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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겨울방학!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패션산업학과 3학년 재학 중 세상을 떠
난 박경립 학생의 부친 박종률(농촌진흥
청 농업연구사)씨가 우리대학에 7천만
원을 기탁했다. 
박경립 학우는 재학 중 지난 2018년

8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박종률
씨는 후천성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
며 외동딸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
아왔다. 그런 박 씨가 참척(慘慽)의 슬픔
에도 딸이 공부했던 학교를 위해 7천만
원을 선뜻 기탁한 것이다. 
고 박경립 학생의 꿈은 패션디자이너

였다. 어릴 적부터 유독 옷과 재봉틀을
좋아했고 중고교 시절에도 스스로 옷을
수선하거나 친구들에게 만들어 줄 정도
였다. 대학 진학도 패션 전공으로 하고,
그 만큼 성적도 좋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 
패션산업학과 학과장 박현정 교수는
“항상 맨 앞 중앙에 앉아 수업에 집중했
고 특히 실습 시간에는 질문이 많았던,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만큼 모든 부분

에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학생이었다”고
회고 했다. 
박 씨는 딸을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딸의 꿈은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박
씨는 딸의 못다 이룬 꿈을 딸이 좋아했
던 패션산업학과의 다른 아들, 딸들이
이룰 수 있도록 매년 100만원씩 5명의
학생에게 10년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
이다.
장학금 이름도 ‘박경림 꿈이룸 장학금’

이다. 이 장학금은 3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 중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전
공 학업에 의지가 높은 학생 5명을 선발
해서 지급하게 된다.
‘제1회 박경립 꿈이룸 장학금’ 전달식은

11월 27일에 있었다. 이 날은 박종률
씨가 직접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수여했다. 기부 받은 학생들은 모두
딸의 친구들이다. 장학금수여식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요, 자랑스러운 제자이며,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종률 씨는 “자신의 꿈
을 이루기 시작한 딸이 갑자기 허망하게
떠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학생들
이 이 장학금을 받고 새롭게 꿈을 꾸고,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패션산업학과 3학년 최준 학우는 “평

상시에 값진 말과 관심으로 힘과 용기를
줬던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게 됐다.”
며, “따듯한 말과 미소를 건네줬던 친구
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친구
를 위해서라도 꼭 꿈을 이루고 싶다.”라
고 말했다.
5,000만원은 매년 500만원씩 장학

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2,000만원은 패
션산업학과 실습을 위한 재봉틀과 실습
기자재 구입에 쓰여질 예정이다. 학교는
패션산업학과 실습실과 기자재에 ‘박경
립’의 이름을 담아 박경립 학생의 꿈과
아버지 박종률 씨의 학교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할 계획이다.

박종률 씨, 가슴에 딸 묻고 전주대 학생의 꿈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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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척의 슬픔을 안고, 딸의 모교에 7천만원 기부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현수
(정), 이지원(부) ̀IMPACT ̀총학생회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총학생회 투표율은 50.3%로 지난해보다

4% 하락한 참여율을 보였다. 그 가운데 기
호 2번 ̀IMPACT ̀총학생회 후보는 득표율
85.7%를 보이며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
기호 1번 ‘더드림’은 622표를 얻었으며, 무
효표는 784표로 작년보다 약 4배 증가했
다.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를 제외한 중앙동아

리연합회와 모든 단과대학 후보가 단일후보
인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중앙동아리연합회
를 포함한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는 찬
성비율 80%를 거뜬히 넘기며 전원 당선됐
다. 최저 찬성비율은 경영대학으로 83.6%
를 기록했고, 최고 찬성비율은 93.6%의 사
범대학이었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66.4%
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경영대학은
44.8%로 다소 아쉬운 투표율을 보였다. 이
로써 인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문화융
합대학은 ‘IMPACT’ 학생회가, 그 이외 단
과대학과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무소속 후보
들이 2019년을 이끌게 됐다.
2019년 학생자치기구장선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거유세 기간을
가졌다. 유세 기간 중인 11월 28일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강당에서 12시 30
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총학생회 후보자 공
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 각 선본의 정책과 공약
사항을, 2부는 언론사와 학우들이 각 선본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언론사 질문과 패널 질문이 추가
돼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 
언론사는 기호 1번 ‘더드림’에게 시험기간

도서관 2주 개방에 대해 ‘해당 공약은 기존
도서관 개방 방식에서 기간이 아닌 단순히
요일만 바꾸는 방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
다. 일반 학우들이 참여하는 패널 질문에서
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한 학우가 기호
2번 ‘IMPACT’에게 교통 도우미의 근무 태
도와 선발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하자
김현수(정) 후보자는 개선방안으로 ‘보람장학
생처럼 공평하게 선발하는 방식을 고려하겠
다.’고 답변했다. 채플 자율화라는 공약을 내
세운 ‘더드림’ 측은 어떻게 채플을 자율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냥 ‘될 것이다.’라는 가정
만 할 뿐 뚜렷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
했다.    
투표는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각 단과대학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
어 진행된 개표는 오후 8시 45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5분까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개표는 중앙선거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
관리위원 3명이 주도했다. 참관인으로 단과
대별 사무장과 선거관리본부 총사무장, 우리
대학 신문방송국 관계자가 함께했다. 개표는
투표함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 후 설치된 책
상 위에 투표용지를 쏟고, 중앙 선거 관리 위
원 3명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여 찬
성, 반대, 무효표를 걸러내는 방식이었다. 모
든 과정은 각 단과대 사무장과 선거관리본부
총사무장들의 참관하에 이루어졌다. 이번 개
표 과정은 우리 대학 신문방송국에서 녹화하
였고, 영상은 추후 페이스북에 공개될 예정
이다.

총학 투표율 50.3%, 작년보다 하락

무효표 784표, 전년대비 4배 많아

단과대학 단일후보 전원 당선의 기쁨 누려   

▲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2019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임팩트 85.7% 압도적 승리

2019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대학명 기호 선거본부 입후보자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득표수 득표율 무효표 찬성 찬성비율 반대 반대비율 당선여부

총학생회
기호1 더드림 김남희(정), 박은진(부)

10,231 5,144 50.3%
622 14.3%

784
기호2번

당선기호2 IMPACT 김현수(정), 이지원(부) 3,738 85.7%

인문대학 기호2 IMPACT 김대희(정), 김재원(부) 853 493 57.8% 396 35 396 86.5% 62 13.5% 당선

사회과학대학 기호4 달라잇 김지승(정), 이나라(부) 1,115 681 51.0% 608 19 608 91.8% 54 8.2% 당선

경영대학 기호2 IMPACT 정우인(정), 김에스텔(부) 1,493 669 44.8% 513 55 513 83.6% 101 16.4% 당선

의과학대학 기호6 시리얼 우석현(정), 박승규(부) 1,343 717 53.4% 591 47 591 88.2% 79 11.8% 당선

공과대학 기호2 IMPACT 최에녹(정), 홍은지(부) 1,653 762 46.1% 643 37 643 88.7% 82 11.3% 당선

문화융합대학 기호2 IMPACT 정지환(정), 송지수(부) 1,595 754 47.3% 653 35 653 90.8% 66 9.2% 당선

문화관광대학 기호5 든든 김태욱(정), 이지은(부) 1,103 508 46.1% 440 27 440 91.5% 41 8.5% 당선

사범대학 기호3 너나들이 길기범(정), 이석민(부) 856 558 65.2% 509 14 509 93.6% 35 6.4% 당선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7 매드림 김성호(정), 류은지(부) 116 77 66.4% 66 5 66 91.7% 6 8.3% 당선

전 주 대 학 교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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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창학 3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우리 대학 부동산학과 창학 30
주년 기념식이 24일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있었다. 행사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과 김승
수 전주시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한국부동산개발회 회장),
엄수원 부동산학과장(기념사업
회 공동회장)등 3백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사전 강

연으로 막을 올린 기념식은 송하
진 전라북도지사와 안호영 국회
의원, 김현아 국회의원의 글과
축하 영상으로 꾸며졌다. 지난
30년 부동산학의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
은 자리였다. 김승수 시장님은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도시재
생 및 전북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부동산학과의

30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성공신화

를 써 가고 있는 문주현 MDM
그룹 회장은 특강에서 창업 20
년만에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해
주거문화를 바꾸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개
발사업 성공사례를 소개해 참석
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
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

부동산개발협회와 전주대학교의
산학협력 협약식이 있었으며, 창
학30주년 기념사업회장 김종덕
박사가 2,510만원의 학과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학과발전
기금 장학금, 전주대학교 부동산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정기 박사의 특별장학금, (고)고
봉성 교수의 장학금 등이 지급되
었다. 
부동산학부, 일반대학원 석·

박사과정, 부동산대학원의 석사
과정 등 호남권 제일의 부동산
명문학과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향후 세계적인 부동산학 전문 학
과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자리
가 되었다.

산업디자인학과 주송 교수, 2018 대한민국 한류대상 수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회의
원 안민석)이 주최하고 (사)한류
문화산업포럼(회장 안대벽)이 주
관하는 ‘2018 제8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문화산업분야 개인부
문에 주송 교수가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한류대상’은 한 해 동

안 한류문화 혹은 한류산업과 관
련하여 두드러진 활동으로 한류
발전에 기여했거나, 한류의 대내
외 확산에 역할을 해 온 개인이
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내
외 유일한 한류 관련 대상으로 체
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진행으
로 한류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의
세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주송 교수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형 문화콘
텐츠산업을 디자인해 온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문화산업분야 대
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주송 교수는 2006년 전주대

에 부임하여 제품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한국적 전통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방법
연구 및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절
실한 기업으로부터의 많은 관심
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전통문화의 산

업화를 위한 ‘Made 人 Korea’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였고 전통
공예 소재와 기법을 적용한 디자
인으로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기

아자동차 K9 등의 실내디자인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등 전통문화
기반의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 시
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전통
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18 대한민국 한류대상

시상식은 이달 7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2016년 교육부로부터 ‘전통문화
기반의 산업디자인 특성학과
(KCID)’로 선정되면서 3년간 9
억 원의 특성화 교육 지원을 받
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디자
인학과로 성장하였다. 특히 아이
디어 발굴, 디지털디자인 전개,
시제품 제작 등의 실습이 가능한
원스톱 디자인 실습시설은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디자인 교육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전통공예 소재와 기법 적용한 전통문화의 산업화 공로 치하

2,500여만원 학과발전기금 전달 전주대, 세라젬 마스터 V3 연구임상 분석기관 참여

전주대, 무역 발전 및 지역 기업의 유럽진출 기여 공로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LINC+사
업단 주송 단장은 지난 26일, 세
계한인무역협회  (WORLD
OKTA) 유럽지회(15개 도시 지회
장 공동명의)로부터 감사패를 전
달 받았다. 전주대 LINC+사업단
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세계한
인무역협회 유럽 지회장을 초청하
여 진행한 ‘지역 중소기업 무역 및
취업 상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 발전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유럽진출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게 됐다. 
이날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한 손

병권 지회장(영국런던지회)은 “전
주대와의 행사를 통해서 세계한인
경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
다.”라며, 전주대와 매칭된 전북지
역 40여 개의 기업이 유럽에 진
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
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대가 주최한 ‘지역 중

소기업 무역 및 취업 상담회’ 이후
토마토고추장,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체들에게 유럽 진출을 위한 후속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세
계한인무역협회 이스탄불 지회는

전주대 학생들을 위해 유럽 진출
을 위한 무역 기본 사항 및 이스탄
불 시장의 실무 교육, 무역 통상교
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지난 8월

