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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모험생 안성준 인터뷰

7면 똥나오즈 퀴즈

8면~9면 기부사업

14면 '꿈이 현실되는 창업'

15면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전주대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모든 활동들을 

축복하소서.

예술 분야에는 거룩을, 

미디어분야에는 진실을, 

교육분야에는 지혜를, 

건축 분야에는 공교함을, 

가정 분야에는 사랑을, 

교회 분야에는 자비와 긍휼을, 

과학기술 분야에는 도전정신 및 창조성을, 

경제 분야에는 청교도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정치에는 공의와 공평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로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심리적, 지적, 감성적, 의지적 필요를 채우는 

대학되게 하소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선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졸업 후에는 최적의 기관과 직위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소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가치관과 인간관과 우주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확립하는 주역들이 되게하소서.

이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병수목사 (전주대학교회 담임)

모든 분야와 활동을 축복하소서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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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금) 오후 6시에 마감한 2018학
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가 전북지역 4년제 사립종합대학 입학지원
경쟁률에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였다.
전주대 5.94:1/ 원광 4.41:1/ 우석대
4.66:1의 수시지원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국공립 대학교는 군산대 5.07:1/ 전주교대
5.50:1/ 전북대 6.45:1을 기록하였다. 전
주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경쟁률 2
위, 사립종합대학 1위를 기록하며 전북지역
명문사학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융합전공 우주정거장

전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퍼스타칼
리지’를 설립하였다. 수퍼스타칼리지는 사회 및
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해 유연
화된 학사제도로 학문융합형, 기업체 수요형,
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뿐
만 아니라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형 수업을 통해 산업실무 역량 및 문제해결 능
력을 배양한다. 

수퍼스타칼리지는 기존 단과대학 체제에서의
학과 및 전공의 벽을 허물고 2~3개 전공분야
를 융합하는 융합전공시스템을 운영한다. 사회
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연
계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릴 수 있게 된다. 전공 및 과목은 사회의 변화
및 산업의 발전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게 된
다. 학생들은 기존 학과와 수퍼스타칼리지의 융

합전공 등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주대는 이와 같은 교육혁신을 주도하기 위
해 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대
학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진단,
개선을 통해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예
정이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은 "수퍼스타칼리지를 통

해서 우리 학생들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
실효성 있는 교육', 기업과 기관의 취업으로 연
계되는 '선택형 원스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설립된 교육혁신본부의 황인수 본부장
을 만나 ‘수퍼스타칼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Q. 융합전공인 ‘수퍼스타칼리지’를 구상한 단계와 앞
으로 진행 일정은?

A. 지난해 12월에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시
대에 걸맞은 사회수요맞춤형 학사유연화 정책
에 대한 시안발표와 공청회가 있었다.

‘수퍼스타칼리지’로 교육혁신 이끌어

2018 수시모집 경쟁률

전북지역 사립종합대학 1위 !!

지난 제 32대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제) 축제때 설치한 아트조명셋트 사진. 한편 26일(화)부
터 28일(목)까지 제44대 더하기 총학생회 가을축제 '별처럼'이 노천극장주변에서 열린다. 

사진 : 김형만기자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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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학평가서 우수 성적 거둬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위한 

무료 의료봉사 실시

관광경영학과 학과 평가 중상위권 선정

건축공학과 순수 취업률 전국 2위에 올라

지난 9월에 발표된 ‘2017 중앙일보 대학평
가’에서 전주대학교의 일부 학과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주대 관광경영학과는 인
문·사회계 학과 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들어 중상위권에 선정됐다. 취업 부문에서
는 전주대 건축공학과가 순수 취업률
90.9%로 전국 2위에 올랐다. 관광경영학
과는 취업률 85.7%로 호텔경영·관광학과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호텔경영학과
는 유지 취업률 88.9%로 3위를 차지했다. 
현장실습 참여 비율 부문에서 관광경영학

과는 전국 2위, 호텔경영학과는 4위를 차
지했다. 연구 부문에서는 국제논문당 피인
용 횟수 1위(호텔경영학과), 국내논문당 피
인용 횟수 1위(관광경영학과)를 각각 기록했
으며, 교수 1인당 교외연구비가 1억 3천만
원으로 연구 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
다.
순수 취업률 전국 2위에 오른 전주대 건축

공학과 학생들은 학년별 전담 교수와 학기
마다 6~7회 취업 상담을 한다. 정동조 건

축공학과장은 “중·고등학교 시절 담임제와
비슷하다”며 “교수가 직접 일자리 정보를 알
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호텔경영·관

광학과 평가에서 평가 대상 30개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 관광경영학과 (학과
장 최영기)는 “산업 현장 실습과목들을 백여
개 되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들과 산업협력
을 체결하여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고 현장
실습과 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고
전했다.
이 학과는 2011년 8,500여만원의 예산

을 들여 낡은 항공기 내부 장비들을 사들였
다. 50여개의 좌석과 카펫, 서빙 카트 등 승
무원의 실제 업무 환경을 그대로 꾸미고 실
습을 진행했다.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통
해 대형 항공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교육하
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전국의 4년

제 대학 7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취업
부문은 남녀 취업률을 각각 계산해 합산했
으며, 연구 부문은 국내·국제 학술지 연구
발표, 저서·번역서 발간, 국제논문과 논문
피인용 횟수 등을 반영했다.

- 김하선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6일 브릿지
의료인회(BMA, Bridge Medical Associ-
aton)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무료 의료봉사’
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에는 브릿지의료인회 정성남 회장

(광주 탑 정형외과 원장)을 비롯하여 전문 의료
진 15명과 치과대학, 의과대학 대학원생 및 의
료계 자원봉사자들 40여 명이 참여했다. 외국
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200여 명은
이들로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았다.
진료과목은 치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

형외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
건강의학과, 안과, X-ray, 물리치료 등으로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의료봉사가 되었다.
유학생들은 외국에 와서 힘들게 공부하다 보

니 수면장애 및 불면, 만성 스트레스성 복통,
치통, 면역 결핍에 의한 피부질환, 시력약화,
취약한 식생활에 따른 영양실조, 요통, 근육통
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 치료와 안과 치료를 받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 팜티사우(완주군 봉동읍, 35세) 씨는 “집
주변에 병원이 있지만, 언어 소통이 순조롭지
못해 병원을 찾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베트남
어 통역을 통해 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게 돼 막
혔던 체증이 풀리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
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3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7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에서 호스
트 패밀리 제도 운용과 다양한 문화교실 등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도지사로부
터 감사패를 받았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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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어 융합전공이나 전공선
택제, 다학기제나 집중학기제등이 가능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지난 6월에 학칙을 개정하며 입학정원
을 갖지 않는 제3의 단과대학인 ‘수퍼스
타칼리지’를 신설하였다. 지난 9월 1일
에 신설된 교육혁신본부는 수퍼스타칼리
지의 운영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융합
전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과 및 교수
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퍼스타칼리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기중에 융합전공의 설립을 완료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
획이다.

Q. 융합전공은 기존의 전공과 어떤 차이가 있
는가?

A. 융합전공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기
존 60개 학과의 벽을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가능한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통해서 기존학과의
수업을 들어 스스로 연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융합전공은 사회수요, 기
업수요, 학문수요에 맞추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될 수 있다. 굳이 전과를 하
지 않아도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융합전공의 최대 목적이다. 수퍼스타칼
리지의 융합전공을 복수 전공하면 주전
공 학위와 함께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
다. 부전공학위나 연계전공학위도 마찬
가지다. 
앞으로 더 다양한 전공들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융합전공을 자유롭게 복수전공

하면서 질 좋은 취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학생 스스로
학습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
써 대학에서 두 번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대학이 학생수요, 사회수요, 산업수요에
맞춰 수퍼스타칼리지라는 우주정거장에
다양한 융합전공들을 모아놓으면 학생들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 주고
스스로 설계한 진로와 꿈에 맞게 대학교
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퍼
스타칼리지 융합전공의 가장 큰 목표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Q. 수퍼스타칼리지를 통해 취업률을 획기적
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A. 수퍼스타칼리지를 만든 이유부터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취업
모델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예
를 들어 한 기업의 각 부서에 적합한 인
재를 요청할 때, 그 인재가 갖춰야할 교
육과정을 서로 융합함으로써 이 수퍼스
타칼리지의 과정을 전공한 학생은 바로
그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
체적 취업모델에 적합하게 전공과정들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아직은 시작의 단계
이지만, 취업률 향상과 질 좋은 취업을
수퍼스타칼리지를 통해서 이뤄보고자 하
는 큰 포부가 있다. 그리고 수퍼스타칼
리지 전공을 이수한다고 해서 학생들에
게는 현재보다 더 큰 부담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졸업학점 이내에서
학생들은 대학이 구성한 다양한 융합전
공들을 이수하고 다양한 역량과 스펙을
쌓으면 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학점
안에서 더욱 더 넓어진 학습과 진로 선
택의 폭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Q.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은 전공을 제안할 수 있는가?

A. 학생 스스로가 2개 이상의 학과를 연
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자기설계연
계전공을 만들 계획이며, 새로운 융합전
공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이 있다면 적극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융합전공 개설
에 반영하려고 한다. 수퍼스타칼리지 내
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전공을 만
들 수도 있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융합전공도 만들어 질 것이다. 제안한 학
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의
수요가 반영된 융합 전공을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수요에 맞춘 융
합전공은 앞으로 수퍼스타칼리지를 운영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
정이다.

