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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계절!
샛노랗게 물든 천잠 동산 바라보며,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세상이 훤히 바라보이는 
은행잎 가로수길 걸으며
진리의 샘이 솟게 하소서.

천잠 호숫가 편백 그늘 아래
독서삼매경으로 정신을 깨우며
호연지기의 기상을 꿈꾸게 하소서.

단풍잎들이 땅에 떨어지는 아픔보다
흙으로 돌아가려 하는 
순종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늘에 감사하며, 
땅에 감사하며, 
바람에 감사하는 계절이게 하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마음으로 캠퍼스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꽃을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귀로 들으며,
마지막 잎새가 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하소서.

이 가을이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결실의 계절이게 하소서.....

김영석 실장 (기초융합교육원)

감사의 계절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의 계절,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 있기를...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지난 10월 31일 JJ아트홀에서 ‘일자리, 창
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 취·창업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 대
학 창업지원단과 대학일자리센터가 공동으
로 주관했으며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
생들, 예비 창업자 약 1,000여명이 모였
다. 홍보대사 관광경영학과 봉준일 학생의
사회와 생동감 크루의 레이져 쇼로 성대한
오프닝을 열었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창업 문

화가 확산되고 학생들의 꿈과 도전정신이
함양되어 성공창업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
다”며 “취업과 창업에 강한 전주대학교는 여

러분의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다”라고 환영
사를 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이 축사를 했다.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인 글로스퍼의 김태

원 대표는 “대학 졸업하기 전 창업을 한 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의 귀중한 경험으로 남는다. 또한 여러
분이 어떤 역할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사
회를 이끌어 가는 걸 꿈꾼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날이 올 것이
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션 온라인 플랫폼, 서울스토어 윤반석

대표는 “태풍이 불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어
떠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풀고
자하는 미션이 해결점이 될 수 있다. 취업과

창업도 결국엔 어떤 미션을 푸는 수단인 것
같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션을 응원하겠다.”
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SBS 스포츠 김동안
해설위원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아무 것
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귀가 아닌 마음으
로 듣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야외에서는 창업 기업의 제품전시, 채용

상담, 창업·진로 상담부스 체험장을 마련
했고 특별히 이번 행사에 전주대 창업지원
단의 지원을 받은 창업자, SCU 김건우 대
표도 신규채용과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우리 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1

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호남권에서 유
일하게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주희 기자(wngml16@jj.ac.kr)

지난 24일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이 우리 대학
간호학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
만원을 기탁했다.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병호 원장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며 “인성과 실력을 갖춘 간
호학과 학생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해 주었으면 좋
겠다”라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

로 귀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장학금 혜
택을 받은 학생들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금을 사용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병원은 내원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병원

내 다목적홀을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과 음악 콘서
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환자들의 머리감기
봉사 등을 진행하며 병원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
회에 환원하고 있다.

4차 산업과 미래, 취·창업에서 답을 찾다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 
전주대에 1000만원 기부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2242     발행인 이호인     주간 박기범     편집장 김하선     편집 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 www.facebook.com/jj.news.broadcasting

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청년 취·창업 토크 콘서트

간호학과 발전을 위한 목적 기탁

▲ 교내 가을풍경, 학생기자 사진전에서 1등을 차지한 송민호 기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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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캠퍼스 폴리스,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수상

경찰학과 캠퍼스 폴리스가 26
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학교기관 중 유일하
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은 경찰
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으로 지역범죄 예방에서 우
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 민간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것이다. 
이번 시상에서 전주대 캠퍼스
폴리스(이하 전주대 캠폴)는 야
간·합동 순찰과 불법촬영장치
범죄 근절 활동을 진행하며 경찰
의 치안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
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
정받았다. 전주대 캠폴은 매주
4회 캠퍼스와 인근의 CCTV 사
각지대와 범죄취약구역을 순찰
한다. 캠퍼스 내부는 SNS를 활
용하여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접
수받아 매주 탄력적으로 순찰하
고, 대학인근과 지역사회는 지역
경찰과 연계하여 합동 순찰을 하
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
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
색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불
법촬영장치의 종류와 수법이 지
능화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
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문 탐지
장비를 동원해서 탐지활동을 한
다. 전파 탐지기로 1차 점검을
하고, 설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계도용 스
티커를 부착한다. 이런 캠폴의
노력 탓에 전주대에는 불법촬영
장치 설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지도교수 박종승 교수(전주대

경찰학과장)는 “캠폴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전주대학교 재학생

들과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 실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기에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캠폴은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
동학대예방 캠페인, 청소년보호
캠페인 등으로도 범죄예방에 기
여하고 있다. 물론, 학생의 신분
으로 치안유지 활동을 하기는 쉽
지 않았다. 학업과 순찰을 병행
해야 하기에 수업 일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 캠폴
의 활동을 오해해서 불편함을 표
현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
었다. 하지만, 최근 캠폴의 헌신
적인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격려

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
고, 캠폴을 가입하려는 지원자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전주대 캠폴은 이후에도 학교

전담경찰관-캠퍼스폴리스-비행
청소년 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
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
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인근 원룸촌에 창문 방
범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
주대 캠폴은 지난 2012년 완산
경찰서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
후 경찰학과 재학생 30여 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박혜미 학
생(경찰학과 3학년)과 김민경 학
생(경찰학과 2학년)이 전북지방
경찰청장 개인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전주대, LINC+ 장학금 1000만원 지급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
는 우리 대학 LINC+사업단(단
장 주송)은 22일 ‘LINC+ 마일
리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된 장학금은 2018학
년도 1차 지급으로, 총 65명에
게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인력

양성·현장실습·창업교육 등 단

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
리지를 적립한 학생들에게 장학
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한 학
기 동안 2,582명의 학생들이 참
여하여 총 9579.5점이 부여되
었으며, 참여율이 꾸준히 늘어
2018년 2차에는 2,200만원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
다.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활
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립과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
다.”라며, “대학 스스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LINC+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시 마일리지 부여와 장학금 수여

캠퍼스 내 불법촬영 범죄 제로화에 기여 

주 4회, 캠퍼스와 인근지역 순찰으로 범죄예방 효과 톡톡 비합리성과 직관 살리는 교육현장 필요
토론형식 수업위해 공간 변경에도 관심가져야

총 10개 우수작 중 우리 대학 5개 입선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
4학년 김선환 학생 등 13명이 제
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
격했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
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
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
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
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
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
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

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

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다. 학과 내에 교
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
영하여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
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
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
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

들에게 전수한다.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높은 합격
률의 요인이다.
이런 탓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 신청을 하거나 아예 전
과하는 사례도 생길 정도다. 또,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을 지역 주
민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
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

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
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전국대학 중 22년째 합격률 1위 이어... 

인문교육공학세미나, 

‘창의적 교수법 개발필요’

제2차 인문교육공학 세미나가
10월 25일 진리관에서 있었다.
‘교육플랫폼의 변화와 대학교외
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에서 토목환경공학과 유규선 교
수와 교육학과 김보경 교수가 주
제발표를 했다. 교육학과 공학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연결점을 찾
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고 참
석한 교수들은 세미나를 통해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유규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지식의 융합이며, 소비자 행복과
개인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은 기초능력
강화, 핵심역량 강화, 인성개발
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한 창의 융합을 이끄는 대학교육
이 되어야 하며, 주입식 설명이
아닌, 토의, 질문 형식으로 창의
적인 교수방식이 개발되어야 한
다고 했다.
현재 유규선 교수가 맡고 있는

‘설계입문’ 과목에서는 창의적 교
육을 실천하여,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창의적 결론을
내린 팀에게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보경 교수의 주제발

표에서는 “합리적인 AI에게 내

줄 수 없는 영역은 인간만이 가
지고 있는 ‘비합리적 성향’이다.”
고 하면서, 기존 교육에서는 ‘직
관’에 대해 무관심해왔으나 앞으
로는 인간의 직관과 비합리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자유토론에

서 교수들은 원탁형, 토론형 교
실 구조와 공간변경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라고 추가 의견을 내
놓았다. 그리고 실내에서 주입하
는 방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경
험하고 유추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송은자 (ysrest@jj.ac.kr)

건축학과 장은정, 전남 친환경디자인 대상

지난 10월 25일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작품공모전’에서
장은정 학우(건축학과 5)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학과 5명의 학생
이 입선했다.
대상을 받은 장은정 학우는 전복
작업장으로만 활용되는 여항리 선
착장의 지형과 조수간만 차를 이용
하여 새로운 휴식·체험공간을 구
성했다. 특히, 만조에서 간조로 해
수가 빠져나가는 6시간의 바다 모
습에서 착안하여 작품, ‘6시간의 기
억’을 구상하고 조도에 따라 시설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시간의 기억’은 관람객이 만조

에는 바다를 보며 카페를 이용하고
조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자연 수
영장, 전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그리고 간조에는 아름다운

무인도, 목섬을
육지 길로 여행
하가거나 조개,
굴 등 해조류
채취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게 구상했다. 
심사위원들은
그 창의성과 작
품성, 실현가능
성, 완성도 등
에서 높은 점수
를 부여했다.
장은정 학우

는 “기존의 선
착장을 개선하
여 목섬의 매력
을 알리고, 관

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
공하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
다. 
대상을 수상한 장은정 학생은 전

라남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 500
만원을 받게 된다. 
‘전남을 Re-Desing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참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가 제
한도 없애서 예년보다 수준 높은 작
품들이 다수 응모됐다. 그만큼 1차
서류와 패널심사, 2차 PT 모형 심
사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10
개의 우수작이 선정했다
이중 우리 대학 신수빈 학우의 원

주민과 외지인의 소통·공유 공간
을 구상한 ‘PATCHWORK VIL-
LAGE’ 외 오병창, 김은하, 이창현
학우가 입선했다.

▲ 토목환경공학과 유규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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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창업지원단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18일, 예술관 JJ아트홀
에서 ‘내 안의 더 큰 가능성을 보다 Knowl-
edge universe 스타강의’가 진행되었다. 2
학기 스타강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명강사
4인을 초청하여 학우들의 도전정신을 주고
경험과 비전을 그려보는 목적을 가졌다.
이번 스타강의에서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인 천승환 학우가 ‘하고싶은 것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20
살에 대학교에 입학한 후 5년 동안 자신이 하

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가고, 찾아가면서
있었던 경험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중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독려했다.
천승환 학우는 “대학에 입학하여 초반에 허

무하게 보낸 시간이 아까웠고 과연 지금 나는
행복한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서두를 열었다. 성찰 후에 했던 다양한 경험
과 여행을 소개하며 자신감, 열정, 노력, 능력,
취미, 사람, 추억등을 얻게 되었다고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전했다. 상상유니브를 포함
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상상유니브란 대
학생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출발하였고 컬처,
아트, 라이프, 커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
움과 교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탐

색과 준비,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종합커뮤니티이다. 천
승환 학우는 베트남 위령비를 참배한
학우로 우리 대학 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었다. 천승환 학우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법은 ‘준비’이며 할 수 있는 것들
의 스펙트럼을 넓히라고 조언했다.
천승환 학우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좌절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을
때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생
각하게 되었고 비교하는 습관을 극복하였다
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천승환 학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얻는 즐거움에 대해 풀어가며 하고싶은 것
을 하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에는 뭐든지 도전해보라고 권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를 해주며 강의는 막을 내렸다. 강의에서 시
사하는 바처럼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행
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봄으로
각자의 답을 내리길 바란다.