영국런던지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빠르게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성
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 전
주지역이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전
주대는 전북과 유럽의 교두보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
고 약속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유럽지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김인규 교수 제10대 한국상담학회장 취임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과 김인규 교
수가 제10대 한국상담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19. 1. 1~
2020. 12. 31 로 2년간이다. 
김 교수가 취임한 (사)한국상담학회

는 2000년 6월 설립됐고 2018.
10. 현재 회원 26,000여명에 14
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로 구성
된 상담분야 국내 최고의 조직이다.
(사)한국상담학회는 상담학연구, 상
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JAPC 국제
학술지 등 전문적 학술지 발간과 함
께, 연차학술대회,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BBLS 상담분야 논문
공유모임, 춘하추동 연수회 등 다양
한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상담의 발
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각 분과학회
와 지역학회별로 다양한 학술행사와
사례발표,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상담 서비
스 제공
등 상담의
전 영역과
사회의 모
든 영역을
대상으로
상담연구
와 상담활
동을 진행
하고 있
다.  
김인규 교수는 본교 중앙도서관장,

학생상담센터장과 전국대학상담학
과협의회장, 전북상담학회장, 학교
상담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
재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장 직
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분야 최고 조직

세라젬,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

지난 11월 20일 글로벌 헬스케
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발전기금
1,500만원을 우리 대학에 전달
했다.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발전
기금 전달식은 양병선 부총장과
세라젬 이병익 부문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라젬은 지난 2017년 7월부

터 세라젬 마스터 V3의 통증치
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면
역기능 관계에 대한 연구임상을
진행하였고, 전주대 남상윤 교수
(대체의학전공), 조일영 교수(운
동처방학과), 박순권 교수(상담심
리학과)가 참여했다.
양병선 부총장은 “세계적인 네
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세라젬과 연구·분석
을 함께 진행한데 이어 학생을
위한 발전기금까지 전달하게 됐
다.”라며 “기업과 학교가 서로 발
전하는 윈-윈 모델을 지속적으
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연구임상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한다.”며 “꿈을 향해 열심히 노
력하는 전주대와 남부대 학생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세라젬과

2010년 업무 협약을 맺은 뒤 대
체의학 분야 관련 공동 연구 및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경주 동문,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승진
우리 대학 무역학과 89년 졸업생 최
경주 동문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
회장에 선임되었다.
최경주 동문은 1998년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WM)부문
대표 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
일ㆍ연금마케팅부문 총괄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 부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창업

공신으로 금융상품영업본부장, 기업
RM부문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퇴직
연금 사업과 법인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부회장은 바쁜 경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교인 전주대의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기금 기
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류무역학과의 객원교수로 위촉
돼 후학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해
외 현장체험학습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 동문회는 2008

년 대기업 CEO로서의 능력과 동문
으로서의 애교심을 높이 사 '자랑스
런 전주대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가 보건복
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광혁 교
수는 지난 11월 19일 제 12회 아동
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광혁 교수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장으
로 활동하며,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
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개
발과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
써왔다. 
김광혁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더
욱 매진하여 아동이 살기 행복한 전
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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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과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지난 11월 28일 대학
본관에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와 실무교육 촉진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호인 총장과 외

식산업학과 민계홍 교수,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 예산예화여
자고등학교 안창훈 교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의 양해각서는 ▲ 산학협

력 공동 및 위탁 연구 참여와 기술
지도 등 상호 연구개발 증진 ▲ 교
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 인
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실
습, 인턴실습 등 공동 교육프로그
램 개발 ▲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 및 고용 정보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오

랫동안 인연을 지켜온 전주대와
업무협약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발전은 각
지방의 외식산업 활성화에 달려있
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주대 외
식산업학과와 협력하여 외식문화
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대

한민국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연
구,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실질
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인 총장은 “외식조리분야의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
을 배출하는 명문 전주대가 ㈜더

본코리아와의 협약을 통해서 날개
를 달게 됐다.”라며, “실질적인 협
력으로 학교와 기업이 서로 상생
하는 협력체가 됐으면 좋겠다.”라
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는 협약식 이후에 전

주대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인생
살이와 외식 및 조리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외식산업학과는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산예화여자고
등학교의 외식조리과에 외식조리
관련 특강을 여러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주대
는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와도 실
습실 및 현장학습 지원 등 협력 범
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백종원 대표, 전주대와 ‘외식산업 발전에 동행’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투표의맺음

양 측 다 준비를
잘했네...제호야,
넌 이번 선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어우...졸려

우리 곧 졸업이잖아~
저런 공약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깐 더 신중해야지!
우리도 졸업하신 선배분들의
덕을 많이 봤잖아? 그걸 생각
해서라도 후배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거야
알겠니?제호야?

우리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어! 부디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더 나은

학생회를 만들어가요!

금융보험학과가 손해사정사에 이어 보험
조사분석사와 보험심사역시험에서도 다수
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국 보험관련 학과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보험조사분석사시험에는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대범, 김기수 학우가 합격하였고,

보험심사역시험에는 4학년 김혜인, 3학년
안신혁, 고성은, 손민국 학우가 최종합격
하였다. 그리고 장경수(3학년), 김예빈(2
학년), 민주홍(4학년), 윤채현(3학년), 박
성렬(2학년), 도선길(3학년), 김유리(3학
년), 장동현(2학년) 학우 등 8명은 공통부

분에 합격하였다. 
보험조사분석사와 보험심사역 자격은 보

험회사 손해사정부서에 취업할 경우 가산
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입사한 후에도 승
진시 필수 요건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
취득해 두면 큰 도움이 되는 자격이다.

금융보험학과, 보험조사분석사와 보험심사역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창작소극장에서
전주대학교 연극 동아리 볏단의 115회 정
기공연이 있었다. 연극 '나의 이야기'를 올
린 볏단은 전주대학교의 유일한 연극 동아
리로서 2018학년도에 81기를 맞고, 현재
40명의 부원들이 소속돼 있다.
연극 ‘나의 이야기’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죽은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는
‘영일’, 밝아 보이지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신내’, 에베레스트 등반을 목표로 나
아가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가 된 ‘두
정’, 마지막으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살
아가다 결국 가해자 취급을 받는 ‘신흥’까
지 네 사람은 각자 가진 가슴 아픈 시련을
독백형식으로 마치 관객에게 이야기 하듯
스토리를  진행했다. 시련을 극복하는 것
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연극은 마무리 된다.
볏단 기획부장 김승희(기계공학과 2년）

학우는 "대본을 읽고 언젠가는 겪을 수도
있을법한 이야기라서 신선하게 다가왔으
며, 평소 연극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에 매

력 때문에 이 연극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영일 역을 맡은 김선웅(전기전자공학과 2

년） 학우는 “꿈을 따라가고 싶어도 부모님
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대
목이 마음에 와닿아 이 배역을 지원했다.
연기하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더 몰입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군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공연인데 잘 마무리 한 것 같아 뿌
듯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내 역할을 맡은 김하늬(물류무역

학과 1년)학우는 “신내라는 역할이 밝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픈 상처가 많은 아이이
다. 그런 부분에서 연기 중 감정을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무대를 올릴
수 있게 해준 볏단 모든 부원들 고생 많았
고, 절대 혼자서 만들어낸 무대가 아니란
걸 느끼며, 1년 동안의 동아리 생활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볏단'과  그 배

우들의 멋진 모습, 재미는 물론 진한 여운
까지 남긴 ‘나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낸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언제나 막은 오른다！”  볏단 동아리 115회 정기공연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 제3차
인문교육공학 세미나가 ‘대학 교육
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리관
109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이하
한 교수)와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교
수(이하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
았다. 
‘인공지능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한 한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의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교육
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함
께 이루어지는 혼합 학습, 둘 이상

의 학문을 연계하여 전공하는 융합
전공 등을 꼽았다. 동시에 한 교수
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대
학을 필두로 한 인문학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 대학

교육 변화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
제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학습 환경, 학습자 수요 및 요구 등
을 반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
학 교육은 변해야 하며, 그 지향점
은 ‘학생’이라고 했다. 즉, “데이터
분석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을 제공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대
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회를 맞은 인문교

육공학 융합세미나는 우리 대학 인
문과학연구소와 이야기문화연구소
가 주최한 것으로 한 달에 1회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 4차 세
미나는 12월 13일 오후 4시, 진리
관 109호에서 우한용 서울대 명예
교수와 류수열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제3차 인문교육공학세미나
‘대학 교육의 미래’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대학 교육의 역할

독백 형식의 독특한 구성, 연극 ‘나의 이야기’

윽.. 이거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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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이 11월 30일 전주
애린교회와 함께 독거노인 세대에 김장김
치 천포기를 전달했다.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 애린교회에서 28

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김장을
진행했고, 담근 김치는 전주시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

의적 실용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실천
하는 봉사인’을 키운다. 이런 교육가치를 확
산하기 위해 교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지역
사회의 어려운 계층인 독거노인 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애린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과 전주 애린교회 교인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배추를

뽑고 절이는 것부터 담근 김장김치를 기관
에 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봉
사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활동에 참여한 전주대 강기웅 씨는 “배추

를 뽑고, 절이는 등 김장하는 모든 과정이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며 “땀 흘려 일하고 지역사회
를 섬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
을 전했다.

전주 애린교회와 1,000포기 전달

사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관심,
우정, 친근함 등의 여러 가지 말로 우리 각자
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특히 더 사랑하는 사
람을 골라야한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하는 질
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
쁨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나
면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혹은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러한 제게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 문준

경 전도사님의 삶이 들려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자신의 발로 죽음의 자

리에 가셨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오가는 시기였습니다. 학살이
일어날 곳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죽을
것이라 걱정하여 붙잡는 목사님의 손길을 뿌
리치면서까지 전도사님은 한 자리를 향해 발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인 성도들
을 향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 성도들은 자
신들을 위해 온 전도사님의 죄목이 되어 전
도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목은 `새
끼를 많이 깐 씨암탉`. 전도사님은 끝까지 자
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살려달라 부탁하시며
결국 좌익세력에 의해 순교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게 만든 단 하

나의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
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살리려는 그
사랑.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던 진정한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은 성도들
을 향했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몇 사람이 아
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수많은 이들
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
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
를 귀히 여기시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모
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은 참 작았구나. 커다란 사랑을 빚졌음에
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만큼 작은 사랑의 나
눔에 만족하고 살았구나.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큰 사랑의 물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예수
님께서 주신 그 크나큰 사랑을 받은 모습 그
대로 삶에 흘려보내는 전도사님의 죽음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제 사랑의 기준이 되던 질문을 바꿔보

려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쁨으
로 죽을 수 있을까?`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기억
하길 소망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일 시 설 교 자

12월 6일(목) 한병수 목사

■일 시: 12월 12일(수), 11:00, 대학교회
■설 교: 박종철 목사

(전주 새소망 교회 담임)

♥12월교직원 예배♥

♥목요아침 기도회♥

‘지역사회 섬김 실천’, 독거노인 위한 김장 봉사 실시

조하림 (경배와찬양학과 2학년)

<선교지 탐방 후기>

우리 대학 선교지원실에서 진행하는 ‘선
교유적지 답사’ 중 부산 선교유적지 탐방
‘전부’팀의 일정이 10월 30일부터 31일
간 진행됐다. 
선교지원실에서 대학혁신지원시범운영

