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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고 빨간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교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17년의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일 오고가는 교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깨달아
소명을 매일 새롭게 하고,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모든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되게 하소서.

앞으로 2025년 장기발전계획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 기독교 명문대학으로서
사랑과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치를 극대화 해주는 
최우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평가와 혁신과 개혁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2018년도에 새로 입학하게 될 학생들을 인도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며
지혜, 인성을 갖춘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주소서.

모든 단과대학과 부서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돌봄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육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결케 하게 하소서.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사랑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대학에 가득하게하여 주소서.

김문택 교수 (경배찬양학과장)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기도문>
[ 독립영화제 ]

독립영화제로 전주문화 살리기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교내44개 장학금

금연만 해도 장학금받아

전주대학교가 최근 대학저널이 발표한 전
국 대학 장학금 수혜 상위 30곳 중 7위를
차지했다.호남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지
난해 재학생 5000명 이상인 대학의 장학
금 수혜 조사에서 본교 학생 1명이 받은 평
균 장학금은 4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평균 327만원보다 75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장학금 수혜 조사는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주는 교외 장학금과 교내 성적우
수 ㆍ저소득층 ㆍ근로 ㆍ교직원 장학금 등
교내ㆍ외 장학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
학저널은 또 지난 8월 발표한 대학정보공
시 자료를 분석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물론 외국대학과의 교류, 전임교원 확
보율 등의 분야에서 전주대를 ‘좋은 대
학’으로 선정했다.
이호인 총장은 “장학금 혜택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대학 교육
여건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2017년에 4000만원을 인

상 지급하였고, 앞으로 장학금 규모를 더
늘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 놓
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
혔다.
지난 대학신문 869호 8, 9면에서 전주

대학교의 ‘반값등록금’을 특집으로 다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전국의 대학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교내의 장학금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굳이 세어보자면 44가지이다. 전주대학교
만의 독특한 장학금으로는 세가지를 들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활동과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에 참여하면 주어지는 포인트 점
수이다. 신앙활동, 사회봉사, 문화탐방, 해
외체험, 독서활동, 그리고 금연과 다이어트
활동만 해도 포인트점수가 쌓인다. 그리고
모아진 포인트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스타
T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학실력이 향상되면 받게 되는 ‘라
이징 스타 장학금’이다. TOEIC,
JPT, HSK 등 다양한 어학실력을

매달 향상되는 점수만큼 장학금을
받는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
께 학교에 다닐 경우 주어지
는 ‘가족장학금’이다. 그밖에
재해장학금, 다문화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장학금을 담당하는 학

생취업처 이존걸 처장은 “앞
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실제 학생생활 및 학
업의욕고취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래서 장학금이 실
질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 편집부

전주대 장학금지급, 호남지역 대학중 최고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교정’ 대학신문 학생기자 ‘폰’사진전 1위, 박주경기자 작품

발전기금, 숙녀회 4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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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학과, 21년째 전국 1위 기록

전국체전서 은4 동1 영광차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 김대범학생 외 10명이
제40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에 최종합격했다. 이는 보험

관련학과가 있는 전국 10여
개 대학 중 21년째 1위를 이
어온 것이다. 이번 합격자는
김대범, 차재승, 이재균, 이재
규, 박호윤, 김기수, 한기훈,
박승현, 박석원, 이승철, 김봉
규 등 11명이다.
합격자 중 4학년 이재균 학

생은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동계 및 하계 방학 기숙식 집
중교육의 수혜자들로서 많은
지원을 통해 학습여건을 조성
해 준 학생취업처와 방학 중
에도 학교에 나와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씨름, 레슬링, 축구, 사격
전국11개 시군에서 열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주
시 등 11개 시군에서 열린 제98
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여 씨름, 레슬링, 축구(일
반부), 사격에서 은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각각 획득하였다.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개인종목인 씨름(코치 임종길) 경
장급(75kg급 이하)과 역사급
(110kg급 이하)에 출전한 김현
우(생활체육학과 3년), 김기환(생
활체육과 3년) 선수, 레슬링(감독
박진규) 그레꼬로만형(130Kg급
이하)에 출전한 조영민(운동처방

학과 4학년) 선수이며 단체종목
인 축구(남자 일반부)이다. 특히,
축구(남자 일반부)에서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전주시민축구단
(감독 양영철)은 대부분이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축구(남자 일반
부)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

두었다. 또한 사격(코치 지두호)
에서는 남자 대학부 공기소총
(10M) 단체전에 출전한 공기욱
(생활체육학과 1년), 이상휘(생활
체육학과 1년)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주대 체육부가 이
번 전국체전에서 고른 활약을 펼
쳤다.