이다미 기자(dlekal0327@jj.ac.kr)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한가?

우리 대학 한식조리학과(학과장 정혜정)는 지난
10월 19일에 ‘Let’s picnic’과 11월 2일에
‘HELLO-IN’을 열었다. 이 행사는 한식조리학과
3학년 학생들이 전공 수업인 ‘연회’에서 배웠던 음
식들을 평가하는 중간고사 시험이자 바자회였다.    
19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Let’s pic-

nic’은 팝업 레스토랑 형식으로 닭갈비 김밥, 마들
렌, 소고기 브리토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했다.
그중 인절미 가루를 이용한 마들렌은 직접 콩가루
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팝업 레스
토랑이란 정식 가게가 아닌 새로운 곳에 가서 며
칠간 음식을 선보이는 ‘일일 식당’ 같은 개념이다.
권태균 학우(한식조리학과 3)는 “이 바자회를 준

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보다는 모두 힘을 합쳐 열심
히 준비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또한, 장사가 잘 되어 뿌듯하
다”고 소감을 전했다.
11월 2일 오전에는 한식조리원에서 ‘HELLO-
IN’ 뷔페가 열렸다. 핼러윈(Halloween)을 맞아

이름을 재치 있게 바꾼 ‘HELLO-IN’은 뷔페장
안을 핼러윈 콘셉트로 꾸몄으며, 사람이 많아 예
약제로 진행했다.
김다솜 학우(한식조리학과 3)는 “바비큐 폭립,

목살 필리프를 제일 추천하는 음식으로 뽑고 싶
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예상을 못 해 음식량을
조절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많은 분이 찾아주셔
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한식조리학과, 팝업 레스토랑과 뷔페 열어
‘연회’수업 수시고사를 ‘일일식당’으로

천승환 스타강의,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 ‘전주 발로’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신익
수)의 ‘2018년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
10월 23일 VIP 오프닝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스타센터 하림 미션홀에서 열렸
다. 오프닝에는 전주대학교 총장님 및 전
주시 관계자 그리고 다수의 내외빈을 모
시고 성대한 오픈식으로 개최했다. 산업
디자인학과 신익수 학과장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노력과 열정이 담긴 작품전을
마련했다.”라며, “대학생활의 끝이자 디
자이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작
품전에서 학생들에게 응원과 성원을 보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전시회에서 한옥마을, 남부시장, 덕

진공원 등 전주지역 생활문화 공간의 불
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문화에 맞
춘 재생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자동 햇
빛 가리개와 엘니뇨 대피소, 소방방재, 4
차 산업혁명 관광 로봇 등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시설·설비 디자인도 소

개 되었다.
함진형(산업디자인학과 4)은 “전주에 여

행을 왔을 때 한옥마을, 덕진공원 말고 볼
거리를 추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이 드
물게 가는 거리를 선정해 디자인 해보았다”
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소개 했다. 졸업 후
에는 인테리어 공부를 심도 있게 하며 인
테리어 디자이너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졸업작품전의 주제, ‘전주 발로’
는 ‘전주의 숨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졸업전시회가 끝나면 전주시와 협의하

여 전주시청에 특별전을 열고, 결과물은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전주의 숨은 멋을 찾아 새로 꾸미다!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What is 패션?

제인아!

어라?제호..

어때? 
완전 멋지지?

가을이라
신경좀 썼어

어디 유니폼이야?
완전 멋진데? 유니폼

이라니? 큰맘먹고
샀는데

우리 학과도
저런 유니폼 입자고!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유행을 너무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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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우리 대학 온누리홀에서
전주지역 청소년·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협회와 공
동모금회가 지원하는 희망플랜 평화사회복
지 사업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빈곤 청소년,
청년(10~24세)에 교육지원, 경제활동지
원,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 진행자로 나선 이봉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소
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성인이행기 빈곤의
악순환으로 들며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김광혁 교수(사회복지학과)

는 전라북도 청소년, 청년의 희망플랜은 계
속되어야 한다며 통합적 지원방안이 민간
기관을 넘어서 전북과 전주시가 사업을 이
어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의 빈곤청소년 지원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져 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 청년 빈곤 문제가
전국 최고치인 10.5% 기록하고 있어 시급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15
억 규모로 진행된 희망플랜 평화센터 사업
은 오는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희망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

년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
안 희망플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
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업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경험해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미안
하고, 앞으로도 희망플랜이 이어졌으면 좋
겠다”고 전했다.

최은선 사회복지사(희망플랜 전주평화센
터)는 “1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꿈이 없던 학
생들이 꿈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
는 희망플랜이 3년으로 마무리 되는게 너
무나 아쉽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사업이
연장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3년의 단기적 희망플랜 사업, 지속해야
전북권 빈곤의 대물림 끊어야

선교지원실에서는 10월 23일(화), 25(목) 대
학교회에서 성품 & 소그룹 채플의 리더들을 위
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성품 & 소그룹 채플에
는 320명의 리더가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180여명의 리더가 참여했고, 워
크숍 특강과 진행은 채플 담당 목사인 이진호
목사(전주 동현교회 담임)가 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을 섬기는 리더들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
을 격려했다. 또한 다른 리더들의 간증들을 들
으며 학생들을 섬기는 열정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다. 주되심교회 담임 이희준 목사는 “학생들
을 전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
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위하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졌고, 채
플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간증하
였고, 대학교회의 노은숙 집사는 “채플 리더로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리더를 하면
서 학생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학생들 섬기며
감사함을 느끼게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5일에는 선교지원실 직원인 이찬미, 김한빛
선생의 특송의 순서 이후에 참석한 리더들을
위한 점심 식사와 교제의 시간도 있었다.

성품 & 소그룹
채플 리더 워크숍

일 시 설 교 자

11월 8일(목) 서화평 목사
11월 22일(목) 이청근 목사
11월 29일(목) 정용비 목사

■일 시: 11월 14일(수), 11:00, 대학교회
■설 교: 김관호 전도사(음악 토크 콘서트)
※예배 후 대학교회 잔디밭에서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교직원 <추수감사예배>♥

♥목요아침 기도회♥

전주 청소년·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SP 최고 1101점,
우리대학 ‘수퍼스타
2018-2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지난 10월 21일 수요일, 스타센터 온
누리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수퍼
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우리 대
학은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해 SP
500점 이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수
퍼스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인 총장, 박균철 학생

취업처장을 비롯한 각 학과 교수들과
각 단과대 학사지도사 등이 참여해 자
리를 빛냈다. 이호인 총장은 “수퍼스타
인증서를 받은 학생들에겐 앞으로 사회
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창의력 리더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거라
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언제
나 환한, 밝은 빛이 보이는 날들이 연
속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수퍼스타 1위에 이름을 올린 남동우
(외식산업학과 4)는 이번 학기 SP 총
1,101점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학기에
수퍼스타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은 총
54명으로, 이 학생들에게는 수퍼스타
인증서와 해외 연수 지원금 150만원
이 지급됐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대학교회,
수시고사 와플 이벤트

이번 학기 수시고사를 맞이하여 대학교회에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10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오후 4시부
터 11시까지 3일간 스타센터 도서관 앞 광장에
서 와플 나눔 이벤트를 연 것이다. 총 3일간 약
2,000장의 와플을 만들어 나누었다. 

3일간 2천여장 와플 나눔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복음기도신문 

우리대학 국제교류원과 지역교회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호스트 패밀리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가족이란 한 집에 살
며 같이 밥을 먹어야만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호
스트 패밀리」의 가족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는다. 하지만
유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며 「또 하
나의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전주대학교「호스트 패
밀리」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운
영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유학생이 한국인
가정과 연결되면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갈 때 까지 가족적
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한국을 더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
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호
스트 패밀리에 신청은 국제교류원으로 하면 된다.

유학생·한국인 가정을 가족으로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한 가정:한 학생’ 유학생 섬김 운동

미국의 탈 동성애자들이 오는 11월 4일
LA에서 열리는 ‘프리덤 마치(Freedom
March)’ 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하고 성령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
켰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할 계획이라고 21
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
했다. ‘프리덤 마치’는 지난 5월 워싱턴
D.C.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당시 전(前)
LGBT 남녀 12명이 연설을 했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행진에서는 약 20명이 연
설할 예정이다.‘프리덤 마치’의 창립자 제
프리 맥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거의 입법 통과될 뻔했던 ‘AB 2943’(성
적 지향을 변경하려는 각종 서비스를 광
고,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하는 캘리포니아 법)과 함께 지금은 친동
성애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맥콜은 변
화되기 이전 스칼렛이라는 이름의 트랜스
젠더였고, 남성 매춘부였다. 그는 “어떤 복
음주의 교회조차도 이 문제에 항복하고 있
는 시대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와 진
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동성애자 공
동체’에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을 보여주지 않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만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거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
지의 균형 잡힌 교회를 많이 만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프리덤 마치' 팀은 애초
10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사를 개최하
기를 원했으나 모든 문이 닫혔다고 한다.
맥콜은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기
회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5개월 전 미국
수도에서 최초로 '프리덤 마치' 행사가 열
린 이후 참가자들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다고 한다. ‘프리
덤 마치’ 주최 측은 워싱턴 D.C.와 올랜
도, 플로리다에서도 동성애의 삶을 떠나고
자 하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기에 지옥의 심판
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동성애 수렁에서 빠져나와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을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
해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프리덤 마치’ 간증 집회

▲출처 : gnpnews.org

☎문의: 국제교류원 063) 220-4799, 2319

美, 탈동성애자 ‘성령의 변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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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국가차원의 공공서비스, 대학교육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교육을 공공서비스로 보기 때문
에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국·공립 대학이다. 그래
서 지방의 대학과 수도권의 대학 간에 입학 경쟁률이 그
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행�재정 여건도 비슷한 형편
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유럽 국
가들과 비교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의 공
공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는 수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값비싼 수업
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
꿔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럽과 같이 공영형 사
립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 교육을 국가 차원의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이는 한
편,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및 지원의 역사 

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된 상명대 박거용 교수는 대학교
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현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정책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공영형 사립대가 대두된 배경
을 설명하면서 영국이 일찍이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이
라는 이름으로 사립대학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
을 도입하여 확대하였으며, 이후 북유럽 국가들도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우도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들이 자진해서 국공립으로 전
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영형 사
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서는 사립학교에 교직