Q. 교육혁신본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
가?

A. 교육혁신본부는 9월 1일 신설된 조
직으로서 전주대학교의 교육을 혁신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리 대학
교 교육의 질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
워’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교육혁신본부는
총 4개의 센터(교육과정평가센터, 교수
학습개발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 특성
화사업추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모든 시스템
과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혁신본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지방
대학특성화사업(CK-1) 등 국책사업의
교육성과를 확산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통한 대학 내적 교육역량
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이다. 학
생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신설하
고 개선하며, 혁신적인 융합전공을 활성
화시키며, 사회수요·학생수요에 맞는
질 좋은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대학교육
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배종모기자

관광경영학과 김혜정교수의 수업 중 항공실습을 위해 들여온 실습실에서 항공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벽 허문 ‘수퍼스타칼리지’

기업맞춤형 전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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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1. ‘-적’을 멀리하자
글 쓰는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면 독자는

불편하게 느낀다. 글 쓰는 사람은 ‘적’의 유
혹에 빠지기 쉽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적 취향’, ‘사회적 현상’, ‘정상적 거래’,
‘국제적 관계’, ‘혁명적 사상’, ‘적극적 개선’
등과 같은 경우이다. 
‘적(的)’은 한문(漢文)에서 사용하는 한자

접미사이다. ‘적(的)’의 뜻은 ‘비슷하다’, ‘닮
다’ 이다. 따라서 ‘개인적 취향’의 뜻은 ‘개인
스러운 취향’, ‘사회적 현상’의 뜻은 ‘사회스
러운 현상’, ‘정상적 거래’의 뜻은 ‘정상스러
운 거래’, ‘국제적 관계’의 뜻은 ‘국제스러운
관계’, ‘혁명적 사상’의 뜻은 ‘혁명스러운 사
상’, ‘적극적 개선’의 뜻은 ‘적극 개선하는 것
처럼 시늉만 하는 개선’이 된다. 이처럼 ‘적’
을 붙이면 원래 의도한 단어가 그 본래의 뜻
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 단어의 뜻과 비
슷한 흉내내기만 한다는 의미로 돌변한다.    
위 단어는 다음과 같이 고치면 글쓴이가

표현하려는 의미가 더 분명히 독자에게 전
달된다. 

개인적 취향→개인 취향,  사회적 현상→사
회 현상,  정상적 거래→정상 거래,  국제적
관계→국제 관계,  혁명적 사상→혁명 사상,
적극적 개선→적극 개선

2. ‘-의’를 빼자
글에 군살이 많으면 맵시가 나지 않는다.

‘-의’가 많이 들어간 글은 깔끔한 느낌을 주

지 못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뱃살의
해결방법’, ‘성격의 형성 시기’, ‘문제의 해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국의 통일이 우
리의 소망이다.’, ‘회사의 직원에게’, ‘학생의
권리’ 등.
‘-의’는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에 붙

어서 선행하는 체언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이
다. 100년 전 우리말에는 관형격 조사 ‘-
의’가 없었다. 그런데 구한말 개화기에 지식
인들이 일본말 の를 우리말에 섞어 쓰기 시
작하면서 우리말에 ‘-의’가 퍼지기 시작했
다. 일본말은 の를 빼면 불편한 경우가 많지
만, 우리말은 ‘-의’가 많을수록 문장이 딱딱
해져 독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의’가 든 위 사례는 다음과 같이 고치면
글이 깔끔해진다.

뱃살의 해결방법→뱃살 해결방법,  성격의
형성 시기→성격 형성 시기,   문제의 해결
→문제 해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의 통일이 우리의
소망이다.→조국 통일이 우리 소망이다.,
회사의 직원에게→회사 직원에게,  학생의
권리→학생 권리

3. ‘것’을 줄이자 
‘것’이 많은 문장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

것처럼 뻣뻣하다. 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
려면 힘을 빼야 한다. 그래야 글이 무겁지
않아 보는 이가 편하다. 

‘것’은 의존명사이다. ‘것’은 주로 앞에서 말
한 사물이나, 일, 현상 따위를 강조하기위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인
다. 글 쓰는 이가 강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독자에게는 그 강조의 전달력이 감소된다.
신선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로 사
용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내가 노력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노동자

들은 집회를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줄 것
을 촉구했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인 것이
다.’,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그녀는
오늘 전통문화라는 것에 대해 발표를 할 예
정이다.’  
‘것’이 든 위 사례는 다음과 같이 고치면 글

이 더 경쾌한 리듬감을 갖게 된다. 

내가 노력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내가 노
력했다는 증거,   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노
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근로 조건 개선을 촉
구했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한 것이→담배를 끊겠다는 다짐이,   그
녀는 오늘 전통문화라는 것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그녀는 오늘 전통문화에 대
해 발표 할 예정이다. 

4. ‘-들’을 없애든지 ‘모든’을 없애든지
‘모든’으로 시작되는 문장에는 ‘-들’이 필요

없다. ‘모든’은 ‘빠지거나 남는 것 없이 전부’
라는 뜻이다. ‘-들’은 셀 수 있는 체언 뒤에
붙어 ‘그것의 수(數)가 여럿임’의 뜻을 더하
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과 ‘-들’을 함께 쓰

면 의미가 중복된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
다.
‘모든 사라지고 있는 초가들’, ‘모든 학생들

의 발표는’, ‘모든 어른들이 보이는 행동은’,
‘모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이들이
풍선들을 들고’, ‘모든 애완동물들이 결국에
는’ 등.
‘-들’이나 ‘모든’이 든 위 사례는 다음과 같

이 고치면 군더더기 없는 산뜻한 문장이 된
다. 

모든 사라지고 있는 초가들→사라지고 있는
초가들/모든 사라지고 있는 초가,   모든 학
생들의 발표는→학생들의 발표는/모든 학생
의 발표는,   모든 어른들이 보이는 행동은
→어른들이 보이는 행동은/모든 어른이 보
이는 행동은,   모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모든 한국인이 좋아하
는,   모든 아이들이 풍선들을 들고→아이들
이 풍선을 들고/모든 아이가 풍선을 들고,
모든 애완동물들이 결국에는→애완동물들이
결국에는/모든 애완동물이 결국에는

“적, 의, 것, 들 쓸데없다”

아름다운 배려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문의: 063-220-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가요!

아..괜찮..은..데요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길은 익숙해서 괜찮아요

동정심으로 당사자을 돕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돕기전엔 의사를 물어봐주세요!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제9강 |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지원센터와
창업지원단은 지난 21일(목) 오후4시
에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스타강의
(Konwleadge Universe)를 개최했
다.
2012년 9월부터 시작해 100회째
맞은 스타강의는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고,
교육컨설팅 전문 기업 폴앤마크 연구
소 최재웅 대표의 강의로 스타강의의
막을 열었다.
최재웅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15분 연사 코치, 연세대, 카
이스트 등 국내외 유수대학 교수진 교
수법 코칭 및 강의를 하였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SKT, CJ 그룹 등
국내  30대 대기업 강의, 임원 코칭을
맡은 대다수 강의경력이 있으며 ‘강의
력’,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수
업의 신’의 저술자이다.
이 날 강의는 교육혁신본부장 황인수

교수의 축하인사로 시작했으며, 강의

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후, ‘세상을 비추는 무한 상
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최재웅 대표
의 강의가 시작됐다.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꿈을 잃

지 않고, 65만원의 돈으로 사업을 시
작했던  최 대표는 “내 미래는 내가 결
정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마음과 꿈,
결정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전했으
며 이에 더불어 “나중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스타강의는 다음 달 12일

(목) 오후4시에 ‘더리터 김대환 이사의
프렌차이즈 창업이야기’를 주제로 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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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처럼' 총학생회 가을축제를 맞아 공연엔
터테인먼트학과에서 준비한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 9월 28일(목) 오후6시30분 아트홀
에서 무료로 관람가능하다.

(문의010-948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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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전주대학 신문 866호에서 취재했던 남해안 횡단과 

홀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히말라야 등반까지 도전을 이어온 
전주대학교 화제 인물 경찰행정학과 13학번 안성준 학생을 만나보았다.

그의 스팩타클 했던 여정을 들어보자.

‘홀로 유라시아횡단, 히말라야 등반, 
철인삼종경기4회’

‘가슴이 뛴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
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2015년 희말라야 등반사진

]

Q. 남해안 횡단, 유라시아 대륙, 히말라야 등반과 같은
‘모험인생’을 선택한 이유는?
A. 저는 지금까지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대학 3학년

마친 후 졸업하기 전 마지막 도전으로 보다 큰 도전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찾던 중 기사에서 어떤 대학생
이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오토바이로 한 것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시작으로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을 하려
했으나 오토바이 살 돈을 버느라 기간이 많이 늦어져서
계획을 수정하여, 자동차로 유라시아 횡단하기로 했어
요. 아버지께서 차량 수리하고 정비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 때 마침 경차가 폐차 차량으로 들어와서 그 차를 사
서 고장 난 부분들을 수리하여 그 경차로 처음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하게 되었어요.