전주대 신임교수 학술발표회
전한덕, 정윤화, 최복천, 
최영준교수 발표

교수회 주최로 지난달 25일 1시
30부터 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
에서 신임교수 4명의 학술발표회
가 열렸다. 좌장 전 사범대학장 유
평수 교수 진행으로 신임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금융보험학과 전

한덕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
장과 법적 문제-손해보험을 중심
으로' ,다음 작업치료학과 정윤화
교수는 '작업치료와 평가도구', 재
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해와 지원', 마지막 건축
학과 최영준 교수는 '아파트 단지
공간의 집단주의' 주제가 다뤄졌고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 이정환 기자

지역주민 함께 한 JJ평생학습 한마당
끼 발산으로 추운날씨와 
나이도 잊게 해

평생교육원에서 11월 1일부터 3일
간 제3회 JJ평생학습 한마당을 주
최했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들
은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뽐
내는 시간이다.
첫 번째 날은 끼를 발산하는 시간

으로 난타공연과 성악공연을 했고,
두 번째 날은 숨을 쉬는 듯한 시낭
송 그리고 연극, 생활 댄스를 즐길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은 땀을 흘리
며 연습한 라인댄스 공연이 있었
다. 특히 라인댄스 공연에 참가한
이들은 연령대가 높았지만 춤을 추
는 동안에는 나이도 잊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사
기간 동안 외부에 부스를 준비하여

간식을 먹고, 건강관련 부스도 있
어 지역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
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이들
의 참여와 관심으로 평생교육원이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편집부

손해사정사 11명 합격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

지난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스타센터 다목적 홀에서 산업디
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 ‘청춘일
탈’이 진행되었다.
이번 작품전은 전라북도 문화
체육 관광국과 전주시, 남원시,
장수군과의 협업 프로젝트 전시
로 진행되었다. 전통문화의 세계
화연구를 주제로 29명의 학생들
이 전주, 남원, 장수의 전라북도
의 대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한 건축, 오브젝트들이 소
개되었다.

개회 행사에서 최원철 부총장
은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디자인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산업디자
인학과는 매우 유망한 분야다. 전
주대를 선도하는 학과로, 크게 성
장하기 바란다.”며 졸업전을 축
하했다.
전주시 덕진 공원의 ‘연차 자동

판매기’와 ‘연 보트’를 디자인한
성용욱 학우는 “현대적이면서 프
레임 부분과 기능적 부분을 모두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현대인
들이 공원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
고, 들어가는 공간이 많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점과 만들지 못
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든 부분
이 조금 있었다.”라고 작품에 대
한 설명과 소감을 전했다.
남원시의 ‘동편제 소극장’을 디

자인한 이승찬 학우는 “남원의 동
편제와 관련된 것을 찾다가 남원
에는 동편제와 관련한 공연 시설
이 없기 때문에, 소극장이 있다면
국악인들에게 자리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적
이고 전통적으로 디자인하면서도
올드하지 않게 디자인하려고 노
력했다. 이 나이에 쉽게 할 수 없
는 작업이었지만 학과의 명성덕
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장수군의 ‘말 전용 수술침대’를
디자인한 안영빈 학우는 “기존의
수술방식은 위험하고 많은 인력
이 소모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다가 말을 들어 360
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수술 침
대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힘든 작
업이었지만 작품이 잘 나와 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라고 말
했다.
각각의 작품들을 디자인한 산

업디자인학과의 학생들은 관광지
활성화 디자인에 대해 전주, 남
원, 장수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
난 4년간의 배움을 통해 고민하
고, 그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며
치열했던 고민과 열정, 노력들이
작품들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 표은혜 수습기자

간호학과 제4회 학술제 열어

간호학과(학과장 장혜숙)는 지난
10월 10일(금) 오후1시부터 5시
까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간호
학과 학술제를 열었다. 김현영 교수
의 진행으로 교수 및 재학생 총
230명이 참석하였다. 유인영 교수
는 개회사에서 “지난 학기동안 쌓
아온 역량들을 발표를 통해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이나 취업 기
간에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많은 것
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2부로 진행된 학술제는 임상