원 임금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정부에서 학교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사립유치원 파동을 거치면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사립학교 지원에 따른 정부의 개
입 부재에 대해 경각심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
니,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힘겨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고등교육
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에 초중등교육에만 집중한 나머
지 대학 교육을 민간에 맡기다시피 하였다. 그 결과 사
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약 80%에 달할 만큼 비
정상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가
대부분 국립대학과 일부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에 집중되
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
은 원조와 투자가 국립대학과 수도권의 몇몇 사립대에만
집중되면서 현재와 같이 대학의 규모나 형편이 국립대학
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중심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통한 
우리 대학의 기대 효과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행정학과의 오재록 교수는 지금
우리 대학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
속가능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
를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우리 대학이 공영형 사립
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대
학의 모든 구성원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관한 신속하
고도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가 도입되면 사학기관의 지배구
조 개선과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며, 200억 규모의 보조
금으로 우리 대학의 부채를 탕감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재원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
다. 교육 측면에서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우수학생
을 유치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우리 대학이 지

역 경제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기관으로 도약함으로
써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우리 대학이 단 한번도
부실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대학역량진단뿐
만 아니라 각종 대형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
리 대학이야말로 건실한 사학으로서 이 시범 사업에 선
정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박거용 교수는 먼저 공무원들이 대학은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약에 있는 정
책 관련 예산을 없앴던 기획재정부 관리들은 “인구 감소
에 따라 앞으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굳이 왜 이를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했다. 대학 교육을
정부 책임의 공공서비스로 보지 않고 철저히 시장의 원
리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왜곡된 시각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시급하게 제정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
함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립대학 이사회의 인사
권, 규칙제정권 등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개방하는 등 민
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우리 대학의 추진 과제

오재록 교수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재고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머지 않아 재추진될 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다시 추진되었을 때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였다. 
이에 지금은 교수, 학생, 직원, 법인이 함께 머리를 맞

대고 우리 대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해 나감으로
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현재 이 정책은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사
이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조선대, 영
남대, 평택대, 상지대 같은 대학들은 각자 공영형 사립대
가 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무엇인가?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소계 226 100 3026 100 160 100 86 100 182 100 782 100 1170 100

국공립 47 20.8 689 22.8 159 99.4 74 86.0 156 85.7 177 22.8 778 66.6

사립 179 79.2 2337 77.2 1 0.6 12 14.0 26 14.3 600 77.2 392 33.4

출처 : 교수신문 ‘한·미·일은 사립교육기관 多, 영·프·독·중은 국립대 중심 운영’
참고 : 교육부, 환경개발원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2016

해외의 고등교육 현황 <국가별 대학 설립주체 비율 (단위:개교,%)>

현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우

리 대학의 교수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학신문사에서는 대학 구성원들

에게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

지를 알리고자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진다은 기자(wlsekdms1@jj.ac.kr)

공영형 
사립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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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안녕하세요. 전주의 디즈니를 꿈꾸는 문화
콘텐츠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텔로스 대
표 황큰별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시각편집
디자이너와 캐릭터디자이너, 3D디자이너,
애니메이터와 마케터, 기획 및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창업배경

군대를 막 전역하고 복학한 시점에서 우연
한 계기로 전라북도 창업발명경진대회에 참
여해 3등을 하게 되어 상금 100만원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에게는 난
생 처음으로 큰돈을 벌어본 신기한 경험이
었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성취감에 어릴 때 꿈이었던 ‘발명가’를 다시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
터 ‘내 길은 발명과 창업이다’라고 생각해
각종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캠프를 다니면서 많은 공부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업캠프는 다른 학교에
까지 찾아다니면서 20번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창업 대회가 있으면 항상 참여해 수
상도 20번이 넘게 했는데, 그러던 중 마침
‘효성전북창업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게 되면
서 여러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들
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과정과 어려운 점

창업 공모전에 수상해 많은 상금과 투자금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아 ‘스마트 우산’ 제
품으로 창업을 시작했지만 투자유치 실패
및 여러 어려운 상황이 겹쳐 실제 제작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
기에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준 팀원들, 무엇
보다도 지금까지 많은 경험한 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앞으로 가야할 길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했
습니다.
창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

어보자!’는 다짐으로 캐릭터와 디자인에 대
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지식과 기초
가 없어 배우는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노
하우와 경험이 많이 생겼지만 몇 년 전에는
창업에 관한 교육이 많이 없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고, 꼭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어서 하
루 5시간을 채 못 자면서까지 정말 주말도
없이 공부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아마 포
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텔로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차별화 및 경쟁력

‘아주 작은 차이가 큰 특별함을 만든다’ 가
회사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마인드와도 유사한데 혁신의 시작

은 작은 차이로부터 나온다는 게 저희의 생
각입니다. 세상에는 서비스가 ‘너무 많
은 제품’과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지
만 그걸 표현하고 또 좀 더 섬세히 만
들어가는 것이 결국 창의적인 회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저희는 항상 독특한 기획과 비용

을 절약한 효과적인 디자인, 마케
팅을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데 이것이 저희만의 차별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전자통신공학 전공에서
개발과 디자인 협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되어 개발 방향
성을 정하는데 유리한 것 같
습니다.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
이 아닌 실용적이면서도 작은 혁
신을 도입하는 것이 텔로스만의 강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색경험

사실 창업 기업은 굉장히 독특할 것 같지만
의외로 평범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 1회
영화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걸어
팀 내에서 게임대회도 하고, 놀이를 통한
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즉흥적으로
바다로 야유회를 가는 등 소소하지만 작은
일상들이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한 디자인 중 기억에 남는 일

미니스톱에서 만드는 도시락 디자인, 박물
관 어린이 활동지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만 그중에서도 특히,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도깨비입니다. 고양시하면 고양이,
제주도는 돌하르방과 해녀 등이 문화 콘텐

츠로 떠오르는데, ‘관광도시인 전주시는 왜
전주를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을까’ 라
는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제작한 작품
이어서 지금 보면 퀄리티나 디자인 요소들
이 많이 어설프지만 나름 의미 있고 애착이
많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깨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서 언젠간 전주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플랫
폼과 캐릭터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롤 모델

제 롤모델은 스티브잡스와 테슬라(자동차회
사)의 창업자이자 아이언맨의 롤모델인 엘
론 머스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추
진력이 있고 실패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혁신적인 인물이어서 개인적으
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전 및 목표

저희 회사는 현재 전주
에 위치해 있는데 사
실 서울로 오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
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 않
은 이유는 ‘왜
항상 좋은 기업

은 서울 아니면 해
외에만 있는가?’라는

오랜 고민 끝에 ‘전주에
디즈니같이 크고 재미있는

회사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유쾌하게 바라봐주고 응
원해주는 즐겁고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함께 꿈꾸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의 작은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미래의 비전이지만 텔

로스라는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기회가 된
다면, 배우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과 열정이 있
는 사람들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아
산학협력을 맺어 작은 대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바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무적
인 인재, 세상을 선도하는 인재를 키우는
재밌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업과 창업자의 자세

창업은 쉽게 말해 해적과 같다고 말하곤 합
니다.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 흰수염 해
적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캐릭터가 해적
단의 선원이 아닌 자신만의 그룹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창업이 아닐까,
항상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 결국 우

리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만든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선장을 도와 역할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배를 만들어 팀원을 모으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두 가지 중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키를 잡고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것이 더 재밌게 느껴진다면 창
업도 결코 어려운 출발은 아닐거라 생각합
니다. 창업하는 사람은 늘 ‘겸손과 열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대표처럼
결재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보다 2-3배
더 일하고 20-30배 더 생각하고 고민하
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 속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표는 늘 노력하고, 늘 생각하는 게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
야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마치 나 혼자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해냈다는 걸 인지하고 항상
감사하며 팀원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눠야 합
니다. 그럴수록 팀은 더 강해지고 더 멋있
어 질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사실 예전에는 “창업 한번 시도해봐라, 해
볼 만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곤 했는데 지
금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내 취미, 시간
등을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좋아서 매달릴
수 있으면 창업해라”라고 하는 편입니다. 3
년차인 저희는 너무나 힘든 시기와 변수들
을 겪었습니다. 자금을 사기당해서 팀원끼
리 얘기하다 너무 힘들어서 같이 운 적도
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고 재밌어서 그 시기들을 극복하고 버
티고 버틴 것입니다. 지면을 빌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었던 텔로스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웃음) 정리하자
면 노력과 변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
다. 

전주대 학우들에게 한 마디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
고 싶은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
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처럼 권리에는 책임이 뒤 따릅니다. 누구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면,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살
아야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놀고
술 마시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만이 소
중해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한 사색
의 시간과 도전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
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걸 찾는 My Way”

#문화 콘텐츠 #작은 혁신 #기획+디자인
#꿈꾸는 회사 #작지만 강한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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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 콘텐츠가 있다. 그런데 왜 관광 도시 전주는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없을까?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부분에 황큰별 대표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의문을 시작으로 캐릭터 ‘도깨비’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전주의 디즈니 같은 기업을 목표로 오늘도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황큰별 대표를 만났다.

서울 아닌, 전주의 디즈니를 꿈꾸는 기업 ‘텔로스’

창업배경

창업과정과 어려운 점

차별화 및 경쟁력

이색경험

제작한 디자인 중 기억에 남는 일

롤모델

창업과 창업자의 자세

전주대 학우들에게 한 마디

예비창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비전 및 목표

문주희기자 (wngml16@jj.ac.kr), 안혜란기자 (ah603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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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2시 전주 조이앤시네마 상영
관에서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제17회 졸
업영화제 꽃 : [피다]가 개최되었다. 영화제
의 제목인 꽃 : [피다]는 ‘이제 졸업을 맞이하
는 4학년 졸업생들의 노력의 결실이 피어났
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본 영화제는 5개의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

에 관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
해 2부로 나누고 사이에 10분 정도 쉬는 시
간을 두고 상영했다. 
1부에서는 총 3개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첫 번째 영화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마주
할 수 있는 ‘꼰대’들을 향한 젊은이의 시선과
청춘들에게 주는 꼰대들의 진심 어린 조언
을 다룬 ‘나 때는 말이야’이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역할을
180도 바꿔 어머니의 고충을 남자의 관점
에서 다룬 ‘희석 아빠’라는 영화였다. 이어지
는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복수에 대해 다룬 영화 ‘자정[自淨]’이었다.
2부에서는 총 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첫 번째 영화는 ̀믿음이란 이름 아래`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잘못된 신앙
으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사이
비 종교의 거짓말과 추악한 진실에 대해 다
룬 작품이었다. 마지막은 뜬구름처럼 목적지
없이 떠도는 청춘이 자신만의 목적지를 찾
아 떠나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적
지를 찾는다는 내용의 ‘ 뜸구름:이 어디로 가

는가?̀라는 작품으로 영화제의 피날레를 장
식했다. 
영화제를 마치며 졸업준비위원장 김건욱
(영화방송학과 4)은 “올해 졸업영화 상영회
를 위해 영화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번 촬영할 때마다, 힘들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매번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피운 꽃
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며 또 다른 꽃
을 피워 내 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
원 부탁합니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황기하 기자(rlgk0421@jj.ac.kr)

가 로
1. 미셸 공드리의 멜로영화. “속는셈치고 다시 사랑을 믿어
볼까 했던 영화.” 라는 네이버 영화평 댓글이 유명하다.