Q. 도전을 계속해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군대를 전역하는 날 포항에서 전주까지 걸어

왔어요. 아마 8일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 마라톤 4번을 참가하며 철인 삼
종경기도 4번 참여 하게 되고, 히말라야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휴학을 하고 조선소 거제도에서
6개월 일을 하며 돈을 모아 미국으로 가서 스카이다이
빙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일본 남 알프스 산을 등
반 하고 난 후 유라시아 횡단까지 하는 등 도전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이 체력이 좋
은 편인 것 같아서 저의 장기를 살리기 위해 도전을 꾸
준히 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의 회를 거듭하면 할
수 록 성취감이 크게 와닿아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
고 있어요. 실은 도전의 순간은 힘들긴 하지만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하고 싶어지고 느끼고 싶은 성취감으
로 다가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모험을 하면서 겪은 사건, 사고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처음에 유라시아 횡단을 하려고 했을 때 한창 위험

한 사건들과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되어 가기 전부터
가는 순간까지 두려움이 컸었어요. 처음에는 차에 자야
하는데 무서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릴 때 즈음에 러시아사람 3명을 만나게 되었
는데 그 사람들은 격투기 선수처럼 생겼었어요. 그들이
제게 와서 “잠깐 와서 우리와 술 좀 마시자” 하며 술을
권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운전해야 해서 술을 못 마신
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는 반드시 마셔야한
다”며 협박하는 말투로 제게 말하며 그 무리 중 한명이
제 차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본
인 차에서 장총을 가지고 오며 “안 먹으면 쏴버린다” 하
기에 저는 겁에 질려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한 잔을 내
려놓자마자 또 한 잔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권하는 거에
요. 그런데 그 때 제 차를 뒤지던 한 사람이 차에 아무것
도 없는 것을 발견하곤 고개 젓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그
때서야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가 장난스럽고 웃게 되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잘 정리가 되고 드디
어 그 친구들이 저보고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
래서 재빨리 그 곳을 떠났어요. 그 친구들이 시야에서 사
라질 때까지 백미러로 확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그 곳을
벗어났어요. 혹시나 그들이 총을 쏘는 등 위험행동을 할
까봐 조심스레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삶에서 아찔한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듯 저도 위험천만했던 순간이 기
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Q. 학우님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모험관이 있다면?
A.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망설이지 말고 가슴 뛴다

면 바로 시작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행복은 같이
할 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혼자
여행 하는 것을 좋아해서 유라시아 횡단을 혼자하게 되
었는데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깐 많
이 외롭더라구요.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유라시아를 제외한
몇 몇의 모험들은 함께 하게 되었던 현지인들이 있었었
는데 그들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 때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
더라면 아직까지 제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같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
아요.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비전)은?
A.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하

고 싶은 것은 여행과 도전을 하며 여행에 대한 기록이랑
영상을 남겨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남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후에는 기록

들을 모아서 책이나 다큐,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저는 경찰 공무원이 될 생각이었는데, 많은 도전

들과 여행들을 하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하며 아버지의 차 수리 일을 배
워가면서 정비 쪽으로도 배워 보고 싶기도 하고 끊임없
는 도전과 배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루고, 배워 나아
가고 싶어요.

Q. 다른 도전을 할 계획이 있나요?
A. 장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3년 내로

유라시아대륙 횡단 한 차로 세계일주를 할 것 같아요. 정
확히 말하면 꼭 하고 싶어요.

Q. 도전을 머뭇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망설이지 말고 가슴 뛴다면 도전 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도전이 막연하게 보여도 막상 도전하면
실패를 할지라도 그 도전이 성공으로 가까워지는 길이라
고 생각을 해요. 만약 도전을 주저한다면 자신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Q. 나에게 도전이란?
A. 도전이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도전이란 저는 도

전을 할 때 마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제
게 도전이란 행복이라고 설명이 돼요.

Q. 마지막으로 전주대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좋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뿐만 아
니라 학교에 도움 요청하면 언제든지 최선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학우 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어요. 또한 대학생활하면서 취업 전공에 대한부분만 목
매이기 보다도 여행이든, 도전이든 청년의 때에 할 수 있
는 것들을 한발 짝 크게 내딛어서 도전해보았으면 좋겠
어요. 우리의 무기는 젊음이잖아요!

모험생 안성준, 계속되는 도전

기자 후기
모범보다 더 특별했던 모험인생을 살아가는 안성준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도전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끊임 없이 도전
하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 마인드가 선한 영향력으
로 다가왔다.                  

- 김하선, 장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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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연일 보도되는 강력 범죄사건을 접할 때
나 재난 현장에서의 헌신적 구조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면 사람이 얼마나 상반되
는 모습을 가졌는지, 과연 무엇이 본래 모
습인지 궁금해진다. 사람이 무리를 이루
어 살기 시작한 이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질문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신학에서 주된
연구 주제였다. 최근에는 심리학적 관점

에서 인간본성과 관하여 아기의 행동을
연구함으로 답을 구하는 시도들이 있다.
아기는 아직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고통 받
는 사람들은 아기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또 아기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지도 잘 모른다. 실제로 한
심리학자는 자신이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두 살배기 아들이 어쩔 줄 모르고 보
고 있다가 몸 여기저기에 반창고를 덕지
덕지 붙여주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제한이 있음에도, 첫 돌 이전
의 어린 아기가 나름대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적어도 선한 행위를 선호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2000년
대 초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6~10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부리부리
한 눈의 인형이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뒤 다른 인형이 나타나 등
을 밀어 이 인형을 도와주거나(조력자 조
건) 혹은 오히려 이 인형을 떠밀어 언덕에
서 굴러 떨어지도록 방해하는 모습(방해
자 조건)을 보여줬다. 그런 다음 아무 말
도 하지 않고 아기에게 조력자와 방해자

의 두 인형을 제시하고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아기가 방해자 보다는 조
력자 인형을 선택했다. 기껏해야 생후 6
개월 무렵의 어린 아기가 원활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기들도 적어도 누가 친
구이고 누가 적인지, 이타적인 행위가 무
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타
적 행위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은 분
명하다. 이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
로 자극을 달리 했던 후속 실험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물론 아기의 도덕관이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
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연구
를 접할 때마다 사람이 과연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해 보
게 된다. 아주 어린 아기도 도움이 필요한
이의 등을 밀어 도와주는 것, 울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본성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아닐까. 인간은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태어났다.

교통질서는 그 나라 질서수준의 척도라
는 말이 있다. 다 같이 지켜질 때 편리함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교통질서이다.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교통질서의식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지만, 교통경찰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든 장애인 전용주
차 구역이든 관계없이 후진국적인 이기
주의에 빠져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며 지성의 요람
인 대학 내에서까지 벌어지는 교통 무질
서는 우리의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공공질서에 대
한 의식 재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교내에서 엄청난 속도와 굉음을 동반하

여 질주하는 차량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이 철렁거리며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큰 도로이든 작은 도로이
든, 사람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
고 본인 차량의 스피드를 즐기는 파렴치
한 운전자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기본의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안타까움이 온 마음
가득 퍼져가는 것을 느끼곤 한다.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 (round
about)는 선 진입차량 우선이라는 원칙
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끼
어드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추월까지 해
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상으로 된 것
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주차장을 지척에

두고서 굳이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들어
가는 많은 이들은 과연 대학의 지성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잘 가르치지 못
한 교수로서의 자괴감마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차를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지

고 저렴해 지다보니 운전경험이 많지 않
은 학생들까지 교내 곳곳을 누비며 무질
서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캠퍼스는 낭만과 안전이 있어야한다.

사람이 지나가도 차량이 기다려주지 않
으며 배려하지 않는 외부와 똑같은 캠퍼
스 내부라면 무슨 의미와 숭고함이 있을
수 있겠으며, 캠퍼스에 어떠한 낭만이 존
재할 수 있겠는가?
차량을 운행하는 교내 모든 이들의 반

성은 물론이요, 학교당국의 적극적 계도
와 조치가 절실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내 주차시스템과 행정 법안을

수정하여 주차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교수칼럼

김 연 수  교수
(상담심리학과)

교내 
교통 무질서 

심 각

아기에게서 보는 도움과 배려의 심리

얼마 전 TV에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최희경 씨
가 첫 출근하는 내용이었는데, 첫 출근한
회사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
니다. 그리고 배경 내레이션으로 희경 씨
의 아버지가 첫 출근하시는 희경 씨에게
쓴 편지가 깔렸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
에 울림을 주는 희경 씨 아버지의 한 마
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넌 결코 혼자
걸어 온 것이 아니야. 분명 네 손을 잡아
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라는 말이었습
니다. 이 광고를 보고나서 문뜩 제 삶을
잠시 뒤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
금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
고 제가 걸어온 길도 많은 사람들과 그 사
람을 통해 인도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있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시며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응원 해 주신 부모
님이 계셨습니다. 특히 유학중 예상치 못
한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하고 때론 좌절
하던 시절에 부모님의 응원과 위로는 저
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 공부와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
와준 저의 공동연구자이기도 한 아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의 손
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 석사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공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
한 기쁨을 알게 해 주신 지도교수님과, 재
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제가 언어학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학과 교수
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선배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던 동기
들과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에서 석, 박사과정을 할 때는 어려운 유학
시기를 같이 헤쳐 나가며, 서로 위로가 되
어주었던 에든버러와 런던의 유학생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숙 할 수 있게 해 주신 런
던 꿈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
회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 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
다.