실습 간호 연구의 결과(1부)와 간호
연구(2부)로 3,4학년의 발표로 실
습 및 학습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
표는 후배 및 동기들에게 경험 및
정보 공유를 취지로 진행되었다. 전
체 발표는 1부에 총 9팀의 발표로
옹민영(3학년) 감염고위험 대상자
간호, 한가영(3학년) 비효율적 호
흡양상 환아 간호, 조수영(3학년)
낙상고위험 대상자 간호, 신가원(4
학년) 급성통증 대상자 간호, 김성
아(4학년) 자가간호결핍 대상자 간
호, 김종태외 4명(4학년) 근로자

대상 간호과정으로 발표가 진행 되
었다.
2부에서 간호연구평가 총4팀의
발표가 있었다. 박지윤(외 8명) 간
호대학생의 DISC 성격에 따른 임
상실습만족도라는 연구계획서가 1
등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외 김귀
현 외(7명)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
호사 이미지, 한하솜 외(8명) 임상
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과 자아존
중감, 전공만족도 관계, 채유빈 외
(7명)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건
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 등 지식
과 기술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제는 학생들의 임상 간호
술 기술역량 및 리더십 향상뿐만 아
니라 책임감, 협동심과 자신감을 갖
는 값진 시간이었다.
한편 전주대 간호학과는 간호교

육인증평가 ‘5년 인증’을 지난 년도
에 획득하였다. 간호교육인증평가
는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
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16개 부문 32개 항목
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 유경현 수습기자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받은 대학의 자부심 
후배, 동기에게 경험, 정보 공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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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성용욱 학우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청춘이 일러주는 문화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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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빼빼로데이 주의령

잘먹을게 ...?

읭?

경고 : 준다고 무조건 받으면 곤란

화재경보 시 빠른 대처 약속
불만사항 적극신고 요망

대학신문 871호 ‘기자고발’에서 스타빌
기숙사 화재경보기 오작동 기사가 나갔
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담당자와 인
터뷰를 했다. ‘기자고발’내용은 스타빌 기
숙사에서 화재경보 오작동 시 경비원의
늦은 출동과 반복적인 오작동으로 기숙
사 거주 학생들의 불만을 제보한 것이었
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교무처 이덕수 학
사지원실장과의 질의응답이다.

Q1. 화재경보 오작동 원인이 무엇인가?
오작동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

고 있어요. 첫째로 관생이 실내에서 담배
를 피운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기로 인한 시스템 오작동일 수 있어요.
화재경보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1
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점검을 해요. 정
기점검은 필수입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Q2. 오작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출입문이 열리

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문이 열리지 않았
다는 것을 저도 믿지 못하겠어요. 경비업
체는 열렸다고 해요. 만약 문이 안 열리
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일한 상
황을 만들어서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 오작동과 통합경비

시스템은 별개에요. 그런데 오작동시 경
비업체가 학생들에게 조치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교육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관생들
에게 문자를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앞
으로도 오작동일 경우, 문자를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일단 경보

벨이 울리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
조건 문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대로 있
으면 위험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분명 문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경보
벨이 울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
다. 경비업체는 즉각 출동 하여 학생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통합경비시스템이 지난 7월 1일에 시작
하여서 현재 안정화 되는 시기인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Q3. 통합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이
유는?
10명이 일하던 것을 현재는 6명의 경

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고화질로
설치했습니다. 복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모두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비원은 모두 젊고 24시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매우
빠릅니다.
또 하나는 학생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한 지문인식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카드로 출
입하지 않고 지문으로 출입하는 학생들
이 대다수에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
런 여러 가지 수월성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이에요.

Q4. 통합경비시스템 형식을 채택한
다른 대학교가 있나?
통합경비시스템은 우리 학교만 하는 것

이 아니에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전라북도내
대학이 거의 대체됐습니다. 

Q5. 사감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어서 기숙사비 인

상이 불가피하지만 경비원을 줄이면 인
상 폭이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효율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
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Q6. 사감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사물이
망가졌거나 소독하거나 등등 남자 기사가
여자 기숙사에 올 때 사감선생님께서 직
접 동행했다. 현재는 남자기사가 여자 기
숙사방에 직접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방역하는 것은 외부업체에서 들어올 때

동행하고 있어요. 관실에 외부업체 남성
기사 분이 출입하는 것은 다시 조치를 취
해 여직원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7. 각 기숙사 별로 정해진 수리 시간
이 있나?
오전에는 스타타워, 오후에는 스타홈,