2.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실수를 알아
차리지 못하는 현상.

3.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나부터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해시태그 운동.

4. 블랙워치 사령관 리퍼의 본명.
5.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현상.
6. 스타크래프트 저그 종족의 지도자. 초월체.
7. 미국의 칼빈주의 개신교 목사. ‘’열방을 향해 가라’’, 

‘’장래의 은혜’’ 등 수 많은 기독교 저서를 썼다.
8.불교에서 말하는 서방극락세계의 부처.

세 로
1. 제 70대 미 국무장관. 마이크 0000.
2. “망고포도”라고 불릴 정도로 단 맛과 향이 강한 과일.
3. 미국의 재즈 음악가. 트럼펫 연주자. 
새치모 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한다.

4. 수사학으로 "웅변의, 웅변가"를 뜻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

5. 구글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 
6. 무협지에서, 몸 안에 도는 기를 통제하지 못하여 내공이
역류하거나 폭주하는 상태.

7. 싫어하는 취향도 당당히 밝히며 존중받고 싶어하는 성향.
8. 사회의 옳지 않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전주대 알쏭달쏭 낱말퀴즈 <공차 1만원 상품권 5명 선착순>

축하드립니다! [883호 퀴즈 선착순 5인 中 정답자]

1. 김가은(일본언어문화학과)  2. 김누리(행정학과)
3. 강혜민(소방안전공학과)    4. 박필근(금융보험학과)   
5. 박현정(일본언어문화학과)  

*알 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junholella@jj.ac.kr 로 보내주세요.
※ 선착순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권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하는 장소: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1. 2. 3.

1. 2.

5. 3.

5.

4. 4.

7. 8.

7.

6.

8.

6.

지난

883호

퀴즈 

정답

가로 세로
1. 유튜브크리에이터 1. 튜토리얼
2. 엘클라시코 2. 라디오헤드
3. 유미의세포들 3. 의금부
4. 헤이그특사 4. 들장미소녀캔디
5. 하와이피스톨 5. 소피마르소
6. 하루살이양말 6. 우연지사
7. 입생로랑 7. 종이호랑이
8. 독도의용수비대 8. 떡두꺼비

우리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 제 17회 졸
업공연 작품인 이오네스코의 ‘코뿔소’가
아트홀에서 이번 달 3일과 4일 열렸다.
외젠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라는 작품은
사람들의 내면을 유혹하고 이끌어 자신
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파시즘’을 저격
한 작품으로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많은 호평과 박수를 받았다.
작품의 줄거리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코뿔소 병’에 걸리고, 사람들은 코뿔소로
변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인공인 ‘베랑
제’만은 끝까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
고 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변해가면
서 집단에 속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인간
의 본성을 주인공 ‘베랑제’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의 연인 ‘데이지’마저 자
신을 떠나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오히려 코뿔소로 변하
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 
극중에서 코뿔소로 변하는 과정은 배우

들이 직접 몸 동작과 코뿔소 울음소리를
따라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공연에서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하는 원인이나 시대
적 배경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관객들

이 직접 작품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
로 질문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공연은 졸업생들이 준비한 것으로
김성현 연출, 임민지, 황하은, 김달이, 변
지훈, 오찬미가 기획했다. 
공연방송연기학과 학과장인 김정수 교

수는 코뿔소 공연에 많이들 응원해주길
바란다며, “소중한 결실을 가슴에 담고
내일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젊
은 가슴들에게 설레임을 주세요. 세상은
살만하고 도전할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

도록 많은 응원주세요”라고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학생이 아닌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정
말 프로다운 연기를 선보여 굉장히 놀라
웠다.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점점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유로
운 삶을 억압받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
해 인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
해 보게 하는 작품”라고 전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공연방송연기학과 졸업공연 ‘코뿔소’

▲ 코뿔소에 밟혀 고양이가 죽게되자 위로해주는 배우들의 모습

▲ 베랑제와 친구인 장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코뿔소를 보고 놀라는 배우들의 모습

▲ 논리학자가 코뿔소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4년간의 노력 ‘꽃 : [피다]’    제17회 영화방송학과 졸업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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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캠퍼스 가을 패션왕을 찾아라!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는 ‘F/W 시즌 패션을 잘 소화해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패션 피플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은 멋을 내기 정말 좋은 계절이다. 이번 호에서는 S/S 시즌 패션 취재(879호)에 이어 가을을 맞아 ‘전주대 캠퍼스 가을 패션왕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길거리 즉흥 취재를 기획했다. 취재 기간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였으며, 대상은 가을을 대표하는 패션을 선보인 학우들이었다. 다음은 신문사가 만난 전주대 가을 패션 피플들의 사진과 간단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인준 기자 (iij7717@jj.ac.kr)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다시 돌아온 복고 열풍으
로 호피 패턴은 올해
F/W 최고의 유행 스타
일이다. 유명 쇼핑몰인
11번가는 올가을 패션 트
렌드인 ‘호피’ 아이템 검
색 횟수가 최근 들어 15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
다. 11번가 내 ‘호피’ 검
색 횟수는 10월 1일부터
상순까지만 총 4800여
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방탄소년단, 유명 모델 한혜진 등 유명 연예인들 역시 자
신의 SNS에 호피 스타일을 선보여 호피가 2018 유행
패션 대세임을 인증했다. 

학우들의
가을 패션

올해의
KEY TREND 

패션

“편한 것이 최고에요”
일본언어문화학과 18학번 이민서

Q. 오늘의 코디
A.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 체크원피스를

입고왔어요. 깔끔하게 하얀색 로퍼를 
신었고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청바지에 맨투맨 같은 캐주얼룩이요.
Q. 패션 철학 
A. 편하게 입는 것이 최고에요.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키드밀리룩 같은 스트릿 패션이요.

※키드밀리룩: 그런지룩과 비슷한 룩이다.

“패션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금융보험학과 18학번 박필근

Q. 오늘의 코디
A. 가을에 맞춰 셔츠 안에 맨투맨을 갖춰 입음. 

청바지 롤업이 포인트.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튀는 패션을 즐겨 입어요. 아, 트레이닝복도요.
Q. 패션철학
A. 패션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스커트 패션이요

“스트릿 패션이나 힙한 스타일
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검색량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유행, ‘호피’
작년부터 이미
굉장한 인기를
끈 체크 패턴
은 올 F/W 시
즌에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입는 캐주얼룩
이나 오피스,
캠퍼스룩에도
언제든지 매치

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또, 호피
패턴에 비해 유행을 많이 타지 않아 클래식
하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낸다. 올해는 하나
의 패턴보다 두세 가지 색상과 패턴을 함께
활용하는 패션이 유행할 전망이다.   

클래식한 ‘체크

Q. 오늘의 코디
A. 검은 슬랙스 위에 블랙 코트를 입었어요. 

여기에 연핑크 셔츠를 입어 밝은 느낌을 
주도록 했어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무채색 계열의 옷을 선호해요.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스트릿 패션이나 힙한 스타일이요.

“유행을 따르되 끌려가진 말자”
가정교육과 18학번 고범진

Q. 오늘의 코디
A. 와이드 핏 청바지에 평소 즐겨 입는 터틀넥 

니트와 체크무늬 블레이저 매치했어요. 여기에 
흰색 단화를 신어 캐주얼한 느낌 연출했죠.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게 입는 것 선호해요.
Q. 패션 철학
A. 유행을 따르되 지나치게 끌려가진 말자.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화려한 패션이요. 클래식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지만

말 그대로 도전하고 싶은 패션이니까요.

“체크 정장에 체크무늬 
우산까지, 체크의 향연이요”
일본언어문화학과 18학번 황기하

Q. 오늘의 코디
A. 오늘 스타일이요? 음... 체크 정장에 체크무늬

우산까지, 체크의 향연이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무채색의 오버핏 스타일과 레더(leather) 재질의 

라이더 재킷을 선호해요.
Q. 패션 철학
A. 개성을 살려서 옷을 입자.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테크웨어룩이요.

“나에게 맞는 옷, 잘 어울리는
옷을 입자”

경영학과 14학번 유경현

Q. 오늘의 코디
A. 날이 추워져서 따뜻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입은

스타일이에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몸에 편안한 옷이요.
Q. 패션 철학
A. 나에게 맞는 옷, 잘 어울리는 옷을 입자.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모자, 가방 등 액세서리를 이용한 패션이요. 

“가을 패션의 완성은 코트죠”
토목공학과 18학번 송민호

Q. 오늘의 코디
A. 무지 목 폴라티에 체크 슬랙스와 트렌치코트를

매치했어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요새 유행하는 체크 패턴의 옷과 오버핏 스타일을 

선호해요.
Q. 패션 철학
A. 가을 패션의 완성은 코트죠.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퍼(Fur) 코트요. 코트와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아직 퍼 코트는 도전을 못해봤네요.

게임콘텐츠학과 18학번 김형근

“최대한 깔끔하게, 
포인트 있게!”

아빠 옷이다. 그래서 핫 트렌드다.
뉴트로 패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올가
을 패션은 1980~90년대 ‘레트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new-
tro)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뉴트로
란 새로움을 의미하는 뉴(New)와 복고
를 의미하는 레트로(Retro)의 합성어
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고라는 의미
다. 뉴트로는 30~40대에게는 향수를,
10~20대 젊은 층에게는 신선하고 새
로운 경험을 부여한다. 아빠 옷을 입은
듯한 오버핏 자켓과 와이드핏 바지, 촌
스러워 보이는 셔츠 등이 특징이다.

아빠 옷 아닌가요? 복고의 
현대적 해석, ‘뉴트로’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캐주얼하고 깔끔하게 입는 것을 선호해요.
Q. 패션 철학
A. 최대한 깔끔하게, 포인트 있게!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요.

경배와찬양학과 17학번 신종민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후리하게 후리스를 자주 입어요.
Q. 패션 절학
A. 기본만 잘 입자!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아메카지룩

※아메카지룩(Amekaji look): '아메리카
(America)'와 '캐주얼(casual)', '룩(look)'의 합
성어로, 편안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캐주얼 패션을 말한다.