어디선가 ‘사람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는 자신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
운 일들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을 들은 적
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때로는 감당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
이 했습니다. 마치 엄동설한의 눈밭을 저
혼자 걸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제가 만든 발자국 말고
도 많은 자국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휘청
거릴 때 마다 잡아주고, 넘어지려 할 때
마다 일으켜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제 인생의 새

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
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까지
인도 해 주신만큼, 이곳에서도 제가 주께
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잡
아줄 좋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
서 이곳까지 온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혼자 있다고 느
껴질 때 손 내밀어 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
막으로,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
고 있을 세상의 모든 ‘희경씨’에게 이 말씀
을 전하며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 온 것이 아닙니
다. 분명 당신의 손을 잡아 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닌 나”
교수칼럼

신 동 진 교수
(영미언어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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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탄생은 먼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
려 졌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한걸음에 달려가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한 후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 탄생이 알려진 또 하나의 루트가 있다.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새로 태
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에 와서 헤
롯왕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 탄생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목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수
탄생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야의 오심이라
여기고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었지만, 동방에
서 온 학자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
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당황할 일이었다. 헤롯
은 권모술수(權謀術數)에 능하고 간교(奸巧)
한 왕이었다. 처음에는 로마의 권력자 안토니
우스와 그의 연인 클레오파트라에게 붙었다
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로마 최초의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되자 헤롯
은 제 빨리 승자인 옥티비아누스 편에 붙었
고 그의 후광으로 유대왕의 권좌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무렵 헤롯은 왕자들의 배은망덕과 가족
들과의 불화와 정적들 숙청 등으로 정신적으
로나 정치적으로 불안 할 때였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대경실색(大驚失色)할
노릇이었다. 따라서 왕의 분노는 물론 온 예
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게다가 60세 노
인이 된 헤롯은 편집증적인 정신 상태를 보
였고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권
력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물론 체면상 동방박사들에게는
표정을 감추고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
다시 와서 예수가 있는 곳과 그 상황을 전해
달라고 인자하게 말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귀국해 버렸다. 
이에 헤롯은 노발대발하였다. 그리고는 베

들레헴을 중심으로 인근의 두 살 이하의 갓
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베들레헴 성안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군인들
의 고함과 칼부림, 아기들의 비명 소리 그리
고 어머니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찢었
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예수를 품에 안고
우유교회 지하에서 숨죽이며 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조여 오는 군인들의 살육
공포를 견디다가 이집트로 피난길에 올랐고
그곳에 얼마간 피난 생활을 하였다. 한편 헤
롯은 이 무렵 살이 썩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
게 된다. 로마의 포악한 황제들의 최후가 자
살 또는 측근에게 살해당하며 비참했던 것처
럼 헤롯왕의 최후도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가
운데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였다. 헤롯은 썩어
가는 몸을 치료하기 위해 여리고의 따뜻한 물
에 담그기도 하고 사해 근방의 유황온천에 담
갔지만 고통은 더해가기만 하였다. 
헤롯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7년의 재

위 끝에 숨을 거두었다. 당시 헤롯의 18세 된
아들 아르켈라오스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마치 적군이 죽은 것처럼 춤을 추며 좋아하였
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 때는 막강한 권력자로
군림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
였으며, 헤브론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Cave of Machpela)
동굴묘지에 웅장한 건물을 지어주었다. 이 건
물은 2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건재하고 헤
브론은 이 막벨라 묘지로 유명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의 공적도 그의 악행을
무마시켜주지 못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
였다. 이집트로 피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헤
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 왔다. 

(참고문헌)  『신약성서』
『예루살렘전기』,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0

예수 가족 피신과 헤롯의 죽음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이집트로 피난 가는 예수 가족

▲ 요셉 가족이 숨어 있던 지하의 암석이
우유처럼 하얗다하여 우우교회로 불린다 

▲ 우유교회 지하 

▲ 베들레헴 근방에는 이와 같은 동굴들이 있어서 예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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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퀴즈

똥 나오즈 (動腦子)?
머리를 굴려봅시다.

쩐더 (眞的) 감사드립니다
지난 869호 ‘똥나오즈’ 퀴즈는 신문 배포를 마친 후 정

확하게 1시간 20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학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번 870호 정답자 분 중에 가장 먼저 등록하신 학우님
께 식권 한 장을 더 얹어 드립니다. (3+1장)

이번호 문제는 수학문제입니다. 데스크의 강한 압박도
있었고 수학교육과 학우님들의 간청도 있었기에 정말 똥
나오즈 해야 하는 문제들로 준비했습니다.
쫘스트 두잇 (Just do it) 입니다. 찌아요(加油) ~~ ̀

소리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 더 많은 학우님들의 혜택을 위해 
같은과에서 2명만 선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시 1회 pass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69호 정답자
(접수 시간 순입니다 / 배포일 9/13 배포일
13시20분에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법학과 201521004 공경은
2. 행정학과 201123201 조성원
3. 상담심리학과 201702039 오지윤 
4. 행정학과 201636038 임아라 
5. 경배와찬양학과 201612002 임민주 
6. 경배와찬양학과 201413017 이윤선  
7. 경배와찬양학과 201712008 김가은 
8. 수학교육과 201644019 박수연 
9. 수학교육과 201644015 김보영 
10. 수학교육과 201644005 오수연 

문제 1 (   )안에 들어갈 알파펫으로 알맞은 것은?

※힌트 : 달력을 떠올려 보세요

① G ② H
③ I ④ J

J F M A M J ( ) A S O N D

문제 2 다음 수식의 답은?

※힌트 : 사칙연산의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① 25 ② 15
③ 5 ④ 1

25-5÷    +15
1

문제 3 다음을 보고 [7★4] 구하시오?

※힌트 : 2 + 3 + 4 = ?

① 32 ② 33
③ 34 ④ 35

[ 2 ★ 3 ] = 9
[ 5 ★ 4 ] = 9
[ 6 ★ 2 ] = 9고대 그리스의 조각품에 물방울 무늬

의 개가 있었고 고대 이집트에 반점
이 있는 비슷한 개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수 천년의 역사가 있는 견종
으로서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지방이
원산지이다. 특히 유랑민족인 집시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먼 지역에까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집시의 개’로도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물방울무늬로
디즈니 만화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였
다.
1800년대 영국에서는 장거리 마차
옆에서 푸른 초원을 마차와 함께 빠
른 속도로 함께 달렸는데 이는 승객
들이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호위역할과 장식효과를 내기 위
해 장식 및 경비견으로 활용하였다.
그 후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호화로운 마차의 호위견으로서 궁전
의 귀부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현
재는 가정견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
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소방서의 마
스코트견으로 활용하고 있다. 
운동을 즐기고 활기차게 뛰어다니려
는 성질이 강하며 체고는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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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제

“때깔나는 소리”

▲ 용감하고 처연한 민초들의 사랑과투쟁의 기록! 180명 지역 예술인의 응집력이 폭발하는 시간 
창무극 <천명(天命)>▼

▲ 건물에 비춰진 전주세계소리축제
▲ 동물음악단이 입구를 

환히 비춰주고 있네요

▲ 전주의, 전주에 의한, 전주를   
위한 아티스트 이상한 계절의 
김은총(보컬) 박경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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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부문화 소개
[Fashion과 함께하는 기부 Passion]

▶미니자수 파우치_목련

▶상품 박스 ▶RELAY BAND

▶의식팔찌1 ▶의식팔찌2 

커피 한잔 가격으로 기부하는 것과 동시에 패션아이템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주대 기자들이 몇 개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굉장히 다양하고 이색적인 기부문화를 알아보고 기부열정을 가져봅시다!    - 취재: 박주경, 표은혜기자

국내·해외 지원

멸종위기동물 알림 프로젝트

나비를 뜻하는 라틴어 ‘마리포사(MARIPOSA)’와 새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고흐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ALMOND)’를 만나 ‘마리몬드’라는 이름이 탄생됐다. 꽃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나비처럼, 존
귀함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마리몬드이다.
마리몬드 공식블로그: www.marymondstory.com
마리몬드 스토어:　www.marymond.kr

(출처: 마리몬드 홈페이지)

마리몬드

‘비마켓’은 소외된 아이, 가족, 학교, 마을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착한 소비시장을 시작했다. 비마켓은 구매자가 합리적 가격에서 예쁘
고 실용적인 제품을 쉽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RELAY BAND 수익금 일부는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결식
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비마켓 스토어: www.befriendmarket.com

(출처: 비마켓 홈페이지)
▶스냅백

비마켓

크라비츠 의류의 생산시, 재단 후 버려지는 남은 원단으로 제작된다. 크라백
은 아프리카에 희망학교 설립 및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쿨백을 전달하
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크라백 공장을 만드는 일을 꿈꾸고 있다. 또한, 크라
백은 희망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가 크라백 공장에서 만드는 크라백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크라백 스토어: www.krabag.com 

(출처: 크라백 홈페이지)

크라백

희움은 희망을 모아 꽃피움을 뜻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
는 (사)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브랜드이다.
희움의 제품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이야기와 피해자 정서치료의 일환인
압화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품에 스며들
어 모두의 일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희망이 된다. 희움은 비영리
법인으로 수익금 전액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 활동과 희움 일본군 ‘위안부’역
사관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
희움 스토어: www.joinheeum.com 

(출처: 희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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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기부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학과/ 학번/ 이름 / 연락처와 함께 010-6646-2942 로 보내주시면 

좋은 내용을 선별하여 마리몬드, 희움, 비마켓 등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Event 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기부하면선물이팡팡!

희움

▶Good Water Project 스티치 
노트 & 희망나눔학교 색연필

▶희망나눔학교 책갈피

▶크라백 상품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식수위생지원사업에 사용되어, 오염된 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초기 자립 비용 및 직업 교육비 등 자립지
원금으로 사용된다.
굿네이버스 스토어: www.givestore.kr

(출처: 굿네이버스 기부스토어 홈페이지)

굿네이버스

위안부 관련 사업 및 지원

▶뉴:킷 상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동물 알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멸종위기라
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위트 있게 표현한 동물들과 일상생활에 쓰이는 익숙한 제품을 통해 쉽고 재미
있게 전달하며 전체 수익금의 5%는 WWF 세계자연기금으로 기부된다.
NEW:KIT은 새로운을 뜻하는 ‘NEW’와 세트를 뜻하는 ‘KIT’의 합성어로 ‘MAKE A DESIGN’이라
는 디자인 목표가치를 추구한다.
뉴:킷 스토어: www.new-kit.com 
뉴:킷 블로그: www.new_kit.blog.me                                       (출처:뉴:킷 홈페이지)

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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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 사
역으로 기술되어 있는 누가
복음에는 한 중풍병자가 치
유되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
이 등장한다. 첫 번째 부류
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
과 이적을 바라며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 든 사람들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게서 등을 돌릴 사람들이었
다.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
들이다.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율법적인 신앙
생활에 전념하는 이들이지
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
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

▼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을 만나서 횡재한 자이다.
‘어떤 사람들’이 들려주는 ‘들
은 복음’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체험
한 사람을 가까이 둔 복을
누려 결국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자,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었다. 네 번째 부류
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들
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
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에게
로 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
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
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 놀
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중
풍병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눅 2:1~12).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
일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
니라 눈으로 주를 보고 매일
매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
는 믿음, 그래서 사람으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중풍병
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을 만나야 한다는 바로 그
믿음이 아닐까? 