스타빌을 수리합니다. 또한,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Q8. 학생들의 불안요소나 불만사항을
알고 있는가?
1천 8백 명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숙사를 운영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출
입문, 화장실관리만 해도 제가 수시로 점
검하며 혹시나 학생들에게 혹시라도 잘
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학생들이 불편
하지 않을까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
타빌 바닥 보수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함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연간예산 40억으로 민자로 지

은 건물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며, 남
은 예산으로 보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
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운영
사무실에 와서 적었던 반면, 현재는 인스
타에서 직접 불편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
며 관실배정도 직접 인스타에서 가능하
도록 하였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

지만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Q9. 운영사무실에서 걱정 때문에 전화
한 부모의 정보를 알아내서 다시 확인
전화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
학생관리 차원에서 관생 정보를 운영사

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
서 기숙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하지만 운영사무
실 직원들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Q10. 기숙사는 현재 관실에서 커튼을
내려도 훤히 보여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대처방안은?
그것도 지금 암막으로 바꾸고 있는 과

정에 있어요.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비용
이 많이 들어 조금씩 바꿔 가는 중입니다.

Q11. 전반적인 개선계획이나 대책은?
매달 관생자치위원회를 열어 전달의 개
선내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관생들의 불
편한 점들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함도 처음에 반발이 컸지만 지

금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여개의 무인택배함을 스타타워, 스
타빌, 스타누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
고 무인택배함과 세탁기의 비용은 유지
보수비로 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관생들에게 항상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생들
모두가 만족하는 기숙사를 만들겠습니
다. 때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지체 말
고 문의해주시고,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  터  뷰  를  마  치  며
지금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들어보았다.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관생들은 경보발생
시 즉각 대피해야한다. 당시 출입문이 열
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운영사무
실과 경비업체 측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
고 세심한 정기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운영사무실에서는 관리차원에서 관생
들의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보를 잘못 활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
여 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불편
사항이 있을 시 운영사무실 또는 전주대
인스타(전주대 학생 포털서비스) 학생생
활관 불편사항에 직접 문의함으로 적극적
인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흔쾌히 인터뷰에 임해주신

이덕수 학사지원실장에게 감사드린다. 학
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열정적인 모
습이 인상깊었다.

- 박주경기자

스타빌 화재경보, 시스템 문제 아니다.

기 ● 자 ● 고 ● 발 <담당자와의 인터뷰>

▲학생기숙사 담당 이덕수 학사지원실장

예술심리치료학과
10주년 기념전시회

7일(화) 저녁6시에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며,
작은 음악회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를 자유기부형식으로 판매한다.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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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유학생서비스센터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로 다섯 개국의 유학생들과 함께 비정상회담을 했다. 민귀식 한양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
년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1015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4015명으로 2016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난 추세이다. 유학을 오는 나라도 172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한국에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들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학생들을 만나보았다.

▲ 유학생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허진진(중국): 유학 생활하며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살
게 되니, 전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점
이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
었는데 그땐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사랑과(몽골): 유학 생활이라는 자체가 다 좋아요. 다
만 저는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조금 힘
들어요.
·쁘언낮탄(베트남): 저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마
냥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학비 부담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
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세핀(인도네시아): 한국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
를 엄청 열심히 해요. 인도네시아 있었을 때 저는 한국
학생들만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자연
스럽게 같이 열심히 하게 돼서 참 좋아요.
·브루나(브라질): 저는 서양 사람이라서 동양 사람을 많
이 만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친
구들만 있는데 유학을 오니까 중국, 베트남, 몽골 친구
등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사
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
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유학생분들이 공감하시리
라 생각이 드는데 가끔 외롭다는 것이에요. 

▲ 한국과 본국이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A.허진진(중국):　추석 문화가 본국과 비슷해요. 특히 한
국 월병과 중국 월병이랑 비슷해요. 의미는 다르지만요.
여러모로 한국 명절 분위기와 모국 명절 분위기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쁘언낮탄(베트남):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자체가 비슷
해요. 특별히 유교 사상과 같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리
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요? 하
하 (웃음)
·브루나(브라질): 비슷한 점은 음.. 거의 없지 않나 싶
어요. 외모부터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모국어와 한국어 공통점 혹은 특징이 있나요?
A.사랑과(몽골): 한국어와 몽골어는 발음이 좀 다르지만
어순이나 문법은 같아요. 반면에 한국어로 ‘어린이날’은
몽골에서 밤에 햇빛이 반짝반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요. 그런데 한국어로 ‘기침이 난다’라는 말은 몽골어로 너
무 나쁜 말이에요.
·쁘언낮탄(베트남): 한국어로 ‘행복하다’는 베트남어로
‘하이포’라고 하고, ‘후회하다’는 말은 ‘호이한’ 이라고 해
요.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한자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한국에 와서 생긴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는지 궁금해요.
A.쁘언낮탄(베트남): 한국에 와서 노래방에 가는 취미가
생겼어요.
·사랑과(몽골): 저도 마찬가지로 노래방을 많이 가게 된
점과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점
이 한국에서 생긴 특별한 취미 생활이에요.
·조세핀(인도네시아):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많은 게임들이 다 생각나
지 않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뽑자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369게임 등 신기한 게임들을 즐겨하게 되었어요.