“후리(프리)하게 후리스를 
자주 입어요”

경배와찬양학과 12학번 백예찬

출처: 블랙핑크 공식 인스타그램출처: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출처: 모델 한혜진 인스타그램 출처: 네이버 블로그 패션왕 / 네이버 블로그 패션엔 출처: 혁오 SNS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패딩을 입는 학우들이 많아져 더 많은 가을 패션을 취재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별 관심이 없
던 나로서는 다른 학우들의 패션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항상 인터뷰나 취재를 요청할 때면 느끼는 점이지만, 갑작스
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준 학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인준 기자 (iij7717@jj.ac.kr) 

▶가을을 맞아 학생들의 다양한 패션을 보고 취재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나 또한 새로운 패션에 대해 알아볼 수 있
어서 뜻깊은 취재였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기자후기

Q. 오늘의 코디
A. 최근 유행하는 호피 스커트에 블랙

자켓과 니삭스 매치했어요. 
Q. 평소 즐겨 입는 패션
A. 스커트에 니삭스를 매치하는 것과 

편한 스트릿 패션을 선호해요. 
Q. 도전하고 싶은 패션 
A. 테크웨어룩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테크웨어 룩: 테크놀로지(technology)
와 웨어(wear)의 합성어로 일명 배그룩,
특전사 패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언어문화학과 18학번 송다희

“호피 스커트에 블랙 자켓과
니삭스를  매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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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tarT 프로그램을 알게 된 동기와 참여하게 된 계기
선배들이 상을 많이 타 오는데, 그 상을 통해 포인트를 받는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Star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분 덕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Q.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Catch The World입니다. 일본에서 14박 15일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식에 대한 식재료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차를 빌려서 도쿄부터
오사카까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게들에 방문해 직접 시연도 해보고 한식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
한국음식이 많이 대중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맵고 짜다는 의견이 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수퍼스타 1등을 하게 된 소감
제가 1등을 할 줄은 몰랐어요. 도전정신과 공동체활동 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특
허, 사이클링, 마라톤, 독서활동 등으로 2학년 때 500점을 채웠습니다. 3학년 때
학과 특성상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 800점이 넘었어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MOU
체결 관련 해외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990점이 되었어요. 그 점수가 싫어서 ‘1001
점을 만들어보자’ 하고 달성했는데 5월에 ELP인사회계생산물류 자격증을 또 취득해

버렸죠. 이왕 취득한 거 ‘1111점으로 끝내자’ 하고 계속 포인트를 모았는데 1101점
까지 취득하고 끝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Q. 프로그램과 학과 공부를 병행하는 데 힘들지 않았는지?
저는 학과공부를 2학년 1학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StarT 점수 500점 모으기가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군대 전역 후 2학년 2학기에 복학했는데 학과성적에서 6등을
한 거예요. 성적장학금을 아쉽게 못 받았다는 생각에 3학년 1학기엔 학과 공부를 우
선적으로 두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손가락 등수 안에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Q. StarT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생각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 악바리로 점수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이끌어줘야 취득하기 수월할 듯 해요. 그래서 지금 항목이 도전정신, 능력, 공동체의
식 3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바로 ‘협력’
항목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멘토-멘티처럼 협력해서 함께 활동했을 때 점수를 획
득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Q. 자신에게 생긴 변화
아무것도 안할 때는 18시간씩도 잠을 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 포인트가 생
긴 후 부터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무언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일찍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다보니 어
느새 자격증과 수상대회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취득하게 되더라고요. 노력
이 낳은 결과로 자기소개서를 쓸 내용도 많아졌어요. 

Q. 미래의 수퍼스타들에게 한마디
사실 제가 올 해 수퍼스타 1등이라고 하지만, 1200점대를 취득하신 분이 계시고,
제가 그 다음 순위인데 만약 다음 1등을 하실 분은 멋지게 1500점대를 돌파하는 수
퍼스타이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더불어 많은 학우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
했으면 좋겠어요. 

Q. 하고 싶은 한마디
우리 학교는 수퍼스타를 키우는 좋은 대학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뿐 아니라 교내
활동을 통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만큼 모든 평가부분에 있어
서 조금 더 세밀한 평가가 이뤄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평가에 있어서 정
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해주고, 또 서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퍼스타를 만든다는 것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생들의 기량이 개발되
고 발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스스
로 더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우 학우의 특별한 노력들이 느껴졌고, 1등이 되기까지 남다른 계획과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으로서 어떤 분야에 도전하
여 정상이 되는 값진 경험을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인터뷰를 통해 StarT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수퍼스타가 된 남
동우 학우의 남다른 승부욕과 열정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 학교에는 StarT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Superstar Training 프로그램이란 뜻으로 학생들의 도전정신, 능력, 공
동체의식 향상의 성과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활동을 장려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 인증식에서 1등을 차지한 외식산업학과 4학년 남동우 학우를 인터뷰했다. 많은 대
외활동과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을 통해 만든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자. 

“ 장학금도 주고, 인증서도 주고, 나
만의 스펙도 쌓이고 해외 연수까
지 보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

남다른 노력으로 탄생한 수퍼스타★남다른 노력으로 탄생한 수퍼스타★
StarT 1등 남동우 학우

기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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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황제 네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
자 당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던 베스파시
아누스가 로마황제로 등극하기 위해 로마
로 떠나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
렘 점령을 명하였다. 이에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을 초토화 시켰다. 그러나 유대인 저항세력
인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마
사다 요새에서 저항을 이어갔다.
그 무렵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실바
(Flavius Silva)가 마사다 정복에 나섰다.
실바는 위 사진의 담 흔적이 있는 곳에 진
을 치고 마사다 정복을 위해 공격을 시작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유대인 열심
당원들은 예상 외로 강했다. 물론 지형 자
체가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헤롯이 요새를 건설
할 때 음식 저장고,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와 물 저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여기에 열심당원들은 오
랫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포도주, 콩, 대
추야자를 비축하는 등 준비가 철저하였기
때문에 1,000명(어린이, 부녀자 포함)이
채 안 되는 숫자로 15,000명의 로마 정규
군을 거의 2년 동안 상대하며 버틴 것이다.   
드디어 실바는 최후 공격으로 토성을 쌓

아 요새 꼭대기까지 진격하였고 이제 마사
다 함락을 눈앞에 두었다. 열심당원들은 로
마군의 공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
에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열심당의 지휘관
인 엘르아살은 항복하거나 피할 생각을 하

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는 결론에 도달하자 모든 유대인들을 광장
으로 불러 모았다. 요세푸스는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고결한 동료들이여! 우리는 오래
전부터 결코 로마인들의 노예는 되지 않겠
다고 굳게 맹세하였소. 우리는 참되시며 공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굴
복하지 않기로 거듭 다짐을 했었소. 그런데
우리의 그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이제 다가왔소. -중략- 우리가 로마군에게
함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요 내가 생각건대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소. 그러나 우리
의 둘도 없는 친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죽
음을 나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소. -중략-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로마군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 편이 훨씬 덜 가혹할 것이기
때문이오. 또한 우리의 아내들이 더렵혀지
기 전에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
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우리
가 먼저 처자식을 죽인 다음 우리도 서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합시다.」 

위와 같은 엘르아살의 비장한 연설을 들
은 유대인 열심당원들은 처음에는 모두 동
의하지 않았지만 엘르아살의 간곡한 설득
에 결국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
래서 모두를 죽일 열 명을 제비 뽑았고 그
열 명이 자기의 처자식을 시작으로 모두를
죽였다. 그리고는 그 열 명이 한 사람을 제
비뽑은 후 그에게 목을 내밀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자결함으로 마사다 유대인
들의 대항전은 막을 내렸다. 그런데 와중에

5명이 지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살아났고
이들을 통해 처절했던 당시의 상황이 세상
에 알려졌다.
이로써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에 이어
73년 마사다 요새가 로마군에 의해 함락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았지
만 이는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
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
은 민족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민의식
으로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이 마사다의 저
항의 힘이라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도 마사다 요새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스라
엘 각급 군사 학교 졸업생들은 마사다 요
새에서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행사에서 '마사다를 기억하자'고
외치고 그 때의 상황을 되새기며 저항정신
을 소중히 간직한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여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이
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역사의식이 민족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는 것임을 마
사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4

유대인 최후의 항전지 마사다 Masada(下)

▲ 마사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광경, 2천 년 전 당시 로마군 주둔지 흔적을 볼 수 있다.

▲ 중앙에 보이는 능선은 로마군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정상까지 연결한 토성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8
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적 사건은 아직
도 진행 중이며 영화와 소설, 웹툰을 통
해 계속 소환되고 기억되고 있다. 아직
도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
은 데다가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실
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택시운전사>가
상영되어 1,2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1970~ )의 2014년 창작
소설 『소년이 온다』의 1~6 장은 각각 분
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자들 증언의
조합에 의해 ‘소년 동호’가 부각되고 그를
통해 5.18 광주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드러난다. 각 장의 시간적 배경이 1980
년에서 시작하여 1985, 2010, 2014
년까지 전진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완
료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사
건임을 암시한다. 광주 5.18과 관련된
기억과 아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
명하게 살아난다. 적을 향해야 할 총구
가 자국민을 향했을 때, 그 죄악의 뿌리

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이 작품은 인
생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고문 피해
자들을 통해 문학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1장의 주인공이자, 2인칭 초점화자

‘너’이기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동호
는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정대 남매의
시신을 찾다가 끔찍한 모습
을 한 시신들을 깨끗이 닦아
내는 일을 하게 된다. 하루
만 두 여성(3장의 주인공 은
숙과, 4장의 주인공 선주)을
도와주기로 하였지만, 동호
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인 5월
27일에는 도청 사수대에 합
류한다. 고등학생이라고 속
이고 도청에 남아 있던 동호
는 형들의 말대로 다른 소년
4명과 함께 숨어 있다가 손을 들고 나왔
다. 아무리 공수부대라도 항복하는 어린
소년들은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도
부가 판단하여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공수
부대 장교는 손을 들고 걸어 나오는 소
년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그러고는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동호가 이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

장을 지킨 이유는 친구인 정대의 죽는 순
간을 직접 목격하고도 나서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빗발치는 총알 때문
에 정대에게 다가가지 못하였고 시신마

저 수습하지 못하였다. 한
편 정대는 구덩이에 던져졌
다가 다른 시신들과 함께
공수부대에 의해 소각 처리
되어 시신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특정한 이념
이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를 지키고자 했던 공동체적
연대감, 자기 자리에서 자

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시민 정신,
인간의 존엄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용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
고 있다. 신군부측은 억지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일체의
약탈을 삼갔고, 앞을 다투어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치료하였으며, 주먹밥 만들기

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시신 처리까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자원봉사하였다. 공수
부대에 의해 진압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목숨 걸고 도청을 지킨 것도 사
실은 자신들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시민
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순수함과 정당
성을 만천하에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신군부는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

