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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매력철철！ 

c.a-'I번 오 충 용 

안녕하집니까 2013학년도 한 해 동안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시간들 

을 보냈던 애력철철 철학과 학생회장 09학번 오충용입니다． 

세상예서 가장 값지고 열정이 넘치는 다양한 매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그들만의 애력을 뽐내고 자랑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 

듣어 낸 매력철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회장 임기가 시작 된 지도 벌 

써 어느 덧 일 년을 지나 지금은 아무런 사고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 

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한 

해를 추억하는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시간들만으로도 깊은 감동 

과 2013학난도의 뜨겁던 저희들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곤 합니다， 

2013학년도 학기 초 설레는 마음 그리고 머든지 열심히 할 있을 蔘！ 같 

았던 알정을 간직한 채 힘차게 출받하여 학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 

과 함께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글을 실올 수 

있는 제주소피아 작업 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가짐 머든지 할 수 있다 

는 열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이었던 만큼 제주소피아는 저 

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덧 지 

금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글을 모아 제주소피아를 발간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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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제주소피아에 실을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 소중했던 저희 

매력철철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곤 합니다· 한 해 

동안 서로 많은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웃음지으 

며 다시 서로에게 열정을 나누어주며 서로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까지 

저희들의 추억을 아직도 무궁무진하기만 합니다． 제주소피아에 저희들 

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켜봐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사람들의 뒤에는 서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끈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끈은 인연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2013년 매력철철이 있기까 

지 저희들의 뒤에서 항상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웅원해 주신 교수님 그 

리고 조교선생님과 동문선배님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많은 샨배님 

후배님들께 진심夕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들의 수많은 소 

중한 인연의 끈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j2_ 2014학년도 

제주소피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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