사업으로 ‘선교유적지 답사 사업’에 공모
하여 선정된 것이다. 국내 선교지는 여섯
팀으로 부산, 전남, 충남 서천, 전남, 제
주도를 탐방한다. 국외 선교지는 일본 나
가사키와 베트남 팀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여섯 팀 중 ‘전부’팀은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과 일신여학교, 부산진교회,
부산초량교회, 장기려 박물관 등을 답사
했다.
특히 장기려 박물관을 가기 위해 오르
던 중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이바구길’
은 이름의 뜻대로 선교의 향기가 피어나
는 이야기가 가득한 길이었다. 이바구길
을 걸으며 팀원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와 현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삶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했다. 
팀원들은 “상처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에 하나님은 예쁜 페인트로 새로운 색을
입혀주셨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들을 허
락해주셨다.”고 말하며, 이번 부산 선교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
한 경험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전
부’팀 아홉명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전부를 만나다” 부산 선교유적지 답사 탐방

·일정 총괄 지도, 설교 -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 하였던 여행” 

·팀장, 예산, 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 홍하영 (상담심리 4년)
“잊고 있던 나의 전부를 만나고 찾게 된 여행이었다” 

·여행자보험, 첫째 날 예배 기도, 결과보고 동영상 - 강미애(상담심리 4년) 
“복음의 사역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여행이었다” 

·부산 선교 역사 조사, 첫째 날 예배 인도,
결과보고 동영상 - 곽수빈(상담심리 4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느끼며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여행”

·부산진교회 조사, 첫째 날 예배 찬양 인도,
결과보고 PPT - 김희태(상담심리 4년)
“복음 앞에 삶의 도전을 주는 여행”

·일신여학교 조사, 사진 촬영, 결과보고 동영상 - 주예나(상담심리 4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여행”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 조사, 둘째 날 예배 인도,
결과보고 책자 - 박선빈(상담심리 3년)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득했던 여행”

·부산초량교회 조사, 둘째 날 예배 찬양 인도,
결과보고 책자 - 문현솔(상담심리 4년)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게 된 여행”

·차량 운행, 둘째 날 예배 기도, 결과보고 PPT - 김찬경(상담심리 4년)
“더 머물고 싶은, 더 함께하고 싶은 여행”

부산 선교유적지 답사탐방 9명의 소감문

부산의 선교 이야기를 듣다, 이바구길!

2019년 1월 6일 (주일)~9일(수)
전주비전대학교 선교관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청년 이상)
강사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사역자들
회비 20만원
접수 2018년 11월 18일(주일)부터

(선착순 80명)
문의 010-7204-0191(조은정 전도사)
주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전주비전대학교, 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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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0여명으로 작년 450명에 비해 12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유학생 유치를 베트남, 중국을 넘어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
하여 정원 600명 선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오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갈등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
리하여 우리 신문사는 양쪽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통해 합의점을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31개 응답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 실력이 부
족한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유학생들끼리만 대화하며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노력의 부재가 느껴진다고 한다. 또한 흡연구역 외에 길
가에서 피거나 몰려다니며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한국에
서 위생개념과 차이가 있어서 비위생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배려가 부
족한 모습, 소음공해, 협조와 협력이 부족한 모습, 한국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
이 발견되어서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6. 타국에서 차별을 겪었다면?
12명의 응답 중 불친절, 동양인을 무시하는 태도(눈을 찢는다던지, 무조건 중국어로
말을 걸며 중국인 흉내를 내는 행동), 언어적 차별(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과잉처벌),
국가를 들먹이는 태도, 거리에서 몸을 훑어보며 성적 칭찬을 던지는 캣콜링의 사례를
겪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7. 외국인을 차별한 사례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는 독특한 옷
을 입은 것을 보고 외모를 평가한 적이 있거나, 외국인이 길을 지나가거나 알바하는
시간대를 일부러 피해서 다닌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일을 나눌 때 당연히 더딜 것
이라 생각해서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았던 것도 차별했던 기억인 것 같다고 밝힌 입장
도 있었다. 

8. 외국인 유학생에게 바라는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31명의 응답 중 한국의 문화·정서에 맞게 기본예절을 지켜달라는 의견과 소음공해
가 심해 공중도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흡연구역
외 흡연 자제, 조별과제 적극적 참여하기, 공공재 깨끗하게 사용하기, 자전거 조심히
타기,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기, 같은 유학생끼리만 어울리기보다 함께 소통하기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과 접점이 없어 친해지기 어려웠기에 개인과 학
교 차원에서 교류할 기회가 더 많아져서 서로 사이좋게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공통적인 바람이었다.  

5. 차별을 당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차갑게
대하거나, 인사를 받지 않거나, 물어보는 것을 잘 알려주지 않을 때, 그리고 자
신의 옆을 피하려고 할 때 차별 당했다고 느낀다고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
와 더불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할 순 있으나, 일말의 노력도 몰라줄 때가 많아서
섭섭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성장환경이 달라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
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힘든 적이 많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에서 서로의 의견을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6. 한국인 학우에게 바라는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국말이 서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으로서 먼저 말을 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면, 외국 학생의 의견도 물어봐줬으면, 소통이 잘 안될
땐 무시하지 말고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수업시간에 조금씩만 도와줬으면, 선
후배 군기 문화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평하게
대하며,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1.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활동(아르바이트나 수업의 조별 과제)을 한 적이 있는가?

예 - 45%(49명)
아니요 - 55%(60명)

2. 만약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부감이 드는가?

예 - 25%(27명)
아니요 - 75%(82명)

3. 타국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가?

예 - 9%(10명)
아니요 - 91%(99명)

4. 반대로 외국인을 차별한 적이 있는가?

예 - 11%(12명)
아니요 - 89%(97명)

1.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는가?

예 - 86% 37명
아니요 - 14% 6명

2. 수업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 이해 - 7%
거의 이해 못함 - 7%

3.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학생들의 불만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예 - 53% 23명
아니요 - 47% 20명

4.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예 - 56% 24명
아니요 - 44% 19명

한국인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11월 19일~12월 3일 총 109명 참여(온라인 59명, 오프라인 60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11월 19일~12월 3일 총 43명 참여(오프라인)

대학의 글로벌화 외국인 유학생 더 이상 남이 아니다

“너와나 이대로 괜찮을까?”

예 아니요 예 

많이 이해한다 - 51% 어느정도 이해 - 35%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 hope you hear inside my voice of
sorrow And that it motivates you to

make a better tomorrow
If we don't change the world will

soon be over 

'Living For The City' - Stevie Wonder

★ 설 문 분 석 ★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에 75%가 응답하였고 또 ‘유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에 89%가 응답을 하였
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불만을 들어봤다’에 53%가 응
답하였고 ‘차별을 당해보았다’에 56%가 응답하였다. 이 점을 보아 한국학생들은 차별
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해왔던 것이고 외국인 유
학생들은 그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흡연에 예민한 우리나라 문화와
소음에 관대한 외국문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유학생과 한국학생 공통으로 ‘언어소통’을 차별원인으로 뽑았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으
로는 ‘서로에게 다가와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학교 유학생들과 한
국학생 서로가 교류를 하며 친밀해지길 원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다
가가는 것에 두려워하는 점이 있다.

★ 결 론 ★ 
세계에서 4번째로 교포가 많은 국가인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 해외이주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 때 한인교포는 여러 국가로 퍼져 현재 120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이주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여
해외취업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중 누구든 피치 못할 사정으
로 해외에 거주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에 대하여 편협한 생
각을 버려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며 우리 또
한 외국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의식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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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소개

안녕하세요 향기 해결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창업 동아리 ‘향해사’입
니다. 천연 향균 파우치 아이템으
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희 팀은 고윤영(물류무역학과), 황
민(금융보험학과), 송승훈(물류무역
학과) 강동연(역사문화콘텐츠) 그리
고 전북대 재학생 1명, 이렇게 재
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져있습니
다.

창업 배경

처음 친구가 맡고 있는 창업동아리
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어려움과 진행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보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미있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
음으로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여기
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템 소개

처음부터 천연 향균 파우치로 선정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과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저희
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운동과 여
행’을 키워드로 관련 아이템을 생각
했습니다. 운동하다가 또는 여행
중에 입었던 옷이 냄새가 나거나
땀으로 보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아
이템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고 ‘여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천연
향균 파우치를 선정했습니다. 여행
중 입었던 옷에 향균과 탈취 기능
을 그리고 입을 옷에는 향기를 입
히는 파우치. 즉, 하나의 파우치 안
에 2가지의 기능을 가진 일석이조
의 아이템입니다.

창업과정

창업 리그 지원자들에 한해 ‘기술
혁신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주
어집니다. 창업 리그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기술 혁신형 지원 사업
발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
태입니다. 디자인이나 재질이 확정
시제품이 제작되진 않았지만 12월
까지 프로토 타입 출시를 목표로
준비 하고 있고, 내년 2월쯤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제품 판매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창업 수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이수한
교육 중에 특허 관련 교육과 요즘
듣는 실무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
습니다. 세금이나 회계 서류 관련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창
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배우고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
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

우선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창업을 시
작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먹고
더 깊게 시장 조사나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을 시
작했으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집중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받는
지금 ‘이거로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올해까지 프로토 타입 아이템을 만
들고, 내년 1-2월쯤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학우들에게 한마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판매로 이
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제
품으로 만들어지고 제품이 나오는
게 창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
다. 창업을 해보라고 쉽게 말은 못
하겠지만 창업 동아리를 하거나 창
업 수업을 듣는 등 관련 활동도 해
보고, 창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창업 속 이야기

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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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균파우치 #향기해결사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

여행을 좀 더 쾌적하게 해 주는 향기 해결사

‘천연 향균 파우치’

팀 소개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학
년 hopsop(홉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민경
입니다. 같은 학과 동기 2명과 공동대표로 창
업을 시작했습니다. 홉솝이란 hop의 ‘깡충깡
충 뛰다’ 와 sop의 ‘선물’이란 뜻을 합쳐 통통
튀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
로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
물같이 다가가기 위해 만든 이름입니다. 

창업 배경

산업디자인학과를 다니면서 선후배들과 다양
한 캠프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창업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마음
이 맞는 동기 2명과 같이 창업 동아리를 만들
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선물할 때 꽃다발을
많이 사는데 한번 받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
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1년 가
까이 교수님들과 멘토님들을 만나 다양한 솔
루션을 받고 문제 해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 국가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원을 했고 많
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소개

저희 아이템은 ‘꽃도’로 꽃다발을 이용한 꽃차입
니다. 현재 국가사업과 ‘여성벤처협회’에서 받은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
니다.