하기 위해 살육을 저지른 이후에도 항쟁
가담자들을 모질게 고문하였다. 그 후유
증으로 자살하거나 정신 질환을 심하게
앓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이 작품은 생
존자들의 이야기인 3~6장을 통해 밝히
고 있다. 최근에도 헬리콥터 기총소사,
광주 비행기 공습 준비, 집단 성폭행 등
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동호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고문 피해자와 유
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1980년 5월 광
주에서처럼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여 자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참담한 비
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
어야 한다는 작가와 광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소년이 온다』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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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격(格)이 없는 사람들도 곧잘 썼던 표현이라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국격(國格)
은 엄연히 실재하는 개념이다. 나라마다 격
이 있고 다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정치
와 경제가 발전돼 있고 제도와 문화가 정비
돼 있으며 국민의 도덕성과 의식 수준이 높
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국격이 높다고 평
가한다. 단지 경제 수준만 높고 국민 의식
의 수준이 낮은 자원부국을 가리켜 우리는
국격이 높다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격이 있다. 우리는 이를 인격
(人格)이라고 부른다. 인격은 높을수록 좋지
만 정작 우리는 인격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사는 것 같다. 인격은 사람이 지닌 부와 권
력, 지위나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 인격은
사람 그 자체만의 품격을 뜻한다.  
대학 사회로 좁혀 생각해보자. 대학생, 교

직원, 교수라는 지위나 직책 자체가 그 사
람의 인격을 대변하지 않는다. 가령 대학생
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학력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대학생의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에 오늘날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선망은 대
단히 높아졌다. 보수와 복지 혜택이 나쁘지
않으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까닭이
다. 교수 역시 아직까지는 사회적 존경을 받
을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
다고 해서 대학생의 격이 떨어졌다거나 교
직원이나 교수의 격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부
와 권력, 지위나 배경과는 관련이 없는 개
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품격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사람이 여타 생물과 구별되는 지점
에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존
중과 배려, 예의와 범절 같은 개념 속에 있
을 것이다. 극히 사소한 사례이지만 예전에
는 일반 가정에서도 전화를 받을 때 ‘안국동
입니다’라는 식으로 응대했었다. ‘당신이 안
국동 아무개집에 전화를 걸었다면 잘못 건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라’ 하는 상대방에 대
한 존중과 배려의 소산이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선례가 사라진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어 안타깝다. ‘내’가 누구라
고 밝혀도 ‘예~’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다. ‘예~’라는 대답 뒤에는  ‘그런데
요?’ 또는 ‘그래서 어쩌라고요?’라는 말이 생
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만약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어느 부서의 누
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과의 아무개
교수입니다’라는 말부터 꺼냈다면 어떠했을
까. ‘내’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인격은 부와 권력, 지위나 배경과는 상관

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와 범절만으로도 충분히 인격을 고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쉬운 것을 왜 시도하
지 않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에겐 스펙이, 교
직원이나 교수에겐 자리나 권위가 전부가
아니다. 대학생에게 인격은 ‘돈 안 드는 스
펙’, ‘빽(배경) 없는 가산점’이 될 수 있고, 교
직원이나 교수에게 인격은 자리나 권위를
더욱 빛내는 후광이 될 수 있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예의를 알고 실천하는 
전주대인이 되자

[교수칼럼]

대학 4년의 세월은 참 빠르다. 그런
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가치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입학할 때의 똑같은 기회를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교수
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결정될 수 있음을 스승의 시각에서,
아니 대학시절을 겪어본 선배의 경험
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수와 학생은 지식적 관계에 있다.
즉 교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능동적
이고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유발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로 한 학습 내
용을 과제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
과제를 연구하고 토론 및 질문을 통
해 그 해답을 스스로 터득해 간다. 이
와 같이 교수와 학생은 지적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교수대로 학습 내용
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학생은 학생
대로 교수의 의도와 수업 지침에 따
라 몰입하다 보면 수업이 충실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생의 적극적
이고 성실한 태도가 자극제가 되어
교수는 더욱더 효과적인 교수법과 수
업의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한다.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하라. 교학상장(敎
學相長)은 교수와 학생이 서로 노력
하며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지식적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인격적 관계, 곧 개인적 관계이다. 교
수를 나의 멘토로 삼아 지적 도움뿐
만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솔
직히 털어놓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라. 물론 일대일의 친
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하겠지만, 학생에게도 교수에 대
한 믿음과 존경심이 필요하다. 그런
데 핑계 같지만 교수는 학생들을 지
도하고, 연구, 봉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교수가
일일이 많은 학생을 찾아가서 교류하
기란 욕심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학
생 편에서 먼저 교수를 어려워하지
말고 붙임성 있게 대하고 많이 찾아
뵈어라. 인지상정의 마음에서 교수도
이러한 제자들에게 더 고마워하고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
어 한다.
대학생활을 후회 없이 보낸 사람이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서 주어진 많
은 기회 중에서도 교수와의 관계를
더없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디 교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졸
업 후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 받기를 바란다.
줄탁동시          라는 말이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
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
는 것을 탁이라 한다. 줄과 탁이 동
시에 일어날 때 한 생명이 온전히 태
어날 수 있다. 나의 제자들이 원하는
세상에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내
애정의 부리로 힘 있게 쪼아 그 꿈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스승
이 되고 싶다.

임명희 교수
(교육과정평가센터)

“니하오!”, “신짜오!”, “센베노!”, “앗
살라무 알라이쿰!”
교정을 걷다보면 자주 들리는 인사

말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국어에
고개를 돌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말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
재 전주대학교에는 중국, 베트남, 몽
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온 1200여 명의 국
제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
습니다. 굳이 세계 여행을 하지 않더
라도 우리대학교 안에서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대학교에 온 국제학생들은 한

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
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학부나 대학원
에 진학합니다. 이렇게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전주대학교의 일원
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제학

생들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직업을

찾거나 우리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으
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유학 경

험을 해 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외
국에 나가 생활을 하다보면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 고생을 합니다.
또한 고향의 부모·형제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대학교
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들도 낯선 타
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들의 친구가 되어서 따뜻한 말 한 마
디를 건네고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
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

고 있듯이 대학에서도 많은 국제학생
들과 함께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
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국제학생들과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경복 교수
(한국어교육센터)

전주대학교에서 세계를 만나다

사제동행 (師弟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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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읽다보면 마음에 걸
리는 구절이 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로는 도
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
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
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
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
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
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 부모를 버려
라, 자식을 버려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요, 무
리한 요구다. 
▼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
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바로
의 명령에 따라 강물에 아이
를 던졌다. 아이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였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작은 갈대 상자 배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
식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
님께 내어 맡긴 거룩한 행위
가 되었다. 결국, 모세는 부
모한테 버림받았기에 당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
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히브
라 사내아이와는 달리 바로
공주 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
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이었다. 자식을 버린 모세의
부모를 묵상하는 중 개달음
이 왔다. "네가 움켜잡고 있
으면 내가 돌봐줄 수 없잖니
", 부모의 사욕으로 처자를
버린다면 그야말로 패륜행
위겠지만 모세의 부모, 베드
로가 그랬듯이 주님만을 바
라며 부모, 처자식을 버린다
면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
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는 거
룩한 행위가 된다는 깨달음
이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사

람의 지혜로는 깊이를 헤아
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요. 오묘한 섭리이다. 얼마
나 놀랍고 고마운 메시지인
가. '하나님 품안에서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
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
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1~25).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마태복음 본문의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예수
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산
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는 많이 다
른 가르침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도 당
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을 받는 방법의 틀을
깨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개념과는 거
꾸로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
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근거이니 말이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
다. 마음이 즐거워야 복이 있는게 아닌가 하
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는 이러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
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
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니 되려 마음이 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를 들
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
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다
고 하십니다. 몸과 외모가 아닌 마음이 청결
한 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화평케 하
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
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나라입니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습니까, 아
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산상
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
는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
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하지 말라’, ‘마
음의 타락을 경계하라’, ‘간음하지 말라’, ‘육체
의 타락을 경계하라’, 맹세하지 말라’, ‘입술의
타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것 네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
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
은 자이니 말입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하나
님께 기도하며, 물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
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
강은 필요하지만, 이 시대는 건강이 도리어 우
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은 몸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보다 그 몸으로
바른 일을 하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치중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행위에 치
우치다 보니 자연스레 도덕적 행위에서 벗어
나면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의 ‘천
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 자신입니다. 가르치실 뿐 아니라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즉, 하나님
의 의이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성
취인 하나님의 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
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으로 살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
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만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김석호 목사
(전주서문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6:31~34)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시험이 다 끝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
던 날, 창업 지면 인터뷰를 위해 한 대
표님을 만났다. 기업 관련 인터뷰가 다
끝나고 전주대 학우들한테 해 주고 싶
은 말이 있냐는 마무리 질문에 대표님
은 학생들이 진정 무엇을 좋아하고 원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

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내가 떠올랐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을 위해 공부
도, 대외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3학년이 되니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결국 하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적에 맞춰 대
학 원서를 썼다. 그때는 그냥 내가 이상
한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았다.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 재
수를 선택한 내 친구도 지금은 목표가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압박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대학 입시를
걱정하고, 취업을 걱정한다. 자신이 하
고 싶은 꿈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어
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지,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지 생

각하기 바쁘다. 이러한 경쟁과 압박 속
에 우리는 점점 꿈을 잊어가고, 또 잃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삶의 유한성을 인
식시키며 이런 말을 한다.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
게 살아라.” 삶은 한 번뿐이고,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 번뿐인 유한한 삶에서
너무 자신을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수시고사가 끝난 지금, 잠깐의 여
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
져 보면 어떨까. 나를 포함한 내 모든 주
변인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
신이 주체가 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
을 살게 되었으면 한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희망칼럼 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The JJ Globe No. 884
November 7, 2018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Hyoja-dong, Jeonju, Korea Tel :063-220-2441 Publisher Ho-in Lee, Managing Editor Kim Guangshou, Park Sangkyu

BiweeklyNews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Намайг Наранчимэг овогтой  Бадамханд
гэдэг. 

Миний бие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Биз-
нес удирдлагын чиглэлээр эхний семе-
стэртээ амжилттай суралцаж байна.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сурагчдад
хэрхэ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топикийн
өндөр оноо авч амжилттай суралцах та-
лаар зөвлөгөө өгөх гэж байгаа даа ба-
яртай байна.

Миний бие Бадамханд нь 2017оны 09-
р сарын 13ны өдрөөс эхлэн солонгос хэ-
лийг албан ёсны сургалтын дор
суралцаж эхэлсэн билээ. Солонгос хэ-
лийг сурснаас хойш 8сарын дараа
58дахь Топикийн шалгалтнаас 5-р
түвшин, 10сарын дараа 59дахь Топи-
кийн шалгалтнаас 6-р түвшинд тус тус
тэнцсэн билээ. Хэрхэ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үр дүнтэй суралцах вэ? гэсэн асуултын
дагуу өөрийн туршлага болон
хэрэгжүүлдэг арга барилын талаар бяц-
хан зөвлөгөө өгье.