▲ 각 나라에 대학생들의 패션 유행이 많이 다른가요?
A.사랑과(몽골): 한국여자들은 세련되거나, 혹은 여성스
러움을 강조해서 입는데 몽골 여자들은 미국 스타일같이
섹시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브루나(브라질): 몽골과 비슷한 것 같아요. 브라질 여
자들도 섹시하게 많이 입어요.
·조세핀(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남자들이 다르게
입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다양하고 멋있게 입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티셔츠에 바지만 즐겨 입어요. 그런데
계절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허진진(중국): 한국 사람들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요.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쁘언낮탄(베트남): 베트남 대학생 남자들은 외모에 많
은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고, 여
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입는 것처럼 예쁘게 입는 것 같아
요.

▲ 각자의 나라에 유명한 먹을거리 추천해주세요.
A.사랑과(몽골): ‘초이왕’이요. 여자분들 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밀가루, 채소와 고기를 같이 먹어요. 여
자가 초이왕 음식을 잘 만들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해요.
·허진진(중국): 중국은 땅이 커서 지방마다 유명한 게
다 달라 추천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 대표적인 음식은
‘훠거’ 에요 한국 샤브샤브와 비슷한 음식이에요. 
·브루나(브라질): ‘페이죠아다(Feijoada)’라고 밥이랑
검은콩을 같이 먹는데, 콩에 설탕을 안 넣고 소금을 넣
어 만드는 음식으로 유명해요.
·조세핀(인도네시아): 섬마다 대표하는 음식이 다른데
제일 유명한 음식은 ‘막소’가 있어요. 나시고랭 같은 음
식인데 고기소로 동그랗게 공을 만드는 음식으로 정말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

는 음식이에요. 
·쁘언낮탄(베트남): 많은 분들
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베
트남은 아무래도 쌀국수가 유명
하고, 맛있어요.

▲ 본국 자랑과 더불어 추천하고 싶은 장소 알려주세요.
A.조세핀(인도네시아): ‘발리와 롬복’이요. 발리보다 더
예쁜 곳은 많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발리라서 추천하고
싶고, 롬복은 꼭 가봤으면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
다가 엄청 아름답거든요.
·쁘언낮탄(베트남): 저는 ‘하롱베이’를 추천하고 싶어요.
하롱베이는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뻐요. 우리나라
는 지도 한쪽이 거의 바다라서 예쁜 바닷가들이 많아 대
부분이 바닷가 가는 것을 추천해요. 
·브루나(브라질): 유명한 곳은 ‘리오(Rio de Janeiro)’
에요. 바다와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고 예수상이 있
는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곳은 제 고향인 ‘상
파울루’에요. 상파울루는 서울만큼 큰 도시이고, 구경거
리나, 먹거리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꼭
추천하고 싶어요.
·허진진(중국): ‘신장성’을 추천해요. 이곳은 진짜 예쁜
데 정치 때문에 무서워서 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래도 정말 예뻐서 추천해요. ‘신장성’은 약간 미국 서부
쪽이랑 비슷해요.
·사랑과(몽골): 몽골에 방문하면 ‘홉스골’이라는 곳에 가
기를 추천해요. 호수가 바다처럼 아주 크고 밤하늘에 별
도 많고 예쁠뿐더러 낮 하늘도 파랗게 물들어 있어서 경
치가 아주 좋아요.

▲ 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 더 살고 싶나요?
A.사랑과(몽골): 저는 한국이요. 몽골이 좋지 않다는 의
미는 아니지만 한국에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어느 정
도였냐면 여덟 살 때부터 한국에 꼭 오고 싶었어요.
·브루나(브라질): 음.. 브라질이요. 발전한 한국에서 사
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에서 살고 싶어
요. 한국이 정말 좋아도 아무래도 편하고, 태어나 익숙
한 곳이 브라질이다 보니 브라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조세핀(인도네시아): 고민되는 질문이지만 저는 인도
네시아에서 더 살고 싶어요. 해외에서 사는 곳도 좋지만
외국에서 살다보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본국에서 살고 싶어요.