어려운 점

아이템을 실현시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다
양한 사람들 만나 설명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
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쓸 때 멘토님과 같이
여러 변수들을 예상하면서 1년 계획을 세웠지
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와 몰랐던 문제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새로
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맞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저희 장
점인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 전북에서 하
는 거의 모든 창업캠프를 다니면서 들었던 멘
토님들의 강의와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학업과 창업 준비

학과 특성상 밤을 새는 날이 많습니다. 새벽에
끝내더라도 동기들과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
하려다 밤을 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학업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업과 학업 둘 다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몸은 하나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국
가사업인 만큼 아쉽지만 학업을 잠시 중단하
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 결정에 대해 많은 교
수님들이 지지해주셨고, 부모님과 많은 이야
기를 통해 창업에 열중한 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1년 뒤 복학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

로 학업과 창업을 둘 다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놓칠 바에는 기회가
있을 때 색다른 분야를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차별화 경쟁력

저희 전공이 산업디자인학과다 보니 모든 디
자인이 우리 손에서 나오는 게 큰 강점이라 생
각합니다. 가끔 다른 멘토님들도 저희에게 디
자인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처음 어떤 물건
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각적인 요소라
고 생각합니다. 저희 홉솝 팀은 상상으로는 제
품을 만들고 사업서류를 쓰지만 실제로 3D모
델링과 2D시각디자인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창업을 구체화 시키는 것,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 학과에서 배웠던 경험을 통해 빠르게 자료
수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저희 팀의 매
력이자 차별화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험

사실 창업 캠프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없던 아
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많은 멘토님들과 이야기
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큰 경험입니다. 밤
새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다음날 아이템이 나왔을 때 다양한 심사위원
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인정받고 또 긍정적
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삶에 있
어서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 시킨다는 일만큼
멋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창업을 하는 도중에도 문

득 문득 상상만 했던 일을 직접 손으로 실현시
킬 때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

사실 창업은 괜찮은 아이디어, 그에 따른 정확
한 데이터와 자료, 믿을 만한 동료들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의 창업지원을 매우 많이
해주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창
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 그리
고 아이템이 있다면 될지 안 될지 생각하기보
다는 부딪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터무니
없던 거라도 꿈을 꿔보는 것과 그에 따른 따끔
한 충고 그리고 조언들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학우들에게 한 마디

다들 취업만 답이라고 생각하여 학업에 열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변
을 돌아본다면 꿈을 지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학생이란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
니다.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해서 여행을 하듯
창업도 마치 여행처럼 열심히 몰두해보는 것
또한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선물처럼 온 창업동아리 hopsop (홉숍)

#꽃다발 #꽃 #색다른 도전 #디자인

‘창업’ 특별한 꽃 여행을 떠나다

창업 배경

아이템 소개

창업과정

가장 기억에 남는 창업 수업

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

앞으로의 계획

학우들에게 한마디

팀소개

창업 배경

아이템 소개

어려운 점

학업과 창업 준비

차별화 경쟁력

특별한 경험

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

학우들에게 한 마디

착용한 옷과 착용할 옷을 함께,
하나의 제품으로 향균·탈취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파우치를 만나다“  ”

“  ”

문주희 기자(wngml16@jj.ac.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여행을 하며 입었던 옷과 입지 않은 옷을 한 공간에 보관하기 힘든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향균 파우치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는 창업 동아리가 있다. 바로 ‘향해사’팀이다.

‘hopsop(홉솝)’팀은 꽃에 주목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각종 행사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꽃에 다도를 접목해 일명 ‘꽃도’를 개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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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1. 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
2.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The Mission’이라는 영화에 
삽입된 OST. Gabriel’s Oboe가 원곡이다.

3. 윤균상 씨와 김유정 씨가 출연하는 로맨스 드라마. 
청소업체 배경 드라마.

4. 카롤링거 왕조의 제 2대 프랑크 국왕.
5. 맥시스사 컴퓨터 게임 ‘심시티’의 모바일 버전.
6. 주인공이 요식업 재벌 아들의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재벌가에 맞서 호프집을 창업하여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웹툰.
7. 소련의 프로그래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개발한 퍼즐게임.
8.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

세 로
1. FC 바르셀로나의 10번 공격수. 

2018년 스페인 프리레마리가 득점왕.
2. 원자번호 40번. 원소기호 Zr.
3. 1997년에 출판된 아서 골든의 소설. 

2차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교토를 무대로 한다.
4. 종교적 신념, 양심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5. 밴드 미스터 빅, 와이너리 독스 소속의 세계적인 베이시스트.
6. 열애 중 답가, 신용재를 부른 요즘 화제가 되는 가수. 

하은(00000)
7. 농구에서 공이 링에 맞고 튕겨 나오는 것을 잡는 기술.
8.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가로세로 낱말퀴즈  “피부 당기는데, 올리브영 1만원권으로 스킨~어때?”

축하드립니다! [885호 퀴즈 선착순 7인 당첨자]

1. 박현정(일본언어문화학과) 2. 손채영(행정학과) 
3. 송지인(교수학습개발센터) 4. 김소연(국어교육과)
5. 안혜란(일본언어문화학과) 6. 강희(행정학과)
7. 강혜민(소방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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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하는 곳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1. 1. 3. 3.

2. 2. 4.

4. 6. 6.

5. 5.

8. 8. 7. 7.

지난

884호

퀴즈 

정답

가로 세로
1. 파로크불사라 1. 로스트아크
2. 트로이시반 2. 플라즈마
3. 에이징인플레이스 3.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
4. 리락쿠마 4. 너의의미
5. 강철의연금술사 5. 장폴사르트르
6. 론리플래닛 6. 래리페이지
7. 스티페미오치치 7. 펑티모
8. 아마테라스 8. 인트라넷

지난 달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
승수 전주시장이 ‘전국 책 읽
는 도시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책 읽는 도시로 독서문
화를 이끌어가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해 5월 ‘대

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했
으며, ‘2017 대한민국 독서
대전’, ‘전주독서대전’을 개최
하는 등 책 읽는 독서정책을
추진하며 현재 도서관 시설
도 11개 시립도서관과 28
개 공립 작은 도서관, 81개
사립 작은 도서관 등 모든
시민이 10분이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인프라
를 갖췄다.
우리대학 도서관은 올해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

하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책사
랑 도서 교환전’을 통해 새로
운 책과의 만남, ‘런닝맨’,
‘VR대회’를 통해 조용했던
도서관을 활발한 도서관으
로 변화를 주었다. 최근에
‘읽는 약국’을 통해 힘든 대
학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단을 통해 힘
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책
을 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아침독서로 하루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1주 1
권, 1년 52권을 읽는 독서
앱 서비스를 매일 아침 우리
대학 어플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 방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자자료
도서요약서비스를 통해 최신

도서, 취업전략, 리포트/논
문 참고 서적, 2000자 북
브리핑 등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읽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매 학기 슈퍼스

타 독서클럽을 뽑아 학생들
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
어 토론, 독서탐방기 등을
진행하여 책 읽는 독서정책

을 우리 대학도 시행하고 있
다.
어느덧 12월 종강을 맞이

하는 학생들에게 한 해를 돌
아보고, 방학에 휴식과 재충
전을 위한 1권의 도서를 추
천한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전주대 도서관, 전주시 독서문화에 앞장서다

공연방송연기학과(학과장 김정수) 2018학년도 1학년 2
학기 워크숍 공연‘쉬어매드니스’가 지난 달 30일과 이번
달 1일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쳤다.
1학기 워크숍 공연에는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

는다’를 선보인 후 2학기 연극으로  ‘쉬어 매드니스’를 선
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7명의 학생이
공연에 출연해 2시간 동안 연기를 선보이며 이번 공연
을 관람한 많은 관객들은 박수와 호응을 보냈다.
연극 ‘쉬어 매드니스’는 작가 파울 포트너의 작품으로

1925년 독일 부퍼탈에서 태어나 전문 작가로 활동하였
다. 1980년 보스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미국 연사상
‘최장기 공연 연극’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
는 추리극으로 국내에서는 2007년 처음 무대에 올라
매진 행렬을 기록하였다. 
‘쉬어 매드니스’라는 미용실 위층에 사는 유명 피아니

스트가 살해되면서 극이 전개되며, 형사들은 네 명의 살

인 용의자를 지목하고, 각 용의자들은 저마다 알리바이
를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다.
이번 연극은 기존의 추리극과는 달리 ‘쉬어 매드니스’

의 범인은 관객의 손으로 결정되며 관객들은 배심원 역
할을 맡아 배우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며 관객들의 최종
선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극의 특성과 매 공연마
다 새로운 결말을 보여주는 연극이다.
연극에는 형사 역을 맡은 조운호, 양미희, 유대기와 용

의자 역을 맡은 박주희, 윤준석, 조성태, 황주희 학생이
연기를 선보였다.
연출자로 나선 김성현 학생은 “2018년 마지막 달인

이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1학기때에는 서로를 이
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중요시했고 2학기는 관계한 사
람들과의 ‘협력’을 배웠다”고 전했다.
연출자 김지혜 학생은 “지난 1학기 워크숍 공연 ‘새들

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기

를 보여줬다면 이번 ‘쉬어 매드니스’에서는 각자의 개성
을 돋보이는 연기를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김명진(기계자동차 3학년)학생은
“이번 처음 연극을 보면서 재밌었고, 1학년 학생들이 연
기를 잘해서 놀랐다.”고 전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관객과의 소통으로 범인을 잡는 연극 ‘쉬어 매드니스’

<책과 잘 노는 법>

우리대학 도서관의 사
서로 30년 넘게 책과
함께 호흡해온 백명숙
작가의 책이다. 아직 책
과 친해지지 않은 사람,
책 읽기의 새로운 세상
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
람들에게 어떻게 책과
친해지고 시간을 잘 활

용하여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는지를 경
험을 통해 안내해 주는 책이다.

▲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은 배우들이 대화하는 장면

▲ 아침 독서 QR코드

http://muniv.bookzip.co.kr

QR코드 또는 URL로
북집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접속 안내

● 추천도서●



9제886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8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제886호

2019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당선자 및 공약

경영대학         당선자 기호 2번 (IMPACT)
(유권자 수 1,493명 / 투표율 44.8% / 찬성비율 83.6% )

정우인 (물류무역학과 14)
김에스텔 (경영학과 16)

[주요공약]
1. 경영포인트제도
학기 초 포인트 적립기준, 목
표 포인트를 정하여 게시. 자
격증 취득, 동아리활동, 행사
참여 등 포인트 적립시 장학금
지급.
2. 동아리 페스티벌
동아리방 꾸미기 대회, 동아
리 소개, 1년 계획 등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대회를 진

행해 동아리 홍보의 장 엶.
3. 화장실 온수기 설치
자유관 화장실 온수기 설치하여 겨울에 온수 사용가능하게 함.

4, 문화교류제 진행
한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및 체육대회 진행.

5. 경영대학 E-SPORST 리그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 게임 콘텐츠를 선정하여 E-Sports 대
회 개최.

공과대학 당선자 기호 2번 (IMPACT)
(유권자 수 1,653명 / 투표율 46.1% / 찬성비율 88.7% )

최에녹 (토목환경공학과 14)
홍은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17)

[주요공약]
1. ‘IMPACT’ 장학금 제도
학우들의 개성과 특징을 살린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하
여 특별 장학금 수여.
2. NSC 직무역량강화 캠프 실시
모의 인적성 시험을 통해 각
자 필요한 역량강화를 돕고,
직무경험에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하는 현직 종사자를 멘토로
초청하는 캠프 진행.

3.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학생회비 사용내역 상세 공개.

4. ‘HATCH’ 사업 활성화
HATCH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하여 지역산업과 사회와 시대에 부
응하는 공대를 만듬.
5. 재능기부 프로그램 구축
사회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특별한 재능을 특별한 학점으로 인정받
는 재능 기부프로그램 진행.

문화융합대학        당선자 기호 2번 (IMPACT)
(유권자 수 1,595명 / 투표율 47.3% / 찬성비율 90.8% )

정지환 (경기지도학과 축구전공 16)
송지수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6)

[주요공약]
1. 예술관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 및 건의
철저한 사전조사(예산,유동인
구,건물구조)와 학우들과의 소
통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
2. 건물 전체 냉, 난방기 교체
다양한 문화융합대학 학우들
이 사용하는 강의실,작업실,연
습실 등 노후화 된 냉, 난방기
를 건물 전체적으로 교체.

3. 공용강의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인공학적 책걸상 도입 및 최첨단 강의실 모습으로 쾌적한 환경개선.

4. 문화융합대학 자체 장학금 제도
학우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마련. 
5. 문화융합대학 연합 MT
11개의 학과 및 세부전공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힐링 여행’추진.

인문대학         당선자 기호 2번 (IMPACT)
(유권자 수 853명 / 투표율 57.8% / 찬성비율 86.5% )

김대희 (역사문화콘텐츠학과 14)
김재원 (중국어중국학과 15)

[주요공약]
1. 외국어자격증 및 국가공인자격
증 시험 응시시 격려상품 증정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
만 해도 소정의 격려 상품 증
정.
2. 중고서적장터 시행
이미 수강했던 과목의 교재는
팔고, 필요한 교재는 중고서적
으로 쉽게 구매하게 함.
3. 정책이행 게시판 설치

공약 이행상황을 인문대 학생회실 옆 정책 이행 게시판에 설치.
4. 학술실 복지시스템 확보
학술실에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냉장고 등을 구비하여 편의 제공.