▼ 전주대학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
어났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 소문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만나 무엇보다 먼저 매일매
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
님이 세우신 전주대학교 모
든 가족들의 신앙고백이길
소망한다. “내가 주께 대하
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
이다.” 
(욥 42:5).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에 두 가지 설교가 없습니다. 
첫째가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
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
으십니까?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가진 시편의 1편
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좆지 않고, 죄인의 길
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
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
장 더러운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
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가

장 부패한 곳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
들이 어떤 사람을 가장 경계하냐면요, 

교회에 와서 담배냄새, 술 냄새를 확 풍기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담배 피우는구나, 저 사람 술 마시는구
나...’ 겉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에 이런 문제는 치
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
속이 부패 되어가고 속이 더러워져가고 있으면
보이지 않기에 치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앉는
의자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앉으시겠어요? 털고 앉
으면 되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 외모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청소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
나님이십니다. 사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일
을 저질러놓고 ‘내가 왜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도
모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
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
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
모에 관심을 크게 안 두세요. 우리의 내면에 관
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우리 마음을 깨끗케, 순
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
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런 것을 인정할 때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영
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나의 의가

더러움을 깨닫고 나아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
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
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
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님께 나를 맡길 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을 될지언정, 하나
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
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비교적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인
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며 우리 속사람
입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
기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부
터 우리의 삶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부
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
는 것은 내 내면이구나’, ‘내 내면을 보고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복 있
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좆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
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희열을, 하나님
이 나를 보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
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주대학교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
니다. 

정용비 목사
(전주온누리교회 담임)

“복이 있는 사람은”(요일1:9)

진리의 샘

8월 31일 ‘축하합니
다. 권초희님 17년
학군사관 58기
에 최종 합격하
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컴퓨터를 켜고
다시 확인하고

서야 정말 합격했
다는 것을 실감하였

습니다. 그 순간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가슴 벅찬 기쁨
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지난 준비기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합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
다는 말씀과 함께 여군장교가 되기 위해
ROTC 선발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여학우
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군장교의 길을 가야겠다고 확실하게 마
음먹은 것은 중학생 때 부터였습니다. 진로
탐색 시간에 봤던 조국을 위해 위험한 임무
를 헌신적으로 수행해가는 군인들의 영상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교시절 실제 ‘직업과의 만남’ 시간에 여군
장교를 만나 장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
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군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중 헌병병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주대학
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작년 이맘 때 쯤 같
은 과 ROTC선배를 따라 학군단에 가서 행
정실장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다른 여학우
들과 같이 체력단련과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군단 훈육관님
들과 체력단련을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팔
굽혀펴기를 한 개도 하지 못하고 달리기도
짧은 거리에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지치기
일쑤였지만 훈육관님들과 선배님들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셨
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3개월만에 팔굽혀
펴기 25개를 돌파하였고 오래달리기도 쳐
지지 않고 끝까지 뛰게 되었으며 점차 기록
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
한 체력은 학과수업이 끝나는 대로 대학 휘
트니스 클럽에 가서 꾸준히 체력단련을 했
습니다. 

필기평가는 학군단의 행정실장님과 선배
님들께서 매일 필기평가 모의시험 및 부족
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주셨고 어려운 문
제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셨으
며 집에 가서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공부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평가에
모두 1급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후 면접평가는 학군단장님 이하 교관님들의
혹독한 지도와 수차례 모의면접을 통해 수준
을 향상 시킨결과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기만 하면 상상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에 ROTC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건지, 잘하고 있는건지 나 자신
에 대한 믿음도 자신감도 없어 포기하고 싶
을 때도 있었지만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글은 보고 계신 여학우님들 중에 여군장교
의 꿈을 꾸고 있는 학우님이 있다면, 과감하
게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미력이나
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0월부터
학군단에서 장교 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지
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꿈을 행동으로 옮
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모집
할 59기에는 많은 여학우님들이 도전하여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학
우 여러분! 내년에는 당신이 꿈을 이룰 차례
입니다.                 

권초희(법학과 2학년)

독자 투고

여군장교의 꿈을 향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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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성명 발표…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

“망발에 대가 반드시 받아낼 것…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 결과 보게 될 것”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은 지난 9월
21일(목) 학생생활관 관생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에 대비한 초기대응 훈련과
소방대피 훈련 등 소방 및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관생들에게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양
한 훈련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시 대응방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대피 훈련의 주요내용은 화재발

생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초등 진화,
화재 발생지로부터 안전한 대피법, 실
내 고립 시 행동요령, 인명구호, 응급
구조, 인원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관생들의 안

전한 대피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학생생활관 운영팀은 팀원 전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했다.
한편 스타누리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에서는 소방시설,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학생생활관 관생의 체험
형 안전교육을 강화 진행했다.

학생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평화를 내세운 이단들의 포교 전략
얼마 전 전주대학교 교내에 HOOO단체
의 성명서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위장 단체로
전주대학교에서는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전주
대학교 교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성명서
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신OO의 위장 단체로 평화적
행사를 가장해서 포교활동을 할 뿐만 아
니라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9월 18일에는 파
주 임직각 평화누리공원을 대관해서 행
사를 진행했고 뿐만 아니라 잠실종합경
기장, 화성종합경기타운등을 대관하는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행사로 위장한 포
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를 단속하는 기독교계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서대전, 부산등 전국
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나랑 평화할래?”라
는 표어로 강남일대 평화 행사를 진행 하
면서 역 주변에서 강남시민들을 포교하
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기독
교를 위장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기독
교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강
남역 근처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많은 포교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평
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
로는 사이비 단체들을 폭로한 언론 방송
사를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
으로 지금도 신OO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 끝임 없이 1
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평화
를 외치면 평화라는 단어로 포장한 신
OO는 가정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단체에
소속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과연 평화라

는 단어를 가지고 대외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캠퍼스에는 이러한 사이비 단체들
이 끝임 없이 젊은 대학생들을 포교 하
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사례는 계속 들어 나
고 있는 현실이다. 나만 아니면 되지 하
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피
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
을 살핀다면 사이비 단체의 포교활동을
쉽게 알아내어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
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
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
치를 선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
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하
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최
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9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청사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
표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성명에서 “트럼프
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
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
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
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
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
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
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
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혀 조만간 군사
적 행동으로 도발할 것임을 강
하게 시사했다. 

김정은은 “나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
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
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

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
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가 우

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
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
었을 것인가를 심고(고심)하고
있다”라며 “트럼프가 그 무엇
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사
회를 향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며, 이 같은 성명은 김
정일 집권 시기에도 없었다. 

특히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성명을 발표,
국무위원회가 북한의 최고권
력기구임을 확인했다

“어리석은 분노로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헛된 일을 꾸
미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옵
소서. 협박을 일삼아 피와 불
의로 성읍을 건설하고자 하는
혼돈에 빠진 북한 정권의 지각
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
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때, 이
땅과 열방 모두가 마음을 겸비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구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쁜남자란, 상대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지
도 않는 남자이다. 나쁜남자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다뤄야하는 내용
이 있다.
연인 사이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을 듣
고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라고 한다
면 어떨까?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것
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너
를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상대의
반응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
바로 전의 반응을 한 꺼풀 벗기면,

여기에 ‘너도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야’라는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자연
스럽게 이유는 ‘상대에게 내가 특별
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자유를 가진 남자
라면 문제가 생긴다. 떠날 수도 있
는 불안감을 동시에 조성하기 때문
이다. 사랑과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
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자유가 없이 나에게 속
박된 남자라면 이 불안감이 해소될
까? 
라캉이라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가 있다. 그는 사랑이라는 욕망의 발
생 원인이 ‘욕망과 그 대상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했다. 가령 라캉
의 갈증과 욕망의 비유를 내 언어로

풀면, 유기체로써 몸에 일정수분이
있고 수분을 원한다는 전제에서, 목
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시간
이 지날수록, 갈증 욕망에 더욱 집
착하게 되고, 물을 마시면, 시간이
지나고, 갈증 욕망이 해소된다. 마찬
가지로 연인으로서 일정 사랑이 있
고 사랑이라는 욕망을 원한다는 전
제에서, ‘상대에게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
수록, 특별해짐의 욕망에 더욱 집착
하게 되며, 확인시켜주면, 욕망이 해

소된다. 결국, 자유가 없이 나에게
속박된 남자라면 불안감없이 사랑
의 욕망도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
해 상대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버
리는 것이다.

정리하면, 자유가 있는 남자와의
사랑은 불안감을 동반하고, 자유가
없는 남자에게서는 사랑의 욕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 정리를 통해 나쁜 남자에 대한
치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쁜 남

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상대에게 내가 특별하
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

은데, 이 남자는 무관심과 거친 모
습으로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므로
내 사랑의 갈증은 점차 커진다. 또
한, 상대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나를 불안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더욱 비
극적인 점은 내가 만약 나쁜 남자에
게 자유가 속박된 여자라면, 당신은
사랑의 욕망 대상자가 아니다. 이미
당신은 ‘상대에게 내가 특별하다’는
욕망의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기자

<기자칼럼>

나쁜 남자(혹은 여자)의 치명성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өвд өнгөрсөн
9сард нийт 40оюутан шинээр элсэн
орсон ба шинэ элсэгчидэд зориу-
лан өнгөрсөн 9сарын 21-ний өдөр
сургуулийн амьдрал болон солон-
госын нийгэмд дасан зохицоход ша-
ардлагатай мэдээ мэдээллийг
хүргэх зорилготойгоор шинэ элсэг-
чидийн уулз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
лав.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д нийт
98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үүнээ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өвд 84
оюутан, баклаврын 5 оюутан, ма-
стерын 7 оюутан, докторын 2 оюу-
тан тус тус суралцаж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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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 Bridge эмчил-
гээний нэгдсэн холбоо гадаадын
оюутан болон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хүмүүс гэрлэсэн гэр бүлд үнэ
төлбөргүй эмчилгээ хийлээ.