Анхааралтай сонс - Хичээлийн 50 ми-
нутанд багшийнхаа юу зааж юу тайлбар-
лаж байгааг маш анхааралтай сонсох
хэрэгтэй. Энэ нь сонсголын дасгал бо-
лохын хажуугаар ярианы чадварт сай-
наар нөлөөлөх үр дүнтэй.

Тэмдэглэл хөтөл - Багшийг хичээл
болон хичээлээс гадуурх зүйлсийн та-
лаар тайлбарлах үед өөрт хэрэгтэй гэж
бодсон зүйлийг тэмдэглэж авах. Багш
нар ихэвчлэн Солонгосын ардын зан за-
ншил эсвэл өнөөгийн нийгэмд тохиол-
дож буй асуудал зэргийг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длаар ярьж өгдөг бөгөөд бас нэгэн
мэдээллийн санг бүтээж буй хэрэг юм
аа.

Өөртөө зорилго тавь - Өнөөдрийг
өнгөрөөж л байвал болоо, одоогийн
байр суурийг хадгалж чадвал л болоо
гэсэн хүүхдийн сэтгэхүйнээсээ салах хэ-
рэгтэй. 5-р сарын Топикт 5-р түвшинд
тэнцэнэ гэсэн зорилгогийг өөртөө тавьж
4-р сараас эхлэн эрчимтэй бэлдэж эхэл-
сэн бөгөөд маш олон бэрхшээлүүдтэй
тулгарч байсан ч өөрийн зорилгоо ухам-
сарлаж түүнийхээ төлөө тэмцэж ялж

чадсан билээ.
Сайн унтаж сайн хооллох - Ма-

найхны нэг том алдаа хэтэрхий их идэж
унтаж тоглодог. Хийх ёстой зүйлээ цаг
хугацаандаа хийчихсэн л бол үлдсэн
цагт хүссэнээ хийх боломжтой. Сайн
унтаж эрүүл хооллох нь амжилтын эх
үндэс билээ.

Сониуч бай - Нэг бичиг хараад л ямар
утгатай вэ? гэдгийг сонирхож толь бичи-
гээс хайх нь үгсийн сан болон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ийг ойлгоход нэн ту-
стай.

Өрсөлдөгчтэй бай- Ямарваа нэгэн тэм-
цээн уралдаанд ялагч ялагдагч байдаг-
тай адил чи өөрийнхөө хүрээллийн
тэмцээнд ялагч нь байх ёстой.Гэхдээ за-
авал ялагч байх ёстой гэж өөртөө стресс
бүү хуримтлуулаарай! Өрсөлдөгчтэй
байж хүн тэрхүү өрсөлдөөнөөс хөгжиж
ур чадвар, эрдэм мэдлэгийг бүтээж чад-
даг.

Тасралтгүй хичээл зүтгэл - Өнөөдөр
би заа одооноос л хичээлээ хийнэ
өнөөдрөөс л хичээнэ гэж өөртөө амал-
дагч тэр амлалтуудын үзүүлэх нөлөө 3н
өдрөөс хэтэрдэггүй. Тэгэхлээр өөрийгөө
хурцалж, хийж чадах, гаргаж чадах
бүхнээ дайчлах хэрэгтэй гэдгийг цаг
үргэлж санаж яваарай.

Өөртөө итгэлтэй бай - Би буруу хэл-
чихвийдээ, би алдаа гаргачихвий дээ
гэж эмээх бус буруу ч бай зөв ч бай хийх
л хэрэгтэй. Хүүхдүүд бичих, унших, сон-
сох чавдартай ч ярианы чавдар дутма-
гаас болж өөрийгөө илэрхийлэлж
чадахгүйд хүрдэг. Хамгийн гол нь хүн
алдаж байж алдаанаасаа суралцаж
алдсан алдаан дээрээ дахин алдахгүй
шүүдээ. Хэл суралцах хугаацаандаа
ярих боломжийг бүтээх нь хамгийн
чухал зүйл билээ.

Нүцгэн үг чээжлэхээ зогсоох - Бид
нар ихэвчлэн дан ганц үгийг л чээжил-
дэг. Ямар нөхцөлд хэрхэн ашиглагддаг
вэ? гэдгийг авч хэлэлцдэггүй нь маш том
алдаа. Тэр үгийг хэрхэн яаж ямар үгийн
бүтцээр хэрхэн бүтсэн бэ? гэдгийг ямар
үед ашигладдаг вэ? тэмдэг нэр үү үйл үг
үү? гэх зэргийг хамтад нь чээжлэх нь
хамгийн үр дүнтэй арга юмаа.

Бусдын ярианд бүү анхаарал хан-

дуул - Бусдын ярианд анхаарлаа бүү
сарниул. Бусад зүйлд хайран цагаа за-
рцуулах чинь дэндүү хайран биш гэж үү
ихийг хийж ихийг хийж бүтээж чадах
алтан цаг гэдгийг санаад хийж буй ажил-
даа л хамаг анхаарлаа төвлөрүүл.

Топикийн шалгалтанд хэрхэн бэлдсэн
арга барилуудаасаа хэдэн зүйлийг товч
бөгөөд тодорхой өгүүлье.

Би топикийн шалгалтанд бэлдэхээ
ямарваа нэгэн нэмэлт сурах бичиг,сур-
галтанд суулгүй зөвхөн хичээлийн цаг
дээр үзсэн зүйлээрээ л бэлдсэн. Тий-
мээс дан ганц хичээлийн утга агуулгаар
өндөр оноо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өгөөд хэн
урт хугацаанд бэлдсэн нь чухал биш
бөгөөд хэрхэн үр дүнтэй бэлдсэн нь нэн
чухал билээ. Топик нь 3н төрлийн дас-
галтай байдаг бөгөөд хэрхэн ажиллавал
өндөр оноо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айдаг вэ ?
гэдэг талаар нэмэлт тайлбарыг өгье.

Сонсгол - Сонсголын дасгалыг хэрхэн
ажиллах ёстой вэ? гэх аргийг эзэмшчих-
сэн тохиолдолд маш амархан. Хэдий
ямар үг юуны талаар ярьж байгааг
ойлгохгүй байж болох ч оноо авах бүрэн
боломжтой дасгал юм аа. Эхлээд дасга-
лаа 1-2 удаа уншиж гол үйл үг болон,
эзэн бие, тухайн обьектыг тодорхой-
лоод/тухайн үгний доогуур зурах гэх мэт/
дасгалаа сонсвол зөв хариултыг хурдан
олох бүрэн боломжтой. Сонсголын дас-
галыг хийх тусам тухайн дасгалыг

сонсоогүй байсан ч хариултнаас нь ха-
риуг нь олж чаддаг чадвартай болдог.

Унших дасгал -Топикийн шалгалт бол-
гоны хамгийн хүнд дасгал бол яалтачгүй
унших дасгал билээ. Өгөгдсөн мэдэ-
эллийг ойлгож байгаа эсэхийг мөн
үгсийн сан, дүрмийн сан зэргийг шалга-
даг учраас дасгалын номер ихсэх тусам
үг болон дүрэм аажмаар хүндэрч эхэл-
дэг. Унших дасгалыг ажиллахын тулд
үгсийн сан, дүрмийн сангаас гадна таа-
маглах чадвар, гүйлгээ ухаан их шаард-
даг. Дасгалын бүх үгнүүдийг бүх дүрмийг
мэддэг бол ажиллаж чадна гэсэн үг биш
юм. Ихэнх дасгалууд нь дунд ахлах сур-
гуулийн хичээлийн агуулгыг их багтаа-
сан байдаг.

Бичих - Бичих дасгал нь 4н хэсгээс
бүрддэг бөгөөд өөрийн үзэл бодлыг хэр-
хэн зөв оновчтой үг, дүрэм ашиглаж бай-
гааг шалгадаг. Миний бодлоор хамгийн
хэцүү нь бичих дасгал гэж боддог. Сур
дахин сур гэдэг шиг уйгагүй бичих нь
хамгийн сайн арга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үний бичсэн эсээнүүдийг уншин даган
дууриан бичих нь бичгийн ур чадварыг
хөгжүүлэхэд нэн  тустай.

Ер нь аливаа зүйлд нууц арга гэхээсээ
илүүтэйгээр хэн хэр хэмжээний хичээл
зүтгэл гаргаснаас гарах үр дүн нь
өөрчлөгддөг гэдгийг хэлэх нь зүйтэй
байх аа. Миний өчүүхэн зөвлөгөө таны
алтан цагийг үрээгүй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Анхаарал тавьсанд баярлалаа.

ЭЗЭН ХИЧЭЭВЭЛ ЗАЯА ХИЧЭЭНЭ.

Наранчимэг Бадамханд Бизнес удирдлага 1-р кур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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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sai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He didn’t say that you
SHOULDN’T TRY to serve two mas-
ters. He didn’t say IT WASN’T A
GOOD IDEA to serve two masters. He
said NO ONE can do it. It’s impossi-
ble! It cannot be done! If you try to
serve both God and possessions,
you’ll end up hating one and loving
the other. An excellent example is the
story of Cain and Abel. Cain was a
successful farmer and Abel was a
successful shepherd. They both
brought their offerings to God but
God rejected Cain’s offering. Why?
Genesis 4:4 says tha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He brought
the best he had. But Genesis 4:3 says
that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Now notice
the underlying message here: Abel’s

gift was deliberate and the choice
portions of his flock. But Cain didn’t
do that. Cain didn’t give God his first
fruits, he gave Him the leftovers off
of the ground. Why would Cain do
that? Because HIS possessions were
more important to him than God was.
Now, Jesus is saying we will do the
same thing. We will invest in the
things that we love. Jesus said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 6:21) Let’s
say that you’ve come into an inheri-
tance of several thousand dollars.
And you think, “I want to invest that
money.” So, you go to an investment
counselor and you tell him that
you’ve really been impressed with a
specific company and you want to put
all of your money into their stock.
What do you think you’re going to
start doing? Well, for one thing,
you’re going to start reading the
stock prices online or in the paper. If
you see an article about your invest-
ment, you’ll want to read about it.
Only days before, you would have ig-
nored it. But NOW, you care about it
because you’ve INVESTED in it. Let’s
again say you’ve come into a huge
inheritance and you go to an invest-
ment company. They tell you that
they’ve got some great stock you
should consider. Then they present
these three as their top choices: One
company is trying to revive 8 tracks
cassettes and VHS tapes. Another
company believes there’s a market