5. 진리관 몰래 카메라 단속반 운영
진리관내에 단속반 구성.

사범대학 당선자 기호 3번 (너나들이)
(유권자 수 856명 / 투표율 65.2% / 찬성비율 93.6%)

길기범 (과학교육과 14)
이석민 (수학교육과 15)

[주요공약]
1. 강의실 환경 개선
학우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
시연 할 수 있도록 진리관 강
의실 일체형 책상 교체.
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
해 학우들에게 필요한 꼭 공
지, 분실물 접수 신고받음.
3.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분기별로 학생회비 사용내역

을 공개.
4. 진리관 라운지 설치 및 흡연실 지붕 설치
진리관 라운지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을 보장.

5. 봉사활동 공모전
교육봉사,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기관 섭외 및 학기별 체험수기 공모
전을 개최, 우수작 선정하여 시상.

사회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4  (딜라잇)
(유권자 수 1,335명 / 투표율 51% / 찬성비율 91.8% )

김지승 (상담심리학과 14)
이나라 (법학과 16)

[주요공약]
1. 제 1회 ‘평화인의 밤’ 개최
사회과학대학만의 가을 축제
를 개최하고 즐길 수 있는 가
을밤 축제를 진행.
2. 학과별 A4 용지 제공
학ㅂ과별로 학기당 일정의

용지를 제공하여 학우들의 불
편을 해소.
3. 애플 스포츠 챔피언십
2학기 체육대회와 별도로 ‘애

플 스포츠 챔피언십’을 진행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독려.
4.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택배물 도난 걱정 그만! 학생회실에서 대리 수령하여 도난 위험없
이 안전하게 택배 받아가게 함.
5. 학우들이 직접 선택하는 간식 이벤트
학우들이 먹고 싶은 간식에 대해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간식이벤트
진행.

문화관광대학        당선자 기호 5번 (든든)
(유권자 수 1,103명 / 투표율 46.1% / 찬성비율 91.5% )

김태욱 (관광경영학과 13)
이지은 (관광경영학과 14)

[주요공약]
1. 3층 공용 강의실 책걸상 점진적
교체
지역혁신관 강의실의 책걸상
점진적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진행.
2. 창조관 및 EM 생활문화관 온수
기 설치
지역혁신과나 외에 창조관과
EM생활관의 화장실에도 온
수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

록 실시.
3. 휴게공간마련
구정문, 신정문까지 나가기 어려운 지역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혁신관 411호를 이용하여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휴게공간 마
련.
4. 멘토링 활성화
타 단과대학과 달리 학과 수가 적지만 교류의 기회도 많지 않다. 멘
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
5.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진행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특성상 사용하는 유니
폼의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진행.

의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6  (시리얼)
(유권자 수 1,343명 / 투표율 53.4% / 찬성비율 88.2% )

우석현 (재활학과 13)
박승규 (방사선학과 13)

[주요공약]
1. 학과별 간담회 실시
매 달마다 각 학과를 하나씩
돌아가며 건의사항 피드백 등
진행.
2. 하계 농촌봉사활동 실시
의과학대학 학우들과 좋은 경
험과 추억 쌓기 위한 농촌봉사
활동 추진.
3. 의과학대학 연합 MT 추진
의과학대학의 즐겁고 단합력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연합MT추진.
4. 천잠관 화장실 시설개선
온수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 점진적으로 비데도 추가 설치할
예정.

5. 도서관 확장 및 환경개선
공부하시는 학우들을 위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확장 및 환
경개선

중앙동아리연합회        당선자 기호 7  (매드림)
(유권자 수 116명 / 투표율 66.4% / 찬성비율 91.7%)

김성호 (건축학과 13)
류은지 (중등특수교육과 17)

[주요공약]
1. 동아리 지원금 확충
교내 교비로 지원되는

10만원을 모든 동아리가
소진 시, 지원금을 +a로
확대하여 활동 우수 동아
리에게 특별 지원금을 추
가 지급.

2. 실내 체육실 및 컴퓨터실
개설

즐길 거리가 없고 활동 공간이 부족한 학생회관에 실내 체육실
개설 탁구대와 기타 운동시설 제공,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실을
6층으로 이전 4층에 컴퓨터실로 개설 및 컴퓨터 사용, 프린트
제공. 

3. D-Point 멤버십 제도
중앙 동아리 회원이면 카드 발급받아 포인트를 쌓고 단체 활동
과 더불어 개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동아리 회원 개인이
직접 활동하고 모은 포인트는 동아리 점수에 기여하거나, 포인
트 점수별로 상품과 교환.

4. 동아리 점수제 업그레이드
첫째, 활동이 많더라도 점수를 쌓지 못했던 부분을 멤버십 제
도를 활용하여 동아리 회원 누구나 쉽게 동아리 점수 쌓을 수
있도록 도움.
둘째, 동아리 해당 점수 달성 시 상품 증정을 확충
셋째, 기존 통합 점수제도 이외에 분과별 특성에 맞춰 점수 획
득의 폭을 확대.

5. 중앙동아리연합회 취업, 창업 캠프
창업캠프를 LINK산업단과 연계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준비, 창업 준비 등 캠프 지원.

최에녹(정), 홍은지(부)

김현수(정), 이지원(부)

정우인(정), 김에스텔(부) 정지환(정), 송지수(부) 길기범(정), 이석민(부)

김지승(정), 이나라(부)

우석현(정), 박승규(부)

김성호(정), 류은지(부)

김태욱(정), 이지은(부)

김대희(정), 김재원(부)

[공약사항]

1. 응답하라 ‘IMPACT’
2019년 가을축제는 프로그램, 연예인 섭외 등 세부
적인 기획을 하기 전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이행하겠습니다. 이외 총학
생회의 크고 작은 행사 모두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
겠습니다.

2. 전주대학교 강의실 환경 개선 [일체형 책상 교체]
책상과 의자가 결합되어있는 일체형 책상이 불편하
지는 않으신가요? 학우 여러분의 쾌적한 학습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강의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학업을 방해하는 불편한 일체형 책상을 분리형 책상
으로 교체하고, 
최신식 강의실로 변화를 주어 강의에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 READY, ACTION! 시험기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는 물론, 천원의 행복! 든든한
아침식사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야심한 밤, 안전하고 신
속하게 데려다 드리는 귀가 이벤트.하지만 타 지역
에 거주하시는 학우 여러분을 위해 학교 근처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우 여러분도 마음 편히 시
험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힐링 쉼터 이벤트를 진
행하겠습니다.

4. 성적별 수강신청 학점 제한 완화

수강신청 학점제한 때문에 원하는 강의를 포기한 경
험이 있으십니까? 성적별 수간신청 학점 제한을 완
화시켜 학우 여러분의 졸업학점 관리를 수월하게 하
고 희망하는 강의를 마음 편히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 스타빌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숙사가 부럽지는 않으셨나요?
새 학기에 자주 이루어지는 이사, 이삿짐을 계단으
로 옮기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당장 모든 단과대학,
기숙사에 설치할 수 없겠지만 스타빌을 기점으로 엘
리베이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당선자 기호 2번 (IMPACT) (유권자 수 10,231명 / 투표율 50.3% / 득표율 85.7%)

(정) 김현수(사회복지학과 13) / (부) 이지원 (예술심리치료학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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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TC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1학년 입학한 직후에 편입하신 선배님이 지체장애
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의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학과 동기 중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기숙사에서 아무 불편 없이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자주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2학기에는 그 친구의 장애학생도우미로 활
동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인식개선서포터즈 5
기를 모집한다고 공지가 떴어요. 그것을 보고 ‘이걸 지원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
게 장애에 대해서 사회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이걸
바꾸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 선배님들과 함께 지원하게
되었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우수상도 받게 되었어요. 우
수상을 받기 까지 여기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선
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캠페인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우수상을 수상하
게 되었고,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에도 도입
시켜보자!’ 해서 작년에 CTC 1기가 창설되었어요.

Q.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의 하는 일은?
정식 명칭이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인 것처럼, 장애라
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들에게 장애
와 장애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힘쓰는 단체입니다.
하는 일은 장애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날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 에티켓이라던지 15가지의 장애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정보를 전파함으로서 전주대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관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장애라는 것 하나만 다를 뿐
이고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길고 짧은 것처럼
하나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인데 비장애인들이
‘착한 사람 병’에 걸린 것처럼 선심을 쓰듯 장애인만 보
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기에 공모전에 도전하면
서 장애인식개선영상을 찍었는데, 제목이 ‘장애인이면
무조건 도와줘야하나요?’였어요. 저희 학교 장애인분들

중에 지체장애인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대표적으로 이
용하는 보조기기가 휠체어이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휠체어를 타고 다
니면 비장애인 분이 나타나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행동을 남자 진행자 역할이 나와서
바르지 않다는 설명을 진행해요. 기획의도를 쓸 때 장애
인분들이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해낼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어요.
마지막으로, 서울 강서구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
된다고 한지 대략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건설
이 안됐어요. 우리나라 의무 중에도 교육의 의무가 있는
데 장애를 가졌단 이유만으로 적용이 안 되는 현실이 조
금 슬펐어요. 당연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님
비(NIMBY)현상으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회적 복지인 거 같아요.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Q. 장애인식개선서포터즈를 하면서 행복함을 느낀 순간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라고 알려져 있
는데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번 11월에 이틀 간 인권센터와 연합해서 지체장애인의
날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학교에 비장애인 학우
는 되게 많지만 장애인 학우는 총 39명인데 7명 학우
분이 휴학하셔서 현재는 32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아요. 이런 현황과 의미 있는 날에 대
해 알려서 행복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신
문방송국에서 취재한 것이 영광이기도 하였고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행복했어요.

Q. 주최했던 일중에 뿌듯함을 느낀 순간
비장애인 분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
고 대동제같은 큰 축제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부스
를 열어서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했어요. 에티켓 홍보나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데, 작년이나 1학기에는 예산
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상품을 많이 못 드려
서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적게 참여해주셨거든요. 그래
서 이번 2학기에 예산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담당과장님
께 ‘이번엔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은 다
음 인식개선을 전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한
게 취지는 좋았지만 많은 학우분들에 전달이 안된 것 같

다. 좋은 상품을 많이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
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원래는 50명에
서 많아봤자 100명이 참여했었는데 이번 대동제 때
300명 넘게 와주셨어요. 제가 준비한다고 밤새우고 갔
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 말고도 감동적인 게 많았
지만 현실적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
았을 때요.

Q. 마지막으로 홍보한마디
내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지사항] - [일반]에 
장애인식개선서포터즈 CTC3기를 모집 글을 올릴 예정
이에요. 전공에 상관없이 장애인식개선에 관심 있는 분
들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공강 시간을
투자해서 활동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
하진 않지만 캠페인용 피켓도 제작해야하고 어느 정도
의 서포터즈 활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자기
시간을 개의치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요.
지원방법은 공지사항에 같이 올라가는 지원신청서를 작
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접수가 됩니다. 사진이나
기본 인적사항은 꼭 작성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Q. 이번 한 해에서 주로 활동한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로는 1학기에 4월 5일 봄 축제, 4월 20
일 장애인의 날 2번 홍보행사를 했었고, 온라인 활동으
로는 인식개선 영상을 4개나 제작해서 공모전에도 도전
했어요. 2학기가 되어서는 9월에 대동제 때 부스 홍보
활동, 10월에 흰 지팡이의 날 (예전 명칭은 시각장애인
의 날), 11월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어요. 지
금 계획 중인 행사로는 CTC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식개
선을 위한 영상을 보고 댓글에 짧게 소감문을 작성하시
면 상품을 드리는 것을 할 거예요.