"Сайн санааны эмчилгээний б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злэг
болон эмчилгээ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д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Солон-
гост байгаа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д их
тус болсон хөтөлбөр юм. Дотоодод
байгаа эцэг  эхчүүдэд холбоо бари-
хад сургууль боло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жилтнуудад чинь сэтгэлээсээ ба-
ярласанаа илэрхийлсэн юм."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Ерөнхий захи-
рал И Ху Ин) нь өнгөрсөн 9-р сарын
16ны өдөр Bridge эмчилгээний нэ-
гдсэн холбоо (BMA, Bridge Medical
Associaton) болон Чоллабуг аймгий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өвтэй
хамтран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 болон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хүмүүс гэрлэсэн
гэр бүлд сайн санааны үнэгүй эм-
чилгээ явууллаа.

Энэ өдрийн үзлэг эмчилгээнд Bridge
эмчилгээний нэгдсэн холбооны за-
хирал Чон Сон Намыг урьж мө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мэргэжлийг ажилчид
15, шүдний их сургууль, анагаах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 болон сайн
дурын ажилчид 40 гаруй хүн оролц-
соноор 200 гаруй гадаадын оюутан
болон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хүмүүс гэр-
лэсэн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 эрүүл мэн-

дийн үзлэг болон эмчилгээ авсан
юм.

Үзлэг эм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ууд нь
шүд, дотор, мэс засал, өрхийн ана-
гаах ухааны тасаг, гоо заслын тасаг,
арьсны тасаг, чих хамар хоолой, сэт-
гэл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асаг, нүд, Х-
ray, физик эмчилгээний тасгууд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ын бэрхшээлийг
шийдвэрлэж өгсөн сайн санааны
үзлэг эмчилгээ болж чадсан юм.

Эмчлүүлэгч дундаас эх орондоо
эрүүл саруул байсан ч гадаадад
ирээд сурах явцдаа өвдөх,
нойргүйдэх, архаг стрессээс
үүсэлтэй өвчин, шүдний өвчин, дар-
хлалын олдмол хомсдолын улмаас
үүссэн арьсны өвчин, хараа муудах,
эмзэг хооллолтоос болсон тэжэ-
элийн дутагдал,  нурууны өвдөлт,
булчингийн өвдөлттэй оюутнууд их
байлаа.

Солонгост амьдраад жил болох гэж
байгаа монгол оюутан Ганчимэг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
ний бэлтгэл) нь ойрд хоол боловс-
руулалт муудсан байсан тул эмчид
үзүүлж мөн эм авсан бөгөөд "Халуун
дулаан сэтгэлээр тусалсан эмчийг
хараад би ч бас бусдад тусалж чад-
даг хүн болохыг хүссэн" гэж хэлсэн
юм.

Шүд, нүдний эмчилгээ авсан Вьетна-
мын иргэн Памтисаү (35 настай)

манай гэрийн ойролцоо эмнэлэг их
байдаг ч хэлний чадвар муу учраас
эмнэлэгт очих нь хэцүү байсан. Гэвч
энэхүү сайн санааны үзлэг эмчилгэ-
энд ирснээр вьетнам орчуулагчийн
ачаар эрүүл мэндийн зөвлөгөө, эм-
чилгээ авч чадсан учраас санаа зо-
винол маань бүрэн арилсан гэж
хэлээд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айгаагаа
илэрхийлсэн юм.

Bridge эмчилгээний нэгдсэн хол-
бооны захирал Чон Сон Нам "
Чонбүгийн харьяа газар анх удаа
сайн санааны эмчилгээ,  үзлэг хий-
хээр болсон юм. Гадаадын оюутнууд
болон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хүмүүс хо-
орондоо гэрлэсэн гэр бүлүүдэд жо-
охон ч болов эмчилгээ, дэмжлэг өгөх
боломж гарсанд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гээд "Сайн санааны эмчилгээни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улам их
идэвхжүүлэ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гэж
хэлээд цаашдаа ч бас тууштай хам-
траг ажиллахаа мэдэгдсэн юм.

Bridge эмчилгээний нэгдсэн холбоо
нь 2000 оны 1-р сард байгуулагдан
олон улсын эмчилгээ NGO -ээр
өнгөрсөн 18 жилийн турш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 улс орнуудын эмчил-
гээ хомс газар, гадуурхагдсан нийг-
мийн давхаргыг хайн очиж туслан
хайр халамжаа хуваалцаж буй тур-
шлагатай групп билээ.

"Эмчлүүлэх боломж гарсан нь сайхан хэрэг юм... 
Үнэн хэрэгтээ гадаад хүмүүст их тус болж чадсан завшаантай хэрэг юм" 2017оны 3-р улирлы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оюутнуудын
шинэ элсэгчдийн

уулзал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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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Ravenhill said,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came to church
to meet with God. Now they come to
church to sing songs and hear sto-
ries about Him.” Do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brews 13:8).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from the
life of Jesus is when He took time to
stop and encounter people. When-
ever Jesus met someone, their lives
were transformed. How can lives be
changed for those who seek Him?     
I. Zacchaeus sought to see Jesus  
Who was Zacchaeus? He was a rich
tax collector, a thief, and a sinner.
Zacchaeus had heard how wonderful
Jesus was, and wanted to see Him.
The Greek word used is “zeteo”
which means to search with a pas-
sion, a craving and an intense de-
sire. Zacchaeus REALLY wanted to

see Jesus and was not going to let
obstacles get in his way. There are
many precious promises in the Bible
for those who seek Him.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Jeremiah
29:13).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James 4:8)
Amazing things happen when we
seek Him. However for Zacchaeus
there was an obstacle. He wanted to,
but he couldn’t because of the crowd.
Sometimes there are things in our
lives that can hinder us from seek-
ing and seeing Jesus. What are some
roadblocks in your life? The Crowd
(People’s opinions or unbelief); Busy-
ness (Too distracted to hear God’s
voice); Sin (It keeps you from the
Bible). We need to overcome those
roadblocks and do whatever it takes
to see Jesus. I’ve learned that
searching is the greatest part of
finding. That is the same when it
comes to searching for God; we find
pleasure when we find what He has
for us.                                                                                              
II. Jesus stopped for Zacchaeus 
There’s so much we can learn
about Jesus from His encounter
with Zacchaeus. Jesus sees YOU. He
knows what challenges you’re going
through and He wants to bring you
His peace. Remember Jesus loves
YOU! The story is told of a beautiful
dressed woman, searching in the
slime of the gutter for something. A
crowd gathered and a policeman
asked. “What’s the matter? What are

you hunting for?” “I lost my ring,”
said the woman looking up with
tears in her eyes. “It was a diamond
ring that my husband gave me. He
was a soldier and never made it
back. This ring was the only thing I
had left that connected to him.” Only
a great love could have persuaded
her to search in such filth. And it
was His great love that motivated
Jesus to stop for Zacchaeus. Jesus
knows YOUR NAME. Jesus stopped
for Zacchaeus because He made an
effort to search Him out.  

III. The crowd complained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Luke 19:7). Jesus
was called a friend of sinners (Luke
7:34). The religious leaders didn’t
like that. The church is not a mu-
seum for saints, but a hospital for
sinners. Are you a sinner? Then
know that Jesus has come for you.                                                                

IV. Zacchaeus life was transformed 
The fruit of salvation in Zacchaeus’
life = good works. We are not saved
by our works, bu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Two things in Zac-
chaeus’ life: Generosity and willing-
ness to make restitution. At the
beginning of this story, we saw Za-
cchaeus seeking Jesus. But long be-
fore that, Jesus had already been
seeking Zacchaeus as Jesus said he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There is a story how the late

William Randolph Hearst sent out
his agent to secure particular art
pieces. After months of searching,
the agent reported that he had fi-
nally found the treasures. They
were in Hearst’s warehouse. Hearst
had been searching frantically for
art pieces he already owned. As
Christians we often go searching for
things that we feel we need but all
we have to do is, take a spiritual in-
ventory, and ask God to show us
what we already have from Him.
Christians often sit side by side in
the church pews, week after week,
and fail to realize the depth of rela-
tionship they share in Jesus Christ.
ALL of us need to realize what we
have and do something with it!
24 year old Danny Simpson was
sentenced to 6 years in jail for rob-
bing a bank. Danny got 6 years for
stealing $6,000. But the gun he
used in the robbery ended up in a
museum. The .45 calibre Colt semi-
automatic turned out to be an an-
tique made in 1918 by the Ross Rifle
Company. His pistol was worth
$100,000 on the collectors market.
If Danny Simpson had known what
he had in his hands, he would not
have ended up in jail. Many Chris-
tians live like this. They spend their
lives searching for God’s power and
presence, not realizing it’s already in
their hands. Jesus is stopping for us,
what will YOU do?