for spoiled cans of soup. They can get
them for practically nothing and then
turn around and sell them for a
profit. Still another company has
hopes of a contract with the govern-
ment to develop muskets for the mil-
itary. Now, how good do you think
those stocks would be? Not very.
They’re ALL BAD investments and
you don’t want to invest your treas-
ure there. And that’s what Jesus is
saying in Matthew 6. Don’t invest in
things of this earth. Everything down
here is a bad investment. Whatever
the moths and rust don’t destroy –
thieves will break in and steal.
Someone said, “Money does talk, it
says ‘goodbye.” What you and I need
to do is, invest in God. And why
should we invest in God’s Plan? Be-
cause God has a great track record.
Jesus said, “What good is it for some-
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
feit their soul?” (Mark 8:36)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
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 6:33) So,
the question is this: Have you really
sought to invest yourself in God’s
kingdom? We need to realize that we
can invest in all kinds of things in
this world, but miss out on the best.
There is an old Scottish legend that
tells about a shepherd boy tending
his flock by the side of a mountain.
One day he saw a beautiful flower
beside the mountain and he knelt
down and picked it, thinking to take

it home to his mother. But as soon as
he picked the flower, he heard a
noise, as if the rocks of the mountain
were breaking apart. He looked up
and sure enough, the great mountain
had opened right before his eyes. The
sun shined into the opening, and
there he saw piles of beautiful gems,
gold, silver and chests of great
wealth. Still holding the flower, he
walked inside to investigate. He laid
the flower down and began to pick up
the gold, silver and precious gems,
stuffing his pockets and holding them
in his arms. Finally, he turned and
began to walk out of that great cav-
ern taking all he could carry. Sud-
denly he heard a voice say, "Don’t
forget the best." Thinking that per-
haps he had overlooked some choice
piece of treasure, he turned and went
back finding a chest filled with more
gold and jewels. He picked that up
and started to walk back out. Once
again, the voice said, "Don’t forget the
best." But he couldn’t think of any
way to carry any more out with him.
So, he stepped out of the mountain
cavern. As he did, the hole closed up
behind him and a voice said, "You
forgot the best. For the flower was
the key to the vault of the Mountain."
The point is, we can have all the
wealth and power and position the
world has to offer and still leave this
world in poverty. So, the question is,
where do you INVEST your treasure?

A GREAT Investment (Matthew 6:19-24)

By Scott Radford

Years ago in university, I read a short ar-
ticle titled, “The Tyranny of the Urgent.” It
was written in the 1960s and quickly be-
came a business classic. In it, the author
Charles Hummel discusses the dichotomy
between things that are “urgent” versus
things that are truly “important.” Many of
us feel extremely busy - to the point of
stress that impacts our well-being. But are
all the tasks on our To-do lists really im-
portant? Or are they merely “urgent” things
disguised as “important”?
A “tyrant” is a cruel and oppressive ruler
who commands all authority without limi-
tation. If we give him the name “Urgency”
and imagine him ruling over To-do List, we
can see why so many of us feel so stressed
when we get busy. Whenever an “urgent”
demand comes up that “must be done yes-
terday,” the tyrant yells and screams and
commands you to sacrifice ALL things for
the sake of the “urgent.” “You shall not ex-
ercise, nor eat, nor sleep - until this urgent
task is completed!”he cries. You relent. You
sacrifice your well-being to meet his de-
mands. But you succeed in accomplishing
the impossible. And then, you rest… Ha-
haha! Are you kidding? No, of course you
don’t rest! “Urgency” is your master. You’ve
become a slave to his last-minute deadlines
and he controls your every thought - if you
let him. 
But wait. Stop a moment and ask yourself:
Are the “urgent” things I’m setting about re-
ally “important” things? Will these things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uture
in my life? Will the outcome of these things
change whether I finish them immediately
(as Urgency demands) or later? Is this “ur-
gent” matter of importance to me person-
ally? If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s
“No,” then you may be confronting an “ur-
gent” task that is masquerading as “impor-
tant”, and would best be ignored, postponed,
or delegated to someone else. 
Stephen Covey and associates developed a
two-by-two matrix to help visualize what

is truly “important” and what is not. You
may imagine (or draw) a square with four
boxes in it (two rows of two columns each).
Label the columns “Urgent” and “Not Urgent”
and the rows “Important” and “Not Impor-
tant.” Now, break down your To-do List.
Things in the “Important-Urgent” box are
“in Crisis” - they MUST be acted upon im-
mediately or serious consequences may be
incurred. For example: paying overdue bills.
These typically take up 25% of your time.
The “Important-Not Urgent” box is consid-
ered “Quality” - tasks h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mpact your life but have no (ur-
gent) deadline. For example: submitting a
job application, exercising, sleeping enough,
or eating right. They take up 15% of your
time. The “Not Important-Urgent” box is
“Deceptive” - tasks feel important because
of the need to act on them immediately, but
they do not significantly impact your life.
For example: checking your phone at every
“buzz-buzz” notification sound. These make
up a whopping 50-60% of your time - so
you can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feel stressed out and overwhelmed. Finally,
the “Not Important-Not Urgent” box is
“Wasteful” - these tasks will not impact
your well-being and do not have a deadline.
For example: catching up on all the episodes
of your favorite TV program. Tasks in this
box make up about 3% of most people’s To-
do Lists.
So, as we approach the middle and end of
this semester, and as more and more tasks,
responsibilities, and
deadlines appear, ask
yourself which of them is
truly “important” and
which is just the tyrant
“Urgency” masquerading
as importance. And I hope
you stop sacrificing your
physical, mental, spiri-
tual, and social health for
the sake of Urgency
alone.

Don’t be Oppressed by Urgency 
As we enter week 9 of
the semester, it is
quite common
for students
and profes-
sors alike to
begin feeling
tired, and a
little burnt out.
Midterm exams and
the past couple months of
homework might be over, but
the stress from all of that
studying may still be affecting
your mood, or even your health.
If you are feeling tired, de-
pressed, or just lacking motiva-
tion, maybe it's time to take a
hike and got some fresh air. 
It is no secret that exercise is
good for you, but did you know
that walking has been shown by
science to be the only exercise
that promotes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without putting
too much strain on the body. In
fact, in the places found to have
the highest numbers of cente-
narians (people living to be over
one hundred years old), this is
one of the common factors, is
that they get regular exercise,
but not too intense. Walking,
hiking, or other low impact
physical activities is great for
the body, but scientists have
also found that getting out into
nature has a number of benefits
for your mental health.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live in urban areas generally
have higher levels of stress and
depression compared with peo-

ple who live in the
countryside.
These same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who
live in the
city but take

time to get out
into nature have

considerably less stress and
anxiety than those who don't.
But what exactly are the bene-
fits that getting out into nature
can have? 
Well, one particular study that
involved over 250 participants
found that when people spend
some time in the forest, they
have a lower pulse rate, a de-
crease in blood pressure, and
lower concentrations of cortisol
(the hormone that is released in
response to stress). Simply put,
their overall stress levels were
much lower after enjoying some
time in nature, even though they
lived in cities. 
Of course, we don't all have
time to go to Jiri-san every
weekend, but living in Jeonju,
we are lucky to have access to
many trails within the city lim-
its. Here people of all ages can
spend as much or as little time
as they want hiking through the
trees and forgetting about the
daily grind. So the next time you
are feeling a bit stressed, or need
an energy boost, grab your hik-
ing boots, head for the nearest
trail, and see the difference a
little fresh air can make.

Take a Hike

By Aaron Snowberger 

By Daniel kilduff

<지난 883호 정정사항>
지난 호 김다연의 글에 오류가 있었던 점 알려드립니다. 교정된 글을 ‘전주대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 온라인으로 신문방송국을 만나세요!!
♣ 필수과목 : 좋아요_   꾸~욱! 

전주대학교 2019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안내
□ 원서접수기간 : 11. 12.(월) ~ 11. 30.(금) 17:00까지
□ 원서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진리관 103호)    
나. 우편접수: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진리관 103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 모집전공 : 교육행정,국어교육,다문화교육,미술교육,상담교육,수학교육,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 면접(실기)/필기전형일시 : 12. 8.(토) 09:10 ~ 
□ 합격자 발표 : 2018. 12. 19.(수) 14:00(예정)
□ 문의사항 : 063)220-2647, 2648
□ 기     타 : 가. 강의시간: 매주 월, 화요일 18:30

나.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도서관과 기초융합교육원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진로 스케치
공기업 | 공무원 | 경영기획·창업
사회복지 | 교육행정 | 학예사 | 문화콘텐츠
드론교육 | 광고디자인 | 금융사무

취업 스케치
면접 메이크업 | 컬러진단 | 면접사진
입사서류 컨설팅 | 작업심리검사
지문적성검사 | 캘리그라피

JJ 스케치
청년고용정책 퀴즈 |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지원단(VR체험) | 커플링 사업단

꿈의 스케치
나의 꿈 작성하기

1. 응모자격
- 전주대학교 1~4학년 남녀 재학생
- 개인 또는 팀(4명 까지) 참가 가능

2. 신청기간
- 2018. 11. 19.(월) 17시 까지

3. 응모방법
- 발표내용 파워포인트 PPT 10매 이하 작성
- 발표팀 팀원의 이름, 소속전공(학과), 학번,

연락처(전화, 이메일) 기재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처  
-  이메일 주소 : jjukmj@gmail.com

5. 시상내역
- 금 상 : 1팀, 상금 30만원
- 은 상 : 2팀, 상금 10만원
- 동 상 : 10팀, 상금 5만원

6. 문의 - 063-220-2027
(스타센터 241호 여대상커리어개발센터)

※세부 내용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진로/취업/교육→취업역량개발→취업교육프로그램’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대상 전북권역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도내청년층 포함)
팀(1~5인) 구성하여 팀별 지원

방법 이메일 (lks4723@jj.ac.kr) 접수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선발 기준 면접점수 합산 최고 득점 순 선정
선발 인원 15팀(50명)
선발 안내 2018. 11. 16.(금)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일시 2018. 11. 23.(금) 13:00 ~ 11. 25.(일) 18:00 / 2박3일(총 27h)
장소 한옥 호텔 왕의지밀(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접수 기간 2018. 10. 10.(수) ~ 11. 9.(금)

순 구분 팀 상장 상금
1 대     상 1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상 100만원
2 최우수상 2팀 전주대학교 총장상 80만원
3 우 수 상 3팀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상 50만원
4 장 려 상 4팀 - 30만원

참가자 특전

참가자 전원 : 입사지원서 온라인 첨삭 3회 제공(JJ 취업컨설팅)

신청접수 10. 10 (수) ~ 11. 9 (금)

선발면접 11. 12 (월) ~ 11. 16 (금)

사전교육 및 본선 11. 23 (금) ~ 11. 25 (일)

도전하고 싶은데 어려울까봐 걱정이라구요?
걱정마세요! 사전 교육을 통해 기업 성장 아이디어 제시 전략,
전문 프레젠터 코칭이 제공됩니다. 기업성장 아이디어와 
차별적 역량을 제시하는 PT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강점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역량 사례를 지금 만들어보세요!!

문의 063) 220-4723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http://www.jj.ac.kr/creatio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