기자 소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타국에 와 외로움을 타는 유학생
들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한
국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할만한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은 형편이
좋아서 타 국에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편견이
깨졌던 시간이다. 현재 열심히 전주대학교 재학 중인 모
든 유학생을 응원한다.        - 김하선 기자, 전성희 수습기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한유학생 총계 87,480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04,262

<표 1> 전체 재한유학생의 증감추이 및 비중(2010년~2016년)  (단위: 명)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kr)

외국인 유학생의 비정상회담
‘이심전심, 다양한 국적이 함께 하는 우리’

(색다른Unusual 사람들의 회담)

중국 허진진(호텔경영학과 1학년)      브라질 브루나(한국어연수생 4급)                인도네시아 이라완(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1학년) 

조세핀(패션산업학과 1학년)            베트남 쁘언낮탄(기계자동차공학과 4학년)      몽골 사랑과(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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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주대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
를 극대화 시켜주는 대학이며, 지금껏 정
량 못지않게 정성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힘쓰
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전체 부서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정적인
일의 종류는 그 누구의 상상 이상으로 많
은 종류일 것이다. 대학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정망은 우리대학의 신경시스템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이 오늘과 내
일도 당연히 다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앞서서 시

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은 어느 조직이든
전체의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은

정확하고 치밀한 단계를 거칠수록 그 조직
의 미래는 안정이 될 것이다. 
이번학기 학사일정은 평소와는 다른 변

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원 모두
의 관심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기록적인 장기추석

연휴가 있었고, 중간고사가 있었고, 어찌
하다보니 보강주간 마저 그 뒤를 잇게 되
었다.
모든 일이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 학업은

그 흐름을 놓치게 될 때 다시 원상 복구하
여 이전과 같은 진행으로 올라서기가 상당
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추석 연휴야 온 국민이 모두 함께 일정

을 보내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중간고사
까지도 할 일들이 각자 있었겠지만, 연이
어 펼쳐진 월요일과 금요일을 위한 보강주
간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마저도 강의
에 대한 전투의지가 꺾일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틀뿐인 보강은 15주를 마치고 이틀만
더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틀을 위해 일주
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결정
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학기 학사일정을 만들며 나갈 때 구
성원들이 이번학기 보강주간에 대한 문제
점을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
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진행되
었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수인 것이다. 물론

그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미처 예상치 못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학사일정은 더 심사숙

고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여, 더 좋은 학사일정 흐름의 신경
망이 연결된다면 이번학기에 발생한 뜻밖
의 과정은 좋은 약이 될 것이다. 
개혁과 혁신은 변화하는 학내외 환경에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때 가능해질 것이
며, 우리대학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향한 역량이 넘쳐나는
조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학기 
보강주간

| 글쓰기클리닉  청춘을 경작하다 제11강 |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한다. 불행히도 우리
는 청소년 시기를 다양한 방식보다는 대학
만을 목표로,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살았
다. 또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취업만을 목
표로,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 이
것이 ‘헬조선’인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이 선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닌, 살아남
기 위해 이겨야 하는 ‘경쟁자’로 주변인을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삶의

질(행복지수, 만족도)은 바닥에 떨어졌다.
오늘의 한국은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30대에게 유
행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이다. 욜로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알
려지기 시작했다.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 출연한 류준열에 의해 소개된다. 욜
로는 ‘현재를 즐기고 이 순간에 충실하자’
의 뜻이다. 아쉽게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
고 보자’로 변질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삶
의 질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
에 대학과 취업만이 아닌 삶의 방식을 고
민할 때다. 그렇기에 우선 ‘경쟁’의 인식부
터 변해야 한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서 사귄 친

구보다 청소년기에 사귄 친구가 진짜 친구
다”는 소리를 들었다. 일부분 공감되지만,
이면에는 '대학 친구는 청소년기의 친구보
다 더 강력한 경쟁자다'는 인식이 깔려있
다. 과연 그런가. 경쟁자는 항상 존재한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대학을 가기 위해 넘어
야하는 경쟁자였고, 대학 친구는 취업 경
쟁자이며, 취업 후에도 경쟁자는 계속 나
타난다. 끊임없이 나타날 경쟁자를 넘어서
고 쓰러뜨려야하는 삶, 영원히 주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삶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삶의 질을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뜨
린다. 즉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주변인
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쟁자’는 누