“When Jesus Takes Time to Stop” (Luke 19:1-10)   

By Scott Radford

What’s up, Superstars? Yes, I am re-
ferring to you. You are a Superstar.
And I say this not just because you
are a student of Jeonju University:
The Place for Superstars, but rather
because I believe that you too, can
be a true superstar, in your own
right. Here are the winning moves of
a superstar.  Read on.
1) Believe in yourself. 
–This one is a no brainer, but often
taken for granted by so many.  Be-
lieve that you are a winner.  Believe
that you can do it.  Believe that you
have value to the people around you.
Whatever you believe in will soon
become your reality, so you better be
wise in choosing what kinds of
thoughts to feed to your belief sys-
tem. Believe you are your own su-
perstar because…you are.
2) Fake it ‘til you make it. 
– It’s not enough that you believe in
yourself.  You have to back it up
with your actions.  Act as if you can
face challenges with confidence.
And if you make mistakes?  Deal it
with poise.  Laugh it all away.  Don’t
take it too seriously or you’ll lose
your shine.  Just make sure to learn
from your mistakes and never give
up until you actually make it.
3) Work hard for your dreams. 
–Nothing beats the feeling of sweet
fulfillment when you finally get
what you want, after dedicating
yourself to your goal. Keep climbing
up, because you belong to the top.
4) Always leave a good impression. 
– A star is not a star if it doesn’t
shine. In other words, always make
sure you are that the people you en-
counter every day have nothing but
wonderful memories of you.  You

don’t need to be the most fashionable
person out there (although being a
good dresser helps). Let your kind-
ness shine and you will build a good
name for yourself.  People will re-
member how you’ve helped them and
made them feel comfortable in your
presence.  One simple tip:  Be gen-
erous with smiles and sincere com-
pliments.
5) Communicate to touch people’s
hearts.  
– Speaking of smiles and compli-
ments, this is where communication
is king.  Communication is how you
connect to people and this is THE
number one skill that we must mas-
ter as social beings.  Use your words
and your body language to commu-
nicate positivity.  Speak with a
friendly tone of voice. Smile to people
that you meet. Give sincere compli-
ments.  Make it a habit to say
“Please” and “Thank you.” Practice
active listening, which means really
listening to understand what people
say. And again, use your body lan-
guage to show genuine interest.
Make people feel good each time
they speak to you and you will win
their hearts. 
There you
go!  Superstar
moves re-
vealed!  Now,
go give your-
self a pat on
your shoulder
and tell your-
self, “I am a
superstar and
I was born to
shine.” 

That is the English name of my
home, and no I do not live in a ty-
phoon. My home is a place of stun-
ning beauty. It has white capped
mountains, deep valleys, untouched
forests, crystal clear water and
warm inviting beaches. In my home
you can shop to you drop, go hiking
for hours and not see another per-
son, go to the beach and have it all
to yourself, enjoy top quality snow
sports, go skydiving and bungee
jumping by day and relax in hot
pools by night, you can even go
surfing in the morning and skiing
in the afternoon. You can play
sports that you may not have heard
of such as rugby, cricket and net-
ball. If you are really lucky you
may see an orc, a hobbit or an elf.

Welcome to the land of the Kiwis.
Now I am not talking about the
fruit, or even the small flightless
kiwi bird. That is what I am… a
Kiwi. You are Korean, I am Kiwi
(please don’t try to eat me). The na-
tive Maori people call my home
Aotearoa [The North Island of New
Zealand] –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 but you may know it
better as New Zealand.  

In case you are not sure where
New Zealand is, it is just east of
Australia. It is a small country –
just 4 million people. For every one
Kiwi there are 12 Koreans. How-
ever NZ is about three times larger
than South Korea. 

You should come to New Zealand
one day. If you do, just remember

that the seasons are opposite to
Korea. In July and August it is
winter, it is a great time to go ski-
ing in some of the southern hemi-
sphere’s best ski resorts. If this
sounds interesting then you should
visit Queenstown – the adventure
capital of the world. If you are an
adrenaline junky then this is the
place to be. The scenery in this area
is som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Fly into Christchurch then
bus over to Queenstown –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Or come for a kiwi Christmas and
New Years – but don’t forget your
swimsuit. Christmas by the pool or
at the beach with a BBQ, friends
and family in the hot sun… now
doesn’t that sound great!!!! Mt.
Maunganui on New Zealand’s east
cost is the place to be if you want
to party. If you would prefer a more
relaxing trip head on up to 90 Mile
Beach, right in the top of the coun-
try. Here you can go to the beach
and maybe not see another person.

If you ever find yourself think-
ing… where
can I go for a
vacat ion?
Why not
come to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it is
only a 12
hour flight
plus you may
improve your
English.

“Superstar Moves”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By Todd Morris By Lis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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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대표는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
공했으며, 두산건설 근무경력이 있고, 부동
산 O2O 다방의 초창기 멤버며, 현재는 자
동차 O2O 플랫폼 카룸의 대표다. 

Q. 두산건설 대기업 근무는 어떠셨나요?
A.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 회의감을 느끼고
본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어 퇴사
를 결심했어요. 다들 이런 꿈 들이 있죠. 좋
은 대학 가서 남들보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지. 운 좋게 졸업 후 첫 면접 본 두산건설
에 합격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러시아워 뚫고 회사에 8시까지 출
근했어요. 밤 12시 막차 올 때쯤 퇴근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돈은 많이 주는데 주는
만큼 부려먹어요. 

Q. 대기업을 그만두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A. 친구들 및 가족들 경조사 참석이 매우
어려운 사회생활을 했어요. 3년 정도 지나
니 돈은 좀 있는데, 친구도 가족도 없이 나
혼자 남아 있음이 느껴졌어요. 31살 대리
달았을 때쯤 공허함을 비롯한 여러 고민과
함께 퇴사를 결심했어요. 진로에 대해 확실
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어요. 퇴사하고 준비 없이 이것저것 곧바
로 챙겨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Q. 여행은 어떠셨나요?
A. 사실 여행이 낯설었어요. 남들처럼 대학
가고, 재학 중 군대 가고, 재대 후 대학 졸
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휴식 없이 취업
까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어요. 그런 저에
게 여행은 인생 첫 도전이었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첫날은 땅끝마을 해남 오토캠핑
장 산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3시 허

허벌판에 홀로 텐트, 침낭 갖고 있는데 너
무 무서웠어요. 첫날은 베개 밑에 식칼 놓
고도 거의 잠 못 잤어요. 

Q. 여행은 얼마나 하셨나요?
A. 이날 이후로 7개월간 전국을 여행 다녔
어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사회에서는 보
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을 엄청 많이 배웠
어요. 이런 삶이 이어지면서 뉴욕까지 갔고
우연스럽게 명품장사까지 해보는 경험을 했
어요. 뉴욕에서 하나 배운 건 '궁
금하면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Q. 뉴욕 다녀오
신 후로 '다방 '
창업에 꿈을 가
지신 건가요?
A. 아뇨, 일단
은 재취업 자리
를 알아봤어요.
이때는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썼
거든요. 한번 잘 써
보자 해서 명품을 마
구 샀습니다. 한국 와서
달라진 거라면 구직활동 때 '회
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자'
에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잠깐 머무는
곳을 찾자'였어요. 우연스럽게 두산건설 전
무님으로부터 연락받고 재입사하게 됐어요.
재무부였는데 오후 5시 반에 퇴근하더라고
요. 이전에는 밤 12시 퇴근했는데 똑같은
보수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편하겠다 싶
었지만 따분했어요. 지루함이 더욱 쌓일 때

쯤 17년 중고등학교 죽마고우 친구들로부
터 ‘다방’ 합류에 대한 제안 받았어요.

Q. 당시에는 다방이 정말 망할 줄 아셨다
던데요?
A. 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바로 전략, 기획, 디자인, 마
케팅, 콘티, 카피 등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걱정됐어요. 비전문가라서. 근데 시장반응
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때 너무 재밌고 뿌듯했어요. 랩
핑카도 프로젝트도 제가 진

행 했는데 길거리에서 볼
때마다 지금도 뿌듯해
요. 지금은 회사 기업
가치가 2천억이 될
정도로 커졌죠.         

Q. 그러면 '다방'을
나와서 '카룸'을 창업
하신 건가요?
A. 투자회사들을 전
략적으로 선택하지 못했

어요. 회사가 커지다 보니
투자회사와 많은 경영마찰이

생겼어요. 지나친 스트레스에 동업
한 친구들은 반신마비, 갑상선암 등 여러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강제로 밀려나긴 싫
었고 자존심에 제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친구들한테는 ‘다방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
우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 최대한 버텨
라. 내가 준비되면 나와 같이 합류하자.’ 라
고 총대 메고 회사를 나와서 ‘카룸’을 창업
했어요.

Q. 경쟁자 많을 텐데, 왜 자동차 O2O인가
요?
A.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
야였어요. 저는 자동차에 미쳐있는 사람이
에요. 회사퇴근 후에도 항상 자동차에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며 차량의 제원을 외우는
게 저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차에 관해 묻고 제가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작년 8월에 창업해서 1
년 이제 넘었는데 아직은 확실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매일이 즐거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Q. 마지막으로 전주대 학생들에게 조언 부
탁드립니다! 
A.공부 중요하지만 너무 공부만 하라고 말
씀드릴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창업을 권장해요.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도전하고 실패해보는 이런 경험이 곧 자신
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취업 시 더 좋은 강
점이 될 거로 생각해요. 실제로 요즘 대기
업들은 창업경험이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죠. 여러분이 직장에 입사하기 원한다면 창
업을 해보고 입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히 전주대의 경우 창업 관련
지원서비스가 타 대학들과 비교하면 굉장해
요. 학교생활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욱 하
고 싶은 거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방’ 경험하고, ‘카룸’ 창업하다 

인터뷰

Q. 캠프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둘 다 경
험했어요. 취업 후 창업하고 싶은 꿈이 있
었어요. 하지만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는 풀리지 않을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다
기에 캠프 모집공고 보고 신청했어요. 

Q. 캠프에서 기억 남는 게 있었나요?
A.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가진 상상을
그분들은 현실로 매일매일 겪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시시콜
콜한 질문, 대답하기 난감하거나 어려운 질
문에도 허심탄회하게 시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내용도 모습도 모두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창업과 취업 모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캠프에
요!