Q. 하고 싶은 말
장애인식개선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장
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중에 어떤 경우
가 더 높을까요?’인데, 보통 선천적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후
천적 원인이 80퍼센트로 높아요. 비장애인도 예기치 못
한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학우 분
들이 만약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시
다면 그 인식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만이라도 생각을 하
고 배려를 하면서 말을 하면 그것부터 인식개선에 해당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전주대학교 장애인식개선(CTC) 서포터즈
학교를 알리고 학생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특집 - 2

▶가까운 선배, 동기부터 편견 없이 친구로 대하면서
자연스레 인식개선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기자후기를 끝으
로 장애 인식에 관하여 고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장애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나 또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나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인터뷰 대상자님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기자후기

우리 대학에는 여러 분야의 서포터즈가 있다. 지난 885호에 이어 두 번째 서포터즈를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레 활동을 접하고 진심을 다해 일하는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CTC) 기장 

상담심리학과 3학년 장은실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1제886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 그리스 아테네
에서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
게 된다.  스토아학파(Stoic philosophy)
는 B.C. 300경 제논(Zenon)에 의해 제창
된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이다. 제논이 아
테네에 있는 스토아 포이킬레(Stoa
Poikile)라는 벽화가 그려진 주랑에서 강
론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로 이름 되었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고 인간의 최고선은 덕(德)이며,
죄와 악의 근원은 무지와 이성의 결핍에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과 바울의 신학적 특

징인 ‘하나님 중심’ 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
었다.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하였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고는 격분하
였다. 그래서 유대인을 비롯하여 만나는 사
람들과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벌였는데 바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와 부활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에
게는 생소하였고 결국 바울을 붙들어 재판
정인 아레오파고스(Areopagus 아테네 아
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해발 110m 높
이의 바위 언덕)로 데리고 갔으며, 당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새로
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다구 쳤다.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한 치의 주
저함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

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져 있는 재단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하
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우
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
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
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들 것
을 주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으로 만드시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
들의 시대를 정해주시고 영토의 한계를 그
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사실 하
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
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살고 움직이며 또 하나님 안에 존재하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우
리도 그의 자손이다’하고 말한 이들도 있습
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
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했던 시대를 그대

로 버려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누구든
지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
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의로써 세
계를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또 그를 죽
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

람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강론에서 부활이라는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말을 들은 철학자들은 비웃기
도 하였지만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법정에
서 나오자 그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부인 등 몇 사람이 바울을 따
라와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7:23-34 참조)
고대 그리스 법정인 아레오파고스는 세

계문화 유산인 파르테논 신전에 묻혀서 그
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그 대단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예
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는 곳이다. 이곳은 뚜렷한 건물이
서 있는 게 아니지만 파르테논 신전을 구
경한 다음 나오면서 대문격인 프로필레아
(Propylea)에서 10시 방향으로 내려다보
면 아래 사진 같은 바위 언덕을 볼 수 있다.
길 따라 그곳을 내려가면 바위 언덕 올라
가는 계단 옆에 설명이 있다.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6

바울 이야기(2)  바울,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나다.

▲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위치한 아레오파고스, 위의 중앙에 보이는 하얀 기둥들이 
프로펠리아이고 오른쪽의 건물이 니케 신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썰전」, 「알쓸신잡」 등에 출
연한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진 유시민의
공식적 직업은 ‘작가’이다. 유시민은 경제
학자이면서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나
의 한국현대사』 등과 같은 역사책을 저술
한 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부
친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 시기부터 역사
에 깊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의 역사』는 헤로도투스에서 하라

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00년간 활동
했던 역사가들의 주요 저서를 소개하는
가운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이다. 9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15개의 관점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사마천의 『사기』를 인류 최고의

역사서로 보고 있다. 『사기』의 구조는 나
무와 같아서 ‘표’는 뿌리, ‘본기’는 줄기,
‘세가’는 가지, ‘서’는 마디와 옹이, ‘열전’
은 잎과 꽃에 해당한다. 중요한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본기’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재미와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열전’에 끌린다. 사마천은 황제와 고관대
작들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

만으로 천하와 시대의 과거를 재현할 수
없다고 보고, 구전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단서로 삼아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분석
하고 평가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상을 구
석구석 그려 보였다.
600여 년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역사

서설』을 쓴 이븐 할둔은 가
장 낯선 인물이지만, 이 책
에서 가장 매력을 발하는
역사가이다. 그는 이슬람
왕국들의 흥망사를 살피는
가운데 일종의 ‘역사의 법
칙’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가 발견한 역사의 법칙
은 ‘아싸비아’였다. ‘아싸비
아’란 어떤 집단 내부에 형
성되는 유대감, 연대 의식,
집단의식을 말한다. 아싸
비아 이론은 이타 행동을
강조한다. 인간은 근본적
으로 자기중심적 또는 이기적 동물이지
만 때로는 이타적 행동을 한다.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와 다른 구성원을 위해 위
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개체가 더 많은 집
단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을 이길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할둔은 발견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많은 군
대가 그렇지 않은 군대를 이기는 것은 당
연하다. 
이븐 할둔과 더불어 저자가 애착을 보

이는 역사가는 에드워드 H. 카이다. 그
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
가』는 널리 알려진 교양서
이지만 실제로는 난해한
편이다. 저자는 이 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
럽의 지식인 사회가 도달
한 최고 수준의 지성을 보
여준다고 평가한다. E.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
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주
장하였다. “사실을 가지지
않으면 역사가는 뿌리 없

는 존재가 되고,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
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라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모든 역사는 현
대사”라는 크로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
는 것이다.

토인비는 사마천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신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료를 장기간 수집할 수 있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문명은 “외부 환경의 도
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의 산물”이다. 문
명은 응전에 성공하면 성장·발전하고,
실패하면 쇠퇴하며, 실패한 응전이 지속
되면 해체의 운명을 걷는다. 도전이 가
혹할수록 응전하는 힘도 커지지만, 지나
치게 가혹하면 문명 자체가 말살되기 때
문에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적당한 도전
이 문명의 성장에 가장 유익한 자극을 준
다는 것이 토인비의 견해이다.
『역사의 역사』는 이처럼 한국의 역사학

자들을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 역사학자
들의 핵심적 주장을 소개하고 그 차이점
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하는 방법론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 수 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자신을 둘러
싼 세계를 자기 나름의 주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임을 이 책은 말해
주고 있다. 

다양한 역사적 관점과 유시민『역사의 역사』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 본 아레오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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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지식과 정보
를 얻기 위해서다. 가령 어디 가면 맛집이 있
고 어디 가면 물건이 싸다는 걸 아는 식이다.
좋은 구절을 읽고 이를 다른 곳에서 써먹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우리는 ‘읽기’를 통해 교훈과 통찰을 얻

을 수 있다. 나아가 읽기는 refresh(환기/
충전)와 inspiration(영감/자극)을 제공한
다. 물론 이것은 읽는 이가 주체적, 능동적
으로 글쓴이와 소통할 때 가능하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뉴턴, 목욕탕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를 외쳤다는 아르키메데스의 사례가 그렇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창조적 발견이 흔히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사과는 수없이 떨어져왔고 목욕탕 물은 사

람이 들락거릴 때마다 출렁거린다. 대부분은
이를 무심히 넘기지만 뉴턴과 아르키메데스
는 그 지점에서 ‘읽었다’. refresh를 하고
inspiration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뉴
턴이나 아르키메데스가 평소부터 어떤 사안
에 대해 집요하게 사고하고 있었고, 소통하
려는 시도를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읽기도 그렇다. 읽기는 글쓴이와의, 또는
읽는 자신과의 대화이자 소통이다. 무엇을
알기 위해 읽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환기와 영감을 얻기 위해 읽게 된다.
환기와 영감은 창조의 전 단계다. 비단 책일
필요는 없겠지만 지식인이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지식인이라면 읽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쓰기’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착각을 한
다. 쓰기를 기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쓰기는 내용과 생각과 정리의 문제
다. 가령 쓰기의 주제가 ‘대학 교육의 현황과
미래’라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소설가라 할
지라도 막막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좋은 글
이란 결국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용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컨대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때론 가로
로, 때론 세로로, 때론 대각선으로 정렬할 줄
알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것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과정에
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위인지(metacog-
nition)라는 생각의 역할이다. 
쓰기는 또한 과정의 문제다. 소설가가 대학

교육에 대해 깊게 공부하면 교육자보다 요령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정작 교육자가 될 수
는 없다. 교육자가 되는 ‘과정’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쓴 기교 넘
치는 글보다는 전문가가 쓴 깊이 있는 글이
훨씬 좋은 글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지식인은 궁극적으로 ‘좋은 글’

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읽기
를 통해 끊임 없이 머리 속에 좋은 내용을
담아 두고, 깊고 넓게 생각하며, 이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지식인으로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자

2014년 3월 첫
타지에서 생활이
시작되었다. 드라
마로, 영화로 접했
던 대학 캠퍼스 라
이프가 나에게 현
실로 다가왔다. 떨
림과 두려움 그 사
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대
학 생활에 임했다.
대학 4년 다니는
한 학기 마다 겪어
야하는 성장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말보
다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시간 안에 기쁨과 슬픔의
추억과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듯하다. 
4년의 모든 시간들이 나에겐 귀하고 선물과도 같

은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2015년도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학생기자로서 전주 대학교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독서와 다이어리에

일기처럼 기록만 할 줄 알았던 나에게 ‘기자’라는 기
회는 ‘관심의 통로’였다. 
나는 기자활동을 통해 먼저는 전주대 소식에 누구

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을 감당할 수 있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것을 보다 깔끔한 기사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것을 발판삼아 사회에 나
가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특별히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을 전주대

학우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신문
사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사실상 전주대 신
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종종 보게 된다.
신문은 학생들의 소식인데 학생들의 관심과 소리가
없으면 소식지가 아닌 광고전단지에 불과하다. 학교
도 그렇다. 학교의 위상은 교수나 교직원들이 높이
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다. 곧 학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 자치 활
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때 학교의 위상이 높
아진다. 더불어 우리가 학생회에 올바른 소리를 내
주고 옳고 그름에 반응 할 때 발전이 이뤄진다. 학생
들이 만드는 신문 방송에 적극적인 소리를 내고 불
의를 볼 땐 ‘아니라’고 말하고 정의를 보았을 땐 칭찬
할 수 있는 지성의 전주대학교를 만들어가자.