구인가.
지난 이야기 하나,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

다. 대학시절 연극제작 실습이 시작되면
모든 배우들은 중요 배역에 캐스팅되려고
혈안이었다. 중요 배역에 캐스팅되지 못하
면, 눈물을 흘리거나,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중도하차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다.
희망배역에 캐스팅되지 못하면 속상하다.
그리고 좌절한다. 그렇지만 캐스팅되지 못
한 탓을 ‘경쟁자 때문이지, 자신의 역량부
족 때문이 아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
자신은 알고 있다. 진짜 경쟁자는 자신이

고, 뒤쳐졌고 느릴지언정 자신과의 경쟁에
서 한 걸음 한 걸음은 동반자와 어깨를 나
란히 해준다는 것을 안다. 주변인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을 비교하자,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
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 나가
는데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
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
도록 하면 되는 거야” - 한비야, ‘지도 밖
으로 행군하라’ 중에서

경쟁이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지만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
면 한다.

새것의 유쾌함
1963년, <신사는 새것을 좋아한다>는 코
미디 영화가 개봉되었다.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가 있었다. 그들에게 권태기
(Marriage Blue)가 찾아왔다. 이들은 함
께 하는 시간이 지루해서 서로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이때 프랑스에서 처제가 찾아왔다. 남편은
처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자 아내
는 자기 여동생의 옷을 입고 남편 앞에서
처제 행세를 한다.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
고 처제로 분장한 아내를 좋아한다. 남편
은 안경만 벗으면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
할 수 없었다.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부는 권태기를 떨칠
수 있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것을 좋아한다. 그

래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 문구에는
‘새것’이라는 말이 범람한다. ‘새것처럼 뽀
송하게 세탁해줘요!’라든가 ‘새것 같은 중
고 가구’ 또는 ‘항상 새것처럼 나오는 볼펜’,
‘새것처럼 고쳐내는 가방 수선의 달인’, ‘새
것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등.  게다가 남과
달라 보이고 싶다는 감정도 새것처럼 보이
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남과 다
르게 일하는 법’,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남과 다르게 살고 싶은 청춘들’ 등.
잘 쓴 글은 독자로부터 ‘재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때의 재미는 유머(humor)가

아니다.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소식, 새로
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해석을 담
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시험 답안지
도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표현을 담아
작성하면 채점자로부터 ‘재밌는 답안’이라
는 평가를 받는다. 즉 재미의 핵심은 새로
움이다.

말랑말랑한 촉감
20만 년 전부터 인류는 스스로를 호모 사
피엔스(Homo Sapiens)로 자처했다. ‘생
각하는 인간’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는 말이다. 이 말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현생 인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신체적으로 열등한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
한 언어와 문자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기
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새것을 추구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소통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최근에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뇌과학에서는 ‘뇌에 가장 좋은 것은 말랑
말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뇌과학
자인 장동선 박사는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라.’고 권
한다. 
‘말랑말랑하다’라는 말은 ‘연하고 부드러

운’ 촉감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이 형용
사는 ‘딱딱하다’의 상대어이기도 하다. 대
개 ‘딱딱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데 비하

여 ‘말랑말랑하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꼽 주변이 딱딱
해지면, 딱딱한 변이 나오면, 모유수유 중
가슴이 딱딱하다고 느끼면’ 등 대부분 ‘딱
딱하다’라는 말 뒤에는 ‘병원에 가야한다.’
거나 ‘치료를 해야 한다.’ 등의 걱정스런 표
현이 뒤따른다. 반면 ‘말랑말랑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같이 말랑말랑한 피부’, ‘말
랑말랑한 어묵의 식감’, ‘말랑말랑하게 읽
기 좋은 소설’, ‘말랑말랑한 느낌의 완구’,
‘말랑말랑한 소재의 신발’ 등 대개 자랑하
는 투로 상대방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글도 말랑말랑해야 독자를 재밌게 만든

다. 세상에 나온 지 백년이 훌쩍 지난 고
전소설 <심청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대인에게까지 재밌게 읽히는 비결은 무엇
일까. 그 비결은 진지하고 슬픈 심청 이야
기에 속없이 경박한 뺑덕어멈 이야기를 섞
어 말랑말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랑
말랑한 글이 독자에게 재밌게 읽히듯 사람
도 말랑말랑해야 호감을 사는 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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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독일 동북부의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Wittenberg) 에서 예
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을 서쪽 끝에
있는 궁성교회 정문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렸
고 검정색 수도사 의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무
엇인가를 적은 종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는 비장한
표정을 짓고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결
심한 듯 교회 정문에다 가지고 있던 종이를
붙였다.