Q. 캠프에서 멘토는 누구셨나요?
A. 멘토님은 부동산 O2O 앱 다방 및 카룸
의 창업자 이호진 대표님이셨어요. 팀 활동
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았어요. 상
냥한 말투와 유연하시면서 내면의 카리스마
가 있는 리더십이셨어요:) 게다가 창업하기
까지의 과정, 창업하면서 어려웠던 점, 순

간순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재밌으면서 뜻깊었어요.

Q.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A. 저희 팀 미션은 ‘다방만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었어요. 다
같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멘토님께서 실질적
으로 분석해야 할 데이터들과 진행 방향을
제시해주셨어요. 최종적으로는 대표님과 팀
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만든 아이디어를 발
표하게 되었는데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마
치 기업에 입사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근사
한 경험이었어요.

공대누나 취창업캠프 가다 !

생산디자인공학과

김연지

지난 9/15~16 대학일자리센터와 창업지원단
주최로 ‘창의적 사고 증진 step-up’ 취창업캠
프가 열렸다. 이 캠프는 취업캠프와 창업캠프를
복합진행하는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첫날은 부동산 O2O 앱 다방 및 카룸의 창업자,
전직 티몬 기획자 및 IBM 근무 현직 쿨링크 대
표, 전직 삼성페이 기획자 및 개발자면서 현직
투자회사 대표, 일동홀딩스 인사총괄팀장(부장),
전직 은행원이며 현직 셰프 등 엄청난 역량을

가진 멘토들이 학생들과 1:4 정도로 그룹 멘토
링을 진행했다. 둘째 날은 전날 주어진 문제에
대해 멘토와 학생들이 구상한 아이디어인 해결
방법을 발표하고 마무리됐다.   

개인적으로 창의적 사고에 관심이 많아 다양
한 책과 사람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캠
프에서 창의적 사고에 대한 모든 멘토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남과 구
별되는 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누

군가는 이색적 조합과 생산성 높이는 사고, 영
감, 리 프레이밍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 결국은 남과 구별되는 내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이 창의적 사고라
는 것 같다. 

이번 인터뷰는 취창업캠프에서 연을 잇게 된
이호진 대표와 같이 캠프 참여하고 이호진 대표
와 한 팀이던 전주대학교 생산디자인학과 김연
지 학우를 만났다.

(부동산 O2O 플랫폼) (자동차 O2O 플랫폼)

‘대기업 입사 3년 뒤 회의감..

일탈 결심’

맨오른쪽 이호진대표

‘창업 전 기업대표와 만남 위해 참석’



15제870호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데이트 폭력, 인식과 
적극적 대응 필요! 스스로 체크해보는 데이트 폭력의

‘위험신호 12가지’와 

‘대응방법 4가지’

데이트 폭력 설문조사

■ 위험신호 12가지

1.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2. 온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3.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4.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좋아하
는 것으로 하게 한다.
5.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6.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데도 기다린다.
7.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8.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9.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10.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11.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12.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진다.

■ 대응방법

1. 단호해야 한다
: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 것. 폭력은 어떤 이
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
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자.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
면 안 된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게 필
요하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
면 안 된다.

3.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 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
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
물도 남겨두자.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
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
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자.(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자.)

>>> 주의사항 
☞ 분실의 위험에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
(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 봉투)
에 별도 보관하는 게 좋다.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
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
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
요하다.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잊지 말자.

4. 단둘이 만나면 안 된다
: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
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자.
출처: 한국 여성의 전화 책자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큰 이슈가 있다. 그 중 우리
의 피부로 와 닿는 이슈 중에 하나,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우리는 데이트 폭력에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얼
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대응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먼저 엄청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
해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직접 ‘데이트 폭
력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난 21일 목요일 학생회관에서, 그리고 오피스 폼을 통
해 총 102명의 전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전주대학생 102명 대상 설문 실시’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지 부족’
■ 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간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정

신적, 육체적 폭력과 폭행, 그리고 폭언등을 통틀어 의
미’ 한다. 폭언과 폭행부터 살인까지 이르는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을 안겨준다. 이처럼 더 이상
남녀간의 ‘사랑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른 ‘데이트 폭
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그리고 지난해 8367건으로 매해 약 10% 이
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데이트 폭력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1. 소유욕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며 자신의 소

유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낮지만, 자존심은 강
하고 상대의 거절 자체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
로 인식하여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혹 분노
조절장애로 알려진 ‘간헐적폭발성장애’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집착
질투심이 매우 강하며 특히,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 대

해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사랑에 대한
확인 내지는 가벼운 질투심이라고 생각하여 대수롭게 생
각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기에 보복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
처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먼저 만남을 갖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등 인격적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발
견하기 힘들며 사귀는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드러날 수
있다. 소유욕이나 집착, 감시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단
호하게 ‘이건 사랑이 아닌 집착이다.’ 라고 분명하게 의
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다가 폭
력이 발생하게 되면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1366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청해 문제를 알려야 한
다. 숨기고,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거나 상대를 설득해보
려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꼭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의 경우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다.

■ ‘약한 갈등이 점차 심각하게 발전’
정부 사회의 개선노력, 개인의 인식 변해야

데이트 폭력은 처음엔 연인사이의 가벼운 갈등으로 출
발해, 2차 또는 3차 범죄로까지 흉폭해 지면서 강력범
죄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
한 보호강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지난 8월 8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공약을 통해
‘성 평등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특히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 대응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말
까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명제 아래, ‘젠더폭력 근절
100일 추진계획’을 설정, 국민여러분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와 인식도 강
화되는 시점에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도 폭력을 정당
화하거나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배종모, 김가연기자

(1) 데이트 폭력 혹은 그로 의심되는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0 20 40 60 80 100

목격한 적 있다(1-1로)→10

직접 경험한 적 있다.→8

없다(4로)→84

(2) 어떤 종류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셨나요?(직,간접적)

0 2 4 6 8 10

감정 및 언어적 폭행 →8+1

신체적 폭행 →7+1+1

통제적 폭행 +1+1

성적 폭행→1

(3)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간접경험자의 경우

0 1 2 3 4 5 6 7 8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1로)→7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ex: 경찰신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게 경고, 폭력 제지 등)→3

(3-1) 그렇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0.0 0.5 1.0 1.5 2.0 2.5 3.0

연인 간의 자잘한 다툼이라 생각했다.→2

괜히 불똥이 튈까봐 우려했다.→3

휘말리면 귀찮아질까봐 피했다.

기타→2

※직접경험자의 경우

0 1 2 3 4 5 6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3-2으로)→6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ex: 경찰신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게 경고, 폭력 제지 등)→2

(3-2) 그렇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0.0 0.5 1.0 1.5 2.0 2.5 3.0

단순한 사랑싸움 중 하나라고 여겨서→1
내 잘못도 있다고 판단해서→1

더 큰 보복이 두려워서→3
알려지는게 두려워서→1

기타

(4)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0 5 10 15 20 25 30 35 40

가해자 처벌 강화→38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31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12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19

기타 →2

(1-1) 목격한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0 1 2 3 4 5 6

생면부지의 타인→6

지인→4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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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스안내
PM3:00~PM10:00

★'왜 예쁜 옷을 두고 가시나'
상의/ 하의/ 아우터/ 원피스/ 앵글부츠   
수트셋트
사이즈는 S~XXL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세 의류뿐만 아니라 스트릿
브랜드, 백화점, 면세 브랜드의 의류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꼭 오셔서 
특템하고 가세요

★'헤나 헤봤나'
다양한 헤나모양 2000원~5000원까지

★'Ohring'(귀걸이 플리마켓)
예쁜 귀걸이를 5,000원~10,000원에 판매합니다.

★'지구대'(핸드메이드 기부팔찌)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2000원~3000원)

★'분홍문방구'
다양한 물건들이 100원부터 다양한 
가격으로 준비합니다.

★'전자다트 동아리'

★'뽑기 좀 4달라!'
2회 100원

★'총학생회 기념품사업'
6:30~10:00 물방울 무드등, 별자리 무드등
(2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2개중 1개 선택)

★'청춘스테이크'

★'부추핸섭' 
문어꼬치/ 부추전/ 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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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Time
불고기 치즈스킥/ 닭갈비 치즈스틱
고구마 치즈스틱/ 피자 치즈스틱

★ Gramercy Kichen
럽 스파이시 새우덮밥

★ Hof eye
소시지/ 수제치킨/ 순살치킨/ 순살탕수육/       
떡갈비강정/ 순살화이트/ 후라이드꼬치

★ Pantai warung(판타이 워롱)

볶음밥/ 볶음면/ 닭고기 슈트/ 음료

★ 화덕1번가
화덕 족발요리

★ 오산 누들누들
쌀떡볶이/ 대왕닭꼬치/ 여왕오징어튀김
콘누드소시지/ 회오리감자

★ 달다란 Cocktail
칵테일

★ 미스터쿡
순대곱창/ 치즈곱창/ 곱창컵밥

★ 스타트럭
타코야끼 / 미스터블랙 / 스테이크

★ 카페오다
커피/ 에이드/ 기타음료

★ 춘천가는 기차
롱닭꼬치/ 롱소세지 꼬치

★ 칼로리 밤
시그니처 소불고기 Bomb
베이컨 체다치즈/ 시즈닝/ 스모어

★ 타파스트럭
소불고기 샌드위치/ 마약핫도그

★ 테이스틸러
살치살 불초밥/ 갈릭 등심 스테이크

★ 푸드캠프
버터구이새우/ 레몬크림 새우꼬치
갈릭칩새우/ 아몬드갈릭토스트

2017 전주대학교 가을축제 별처럼
Like A Star

11시 45분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