초우량기업에 대한 당대 최고의 연구자인 짐 콜린스
가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지은
이는 그저 그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
약에 성공한 기업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더의 유형을 ‘쟁기 끄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반면,
도약에는 성공하지만 이내 추락하고 마는 몰락 기업
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리더의 유형을 ‘쇼에 나가는
말’로 비유하고 있다.
사실 초우량기업의 연구서에서 초우량기업의 공통

적인 속성으로 리더에 관해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태의연하다. 짐 콜린스 역시 기업의 성공을 리더
십의 우수성으로 돌리는 구태의연함을 애써 피하고
싶어한 것 같지만, 그 역시 결국에는 책의 서두에서
리더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렇
다. 리더십은 중요하다. 비단 기업에서뿐만이 아니
고 모든 조직에서 그렇다. 하지만 짐 콜린스가 제시
하고 있는 초우량기업의 리더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상적인 리더십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
점에서 그의 고백은 전혀 구태의연하지 않다. 오히
려 신선하다. 
사실 과거 대부분의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공적

인 리더들의 특성은 일반인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어디에선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 카
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단번에 조직을 위기에서 구
해내는 기사와 같은 모습이다. 짐 콜린스의 ‘쇼에 나
가는 말’에 해당되는 이런 유형은 유능하면서도 자
기중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리더다. 자신의 유능함
과 권력을 스스로 확신하여 이를 내보이고 싶어하
고, 그것이 증명될 때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쇼에
나가는 말’이 된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에 성공한 기업에서

이런 리더들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정말 위대한 기
업의 리더들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
면 그들은 개인보다는 조직을 향한 강렬한 직업적
의지와 함께 극도의 개인적 겸양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식적인 겸양이 아니라 몸에 베인 수줍
음에서 나오는 겸양 말이다. 제 자랑을 늘어놓는 법
이 없고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지도 않는다.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리드하고 열린 대화에 참여하
여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 이들은 자신이 내보인 위
대한 성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실패는 거울을
통해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쟁기 끄는 말’
이라 했다.
‘쇼에 나가는 말’이 왜 조직에 나쁜 리더십인지 의

아해 할 수 있다. 탁월한 개인적인 능력으로 당장에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게 왜 나쁘냐고 반문할 수도 있
다. 이유는 단순하다. ‘쇼에 나가는 말’이 보이는 성
과는 순전히 리더의 개인기에 의존한 잠시뿐인 성과
이기 때문이다. ‘쇼에 나가는 말’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 조직 내 다른 사람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
일 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우
수한 인재가 모이지도 않고 양성되지도 않는다. 제
도나 시스템도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문제를 리더
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에 나가는 말’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일지는 모르
지만, 그가 사라진 조직은 이내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성공하는 조직은 유능한 개인과 그
의 독단적인 힘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우량기업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다.

‘쇼에 나가는 말’과 ‘쟁기 끄는 말’

관심의 통로

김하선 기자 
(54기 편집장)

교수칼럼

교수회 회장 안종석 교수 (물류무역학과)

학생기자 칼럼



13제886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예수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
네에 이르렀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행로에 곤한 예수가
우물곁에 앉았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 예수가 물을
좀 달라고 하였다. 여인이 답
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
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 이
후로 예수와 여인 사이에 동문
서답이 이어졌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문답이었다. 

▼ 여인이 야곱의 샘을 이야
기 하자 예수는 자신에게서 샘
솟는 물을 말했다. 마셔도 마
셔도 끝내는 목이 마른 물과
두 번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말이었다. 여인이
요청했다. "주여 그런 물을 내
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동문서답의 클라이
맥스다. 예수의 대답이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남
편이 없다고 부인했다. 예수는
여섯이나 되는 남자들과 맺어
졌던 여인의 깊은 상처를, 그
래서 평소에는 기억 속에 담아
놓기도 싫은 한 덩어리를 끄집
어냈다. 영적 수술, 거룩한 심
리치료가 시작되었다. 여인에
게 깊은 내면의 통찰이 일어나
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여
인의 입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
한 질문이 나왔다. 그동안 까
마득하게 잊고 지내온 하나님
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렸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 예수의 말을 들은 여인이
말하였다. "메시아... 그가 오
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예수가 대답하
였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
라".  숨 가쁜 대화가 마무리되
면서 여인의 영적인 눈이 마침
내 열렸다. 

▼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
고 동네로 달려갔다. 여인의
가슴속에 솟구치는 샘물이 출
렁이고 있었다. 이 엄청난 기
쁨,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외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생
활을 한다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맛보지 못해, 입 다물
고 있는 우리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를 그 여인이 선포했다.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의
신앙고백이 되길 진정으로 소
망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
(요 4:29).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바
로 성령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세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
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고백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먼저 찬
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게 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
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
어가 약 32,50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로 오해가
생깁니다. 바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냐
하는 시비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단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독교는 행복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
면 복을 따라가면 그건 재앙이라는 것입니
다. 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죽는 길입니
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복

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른 모
든 복들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따라 온다는
것이 참된 복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붙잡느라 막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것은 재앙입니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려 했을 때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
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을 노래하게 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
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렸을 때 지진이
나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
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앞길 또한 열립니
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태우는 성냥불과 같은 세상의 것
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 덤벼
옵니다. 하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성령충만,
찬양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일곱 길
로 쫓겨날 것입니다. 찬양의 삶이 복된 이유
는 바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합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
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고
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십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도행
전 2장에 보면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말이죠. 바로 이
오순절이 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
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이

바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습
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
히신 것. 그 크신 섬김이 바로 우리의 기쁨
과 구원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변화산에
서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황홀경 가운
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
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예배당에
서 은혜를 입고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황홀경의 변화산, 그 거룩함을 입은 곳에서
내려오면 그 낙차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
다. 그 힘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세상을 살려
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
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는 황홀경을 경험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려가야 합니다. 섬기며 나아갈 때
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청근 목사
(전주 전성교회)

“성령충만한 삶”(에베소서5:18-21)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2학년, 아직 학교와 학과에 적응을 마치
지 못한 나는 학과 선배의 말 한마디로 신
문사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넌 왠지 글을 잘 쓸 거 같아”라는 말에

기자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반, 수습기자

부터 정기자 그리고 편집장까지 거쳐 어
느새 졸업을 앞둔 4학년의 끝에 다가와
있다. 이제 새로운 시작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과
연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사실 나는 내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좋아
하는 것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보여줄 장
기 하나라도 있었겠는가. 그리고 내 의견
을 더 피력하고 싶을 때 마다, 한 발짝 물
러나기 일쑤였던 나의 소심한 성격도 나
를 알리기에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성격
이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신문사는 이런 내게 성숙의 단계를 밟게
해준 곳이다. 부끄럼을 타는 나의 성격은
이곳저곳 취재를 다니며, 인터뷰하고, 심
지어 신문 한 장, 한 장을 나눠주는 것으
로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지면을 담당해 격주마다 글을 작성하고

발간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갔다. 이전이
라면 그냥 지나칠 장면들도, 옛날이라면
그저 넘겼을 페이지도 조금 더 눈여겨 바
라보게 된 것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글자
한 자가, 지식 한 톨이 점점 쌓여가듯 신
문사에서의 모든 활동이 내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추억이 되었다. 물론 지금도
글을 잘 쓴다고 선뜻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렇
게나마 글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
할 순 없겠다만, 글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
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학생회관
320호, 전주대 신문사의 문을 힘차게 두
드려주길 바란다. 이곳은 그 누구의 마음
도 읽어줄 준비가 되어있으며, 여러분의
글은 이곳 전주대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
킬 귀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안개, 개안(開眼)학생기자 칼럼

배종모 기자
(53기 편집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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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Захирал: И Ху Ин)
нь өнгөрсөн 23ны өдрөөс 2 өдрийн турш
Күн Сан Riverhill зочид буудалд гадаад
оюутан ажилд орох чадамжийг батжуу-
лах зорилготой '2018 Гадаад оюутныг
ажилд ороход бэлтгэх кэмп' сургалтат
хөтөлбөр зохиолоо.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 нь солонгос компа-
нид ажилд орохыг хүсэж байгаа ч ажилд
орох арга, соёлын ялгаа г.м мэдээлэл
хомс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ны төлөө ажилд
орох мэдээлэл, энгийн чадамж болон
намтар бичих чадвар олгох зорилттой-
гоор явагдсанд олон улсын 22 оюутан
оролцож амжилттайгаар зохион байгуу-
лагдлаа.

1шөнө 2 өдрийн турш гадаад оюутны
төлөө явагдсан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 их то-
хирсон хөтөлбөр байлаа. Солонгос ком-
панид ажилд ороход хэрэгтэй өргөдөл

бөглөх болон намтар танилцуулга
бичих, ярилцлага өгөх заавар, солонго-
сын ажилд орох соёлын ойлголт г.м агуу-
лгатай энэхүү сургалт нь ажилд ороход
бэлдэж буй оюутнуудад маш их тус бол-
сон сургалт болж явагдлаа. Түүнчлэн

ажилд орох мэргэжлийн зөвлөгөө өгсөн
юм.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сон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ан Сол Ду (Хятад/Олон
ул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энхим) оюу-
тан "Олон янзын агуулгатай зүйлс сурч,

сурсан мэдлэгээрэй шууд ярилцлага өгч
туршлага аван дутагдалтай талуудаа ч
сайн мэдэж авлаа. Олон гадаад оюут-
нууд энэ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оосой гэж
хүсэж байна." хэмээн хэлээд талархса-
наа илэрхийлсэн юм.                  

Энэхүү 2 өдөрт хөтөлбөр нь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анд ажилд ороход туслах
урьдчилсан сургалтат хөтөлбөр ба со-
лонгос компаний талаарх сонирхол
болон ажилд орох хүсэл эрмэлзлэлийг
дэмжих, мөн цаашлаад тухайн улсын-
хаа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агуудтай ажлын
сүлжээг бий санааг олгох сургалт юм.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нь энэхүү кэмп сур-
галт болон туршилтын ярилцл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сонгогдсон 5 гадаад оюу-
танд хятад улс дахь (Шанхай)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д ажилд орох боломжийг
өгөхөөр төлөвлөөд байна.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гадаад оюутныг ажилд ороход бэлтгэх
сургалт маань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д их өндрөөр үнэлэгдэ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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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are truly religious then our re-
ligion will be more of a relationship
than a religion. Knowing Chris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existence
or should be. 
1. If you are religious ? listen and do the word.
Dan Rather, a CBS anchor, once

asked Mother Teresa what she said
during her prayers. She answered, "I
listen." So Rather turned the question
and asked, "Well then, what does God
say?" To that Mother Teresa smiled
with confidence and answered, "He
listens". I have a formula for coun-
seling people: 1. Listen to the other
person's story. 2. Listen to the other
person's full story. 3. Listen to the
other person's full story first. Are you
listening? Are you truly listening?
How good of a listener are you? Here

is how you can really tell if you’re a
good listener to God’s Word. The KJV
says, “Be ye doers of the word.” And
the NIV says, “Do what it says.” If
you are a good listener, you are a
DOER. 
2. If you are religious- keep control of your tongue.
I read about a woman who had a

very serious throat condition. The
doctor told her that her vocal cords
needed total rest and she was forbid-
den to talk for six months! Having a
husband and 6 children, this seemed
impossible, but she did as the doctor
instructed. When she needed the kids,
she blew a whistle. Whenever she
needed to communicate, she wrote it
out on pads of paper. After six
months, her voice returned. When
asked what it was like to communi-
cate only in writing, she said this,
"You'd be surprised how many notes
I crumpled up and threw into the
trash before I gave them to anyone.
Seeing my words before anyone
heard/read them had an effect that I
can never forget." 
3. If you are religious ? minister to those in distress. 
If you are truly religious, if you

have a true relationship to the Lord
then you should minister to those in
distress. A study has shown that
when we help others without thought
of reward or return, our brains re-
lease dopamine and endorphins that
literally, physically makes us feel

good. These chemicals give us pleas-
ure and stimulate healing and other
positive effects in our bodies. This is
what Audrey Hepburn wrote when
asked to share her ’beauty tips.’ It
was read at her funeral years later.
“For attractive lips, speak words of
kindness. For lovely eyes, seek out
the good in people. For a slim figure,
share your food with the hungry. For
beautiful hair, let a child run his/her
fingers through it once a day. For
poise, walk with the knowledge that
you never walk alone.” 
4. If you are religious ? keep yourself clean. 
Verse 27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It’s not
enough to have compassionate
hands; we must make sure our
hearts stay clean and our mouths are
magnifying the Lord. God wants eth-
ical practice and inward purity: “…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
luted by the world.” Notice the word
“and” which shows us that we’re to
care about the most vulnerable
around us and the most vulnerable
areas within us. We’re to “keep on
keeping ourselves from being pol-
luted,” which means it’s a continual
battle. Notice that it’s a reflexive
pronoun meaning that it’s our indi-
vidual responsibility to not become
polluted by the world. Over the years
as a pastor I have heard many times
that it is not important to go to

church. Many have said to me that
they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without being in church. Some
even say they watch church on tv or
just listen to a sermon on the radio.
For me the difference between listen-
ing/watching a radio/tv sermon and
going to church is almost like the
difference between calling your girl-
friend/boyfriend on the phone and
spending an evening with them. It is
important to BE in the house of God,
growing and sharing with one an-
other. A rubber band is made for only
one purpose. That purpose is to be
stretched so it can hold something
together. Now, if it is not stretched,
it is not fulfilling its purpose. Chris-
tians are much like the rubber band.
We were put on this earth to be doers
of God’s Word. To do that, we must
stretch ourselves out of our comfort
zones so that we can be effective.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us to do, is
to get out of our comfort zones. But
to be effective for God, we must do it!
I have read the Bible through and
through and I have never seen any-
where in it that says God wants us
to be all comfortable and cozy. Any-
body can come to church and listen
to a sermon. Anybody can read the
Bible if they want to, but the proof is
the doing of God’s Word!

“Do What it Says!” (James 1:22-27) 

By Scott Radford

Christmas is coming soon, and
with it, the decorations, the
Christmas carols, and of course,
the shopping. It is one of the
busiest seasons for people buying
presents for their loved ones,
whether they are family, friends,
or lovers, and of course, thinking
about what we would like to get.
It is easy to get caught up in
making our own wish lists, bu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al joy of Christmas comes
from giving, and it doesn’t have
to be the perfect gift. It’s the
thought behind the gift that
counts. 
There is a story about a couple

that didn’t have much money, but
they really wanted to get some-
thing special for each other. The
man knew that his girlfriend
loved her long dark hair, so he
thought if he got her a nice comb
for her hair, it would be the per-
fect gift. When he went to look at
the combs though, he realized
that he didn’t have enough
money, but he really wanted to
buy this for her, so he thought
about how he could get the
money. 
Meanwhile, the woman knew

that her boyfriend loved his old
watch that he had gotten from
his father. It was one of his most
cherished items. Unfortunately, it
had stopped working recently,
and he needed to get a part re-
placed. Because he didn’t have
the money to spare though, he
wasn’t able to buy it yet. If she
could find a way to get him the
part, how happy he would be. 
On Christmas day, the couple

met downtown on that cold
Christmas morning to exchange
their gifts, and they were both so
excited. Each of them had man-
aged to get the money to buy the

special present for the other per-
son, and they couldn’t wait to
show each other. The woman,
dressed in her warm winter coat
and a heavy shawl wrapped
around her head, insisted that
she wanted to give her gift first.
Smiling in anticipation, she
handed the present to her
boyfriend who excitedly ripped
off the wrapping and opened the
small box. His smile faded though
when he saw the watch piece. 
The woman was confused.

“What’s the matter? Don’t you like
it? I thought you needed this part
to fix your watch.” The man
looked a little embarrassed and
he replied, “Of course I like it. You
know how much I love that
watch. The thing is I had to sell
it to get the money to buy this.”
He pulled out a carefully wrapped
gift and handed it to her. A little
disappointed, the woman was
also curious to see what could be
so important that he would sell
his watch. When she opened the
box and saw the beautiful comb
inside, she began to laugh. 
It was the man’s turn to look

confused now. “Is something
wrong? I thought you would like
it.” She looked at him and smiled.
“I love it! The thing is…” She re-
moved the shawl from around
her head to reveal her dark hair,
cut extremely short. “The only
way I could afford the watch
piece was to sell my hair. What
do you think?” she asked, laugh-
ing. The man’s face was shocked
as he realized what had hap-
pened. Then he burst out laugh-
ing as well. “You’ve never looked
more beautiful,” he said, and they
laughed together. “And besides,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oday is December 1st. The year 2018 is
almost finished. You’ve probably noticed a
variety of sparkling new colors and sounds
in the stores lately. In the US, and many
other countries, this is the Season of Light
- a time when the sun sets earlier, but we
light up our homes and businesses with
brightly colored Christmas lights. 
The lead up to the holiday season back

home is one of the most joyous times of
year. We get our our red and green deco-
rations, “trim the tree”, bake loads of good-
ies like breads, cakes, and pies, and play
Christmas music in anticipation of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Many ex-
pats have wonderful memories of the hol-
iday season. We remember presents under
the tree, the gathering of family and
friends for a big holiday feast, hot choco-
late by the fire or curled up with a holiday
movie, candy canes, Christmas lights,
snowball fights, snowmen, and sledding.
Yes, even as the season darkens with the
shortening of daylight hours, our hearts
lighten in the surrounding atmosphere.
But, although this season brings with it

many fond memories of bygone years, it
also has a tendency to weigh us down in
other ways. This is “crunch time” after all.
It’s the last chance to see-through your
goals for the year. It’s the last chance for
businesses to make a last dollar before the
fiscal year ends (hence the massive dis-
counts and shopping sprees that happen
on Black Friday). If you procrastinated
anything last year, or fell short in any en-
deavour, this is the season to make it up.
Time to follow-through, make good on
your promises, ‘get ‘er done, and wrap
everything up before the New Year begins.
Because we all want to start fresh, from a
clean slate, on January 1st. 
This last minute holiday rush - whether

in business, shopping, or our personal lives
- keeps us so preoccupied with busy-ness
that we often fail to notice, or overlook, the
amount of stress we are taking on and
putting ourselves through in order to “get
everything done” before the end. Have you
ever noticed how, even though your inten-

tions and New Years Resolutions may be
good, your body (and emotions) often drag
you down into laziness or even sadness
once the holidays are over? This is natural!
You’ve just endured a month-long PUSH
to complete every project, meet every goal
you set (and still thought attainable), and
be as emotionally available and social as
possible at everyone’s holiday parties. Your
body needs a rest! Your brain deserves
one!
So, in this final month before the year

ends and the next one begins, I challenge
you t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Men-
tal Health Day].” Or maybe even take more
than one. This is a habit that I’ve estab-
lished for myself over the past 4 years and
it has made a huge difference in my life.
At the end of every Quarter (especially at
the end of the year), I set aside a FULL day
to head out to a coffee shop on a “date”
with myself. I consider my previous Quar-
ter (or year): What went well? What didn’t
go so well? And what do I want to change
for the next Quarter? I listen to (or read)
something inspiring and motivating, and
sit down to plan out my habits and goals
for the next Quarter. There are 8 areas of
life I consider that make up a complete
“Wheel of Life”: 1) Spiritual, 2) Emotional,
3) Mental (Learning), 4) Physical, 5) Social,
6) Family, 7) Finances, 8) Career. I consider
who I want to BECOME in each of these
areas of life and the steps I need to take to
get there. Then, I create a list of my top
3-5 new habits, focuses, or goals for the
next Quarter. It’s honestly amazing the
clarity and vision for your future you are
able to achieve when you set aside some
time to reflect, regroup,
and refine your life and
habits. You know,
everyone ends up
somewhere in life, few
people end up there on
purpose. Take some
time off for yourself,
and get intentional
about where you’re
going.

It’s the Most “Crazy-busy” Time of Year

By Aaron Snowberger 
By Daniel Kilduff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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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대상
전주대학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팀 당 최대 5명)

· 출품분야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기획단계의 아이템 출품가능)

· 대회일정
- 서류접수: 2018. 12. 10.(월) 18:00까지
- 발표심사 및 시상: 2018. 12. 13.(목) 13:00~16:00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서약서 각1부
(방문접수: 공학2관 HATCH Business(마로니에 옆))

· 신청양식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홈페이지(http://linc.jj.ac.kr) 공지사항

22001199년년  11학학기기  국국가가장장학학금금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가. 신청 기간: 2018. 11. 20.(화) 09시 ~ 12. 17.(월) 18시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8. 11. 20.(화) 09시 ~ 12. 20.(목) 18시 
※ 가구원 동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부, 모 모두 실시. 기혼자는 배우자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를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동의 절차 필요 없음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다. 신청 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 URL 
ㅇ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ㅇ IOS: https://itunes.apple.com/app/id1400580506 

StarT 장학금 신청
2019-1학기

StarT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1. 신청기간 : 2018년 12월 3일(월) ~ 12월 28(금) 

2. 신청장소 : 각 해당 단대 CA실 

3. 신청양식 : StarT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하며, 
또는 CA실에 비치되어 있음. 

4. 신청자격 : 7학기 재학 중인 학생과 조기졸업희망자(6학기 재학생)는 
SP 1점 이상이면 신청가능. 
1-3학년 재학생( SP 100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

5. 지급방법 : 포인트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본인 계좌번호 기재)

6. 반드시 본인이 해당 단대 CA실에 방문하여, 직접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 CA실에 문의

겨울방학중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겨울방학중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 전북지역대학 연합 NCS 캠프 : 12.21(금)일~ 12.22(토) 
◆  SMAT 자격증반 : 12.26(수) ~ 12.28(금) 
◆  취창업 캠프 : 1.21(월) ~ 1.22(화) 
◆ 컴퓨터 자격증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7(월) ~ 1.13(목)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7(월) ~ 1.22(화) 

◆ 상시 진로상담 및 취업 컨설팅 진행 중
◆ 문의: 취업지원실 진로개발지원센터 063-220-2166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청

1. 신청대상 : 1학년 재학생(2018학번 및 이전 학번의 복학생 포함) 전체

2. 신청기간   

1) 프로그램 신청기간: 2018. 12. 3.(월) ~ 12. 20.(목)

문의 : 융합교육지원센터 ☎220.2821~3
2) 인·적성검사 신청기간: 2018. 12. 3.(월) ~ 12. 31.(목)

문의 : 취업지원실 ☎220.2166
3) 신청방법 : inSTAR→하림 프로그램 참여 신청→인·적성 검사(아우란트)→신청완료

(대학 인·적성검사 완료한 학생 중 면접대상자는 개별 통지 및 제출 서류 안내 예정) 

3. 기타사항
1) 최종 선발된 학생은 선발과 동시에 하림그룹 채용이 확정됨   
2) 단, 선발된 학생은 졸업시까지 하림그룹 채용 관련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시상내역  
- 대상 50만원(1팀) 
- 최우수상 30만원(1팀) 
- 우수상 20만원(2팀) 
- 장려상 10만원(5팀)
※ 현금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LINC+사업단 마일리지제도 적립에 따른 장학금 지원

· 문    의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파트장 소현진  
Tel. 063)220-2069, E-mail. jjstartup@jj.ac.kr

▶ 문 의 :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전주대학교 도서관자치위원회> 또는 <도서관자치위원실>
▶ 반입 금지물품
Ex) 자판기 커피, 캔음료, 카페 테이크아웃 음료, 캬라멜, 초콜릿, 과장,껌, 사탕 등

(개인 텀블러, 물병 사용 가능/ 음식물 폐기조치)
▶ 좌석배정 후 사용가능 (개인짐 투척 혹은 무단 사용 금지)
▶ 노트북 사용규역 준수 : S1~S142 (마우스사용금지구역: S143~S246)

기업(하림그룹)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운영하는 하림그룹-전주대학교 산학공동 채용연계 과정인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청 기한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1학년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StarT 장학금 신청

기기말말고고사사  기기간간  
도도서서관관  2244시시간간  개개방방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24시간 개방

12월 13일(목) ~ 20일(목)

일  시

2018. 12. 13목

13:00~16:00

장  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