사람들은 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여 다들 벽보
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황을 향
한 95개 조항(Martin Luther’s 95 The-
ses)의 반박문이었다. 그 중 몇 조항을 보니,

제5조 교황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나 교회법
에 의해 부여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죄의 형벌도 면제해줄 의지를 가져서도 안
되며, 그러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The pope neither desires nor is able to
remit any penalties  except those

imposed by his own authority or that
of the canon.

제21조 그러므로 교황의 대사면(大赦免)
조치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죄와벌이 사면 받
을 수 있다고 외치면서 면죄부를 사도록 설교
하는 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Thus those indulgence preachers are in
error who say that a man is absolved
from every penalty and saved by papal
indulgences.

제86조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오늘날 교황
의 수입은 세계 최고의 갑부들 중의 갑부를 능
가한다. 그런데 왜 그는 성 베드로성당이라고
하는 교회하나 조차도 자기 자신의 돈으로 짓
지 않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교인들의 호주

머니를 털고 있는가?”
Again, “Why does not the pope, whose

wealth is today greater than the wealth
of the richest Crassus, build this one
basilica of St. Peter with his own money
rather than with the money of poor be-
lievers?”

제95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
가는 것은 거짓 평강에 대한 확신을 통해
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임을 더욱 확
실하게 믿게 하라. (사도행전14:22)

And thus be confident of entering into
heaven through many tribulations rather
than through the false security of peace. 

벽보를 본 사람들은 뜻밖의 내용에 놀라움

을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교황을 향해 직격
탄을 날린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황제라
할지라도 교황에게 잘못 보이면 생사가 갈리
는 때였다.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시
대에 감히 그에게 대들다니, 저 사람은 도대
체 누구야?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은 아
닌가? 하며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사람은 바로 마

르틴 루터(Martin Luther)였다. 그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아이제나흐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18세가
되던 해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였다. 마르
틴 루터는 그 대학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법
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영적 갈
등으로 괴로워하였다. 그러던 중 1505년 7
월 2일 밤 에어푸르트 근교에서 벼락으로 쓰
러지면서 수도사가 될 것을 서원하였다. 

이로 인해 루터는 보름 후에 엄격하기로 소
문난 아구스티누스파 수도원에 들어갔고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수도
원장의 명으로 활동 무대를 비텐베르크로 옮
겨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비텐
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개 수도사 출신으로 겨
우 대학 교수 5년차인 그가 큰일을 저지른
것이다. 
탕, 탕, 탕하며 교회 정문에 벽보가 붙여지

는 그때가 그동안 유럽인들이 품어왔던 가톨
릭교계의 부조리에 대한 반감이 수면으로 떠
오르는 순간이었고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
꾸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었
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독일 국민과 유
럽 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종교개혁 운
동은 들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2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집, 마르틴 루터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시한 비텐베르크의 궁성교회

▲ 95개 조항이 붙었던 교회 정문 ▲ 루터가 태어난 집 ▲ 루터가 유아세례 받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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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퀴즈는 자음퀴즈입니다. 

전주대신문의 애독자들에게는 식권이 이미 “린정 어 린정!!!”
871호의 나온 단어 안에서만 출제하였으니 잘 찾아보세요

최근 한일관 주인을 물어서 사망하게 한 견종으로 알
려진 프렌치 불독은 1860년대 영국에서 유행하던 잉
글리쉬 불독이 프랑스로 건너가 개량 되어진 품종으
로서 퍼그와 테리어 등과 같은 여러 종과 교배를 거치
면서 현재의 특징이 이루어졌으며 원산지는 프랑스이
다. 즉 중형의 잉글리쉬 불독을 소형화하여 실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프렌치 불독
이다.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구조상의 전
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
고, 전통 가내 수공업에 종사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
리를 잃게 되었는데 기계의
발달로 일자리를 빼았긴 노
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산업화
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던 북부
프랑스 노르망디지역으로 이주
하거나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때, 노팅엄지역의 불독들
이 프랑스로 유입된 후 개량되어 1800년대 후반 상
류사회 전체에 급속도로 퍼졌고 예술가의 그림에도
자주 등장하는 상류층의 애완견으로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체고는 25∼32cm, 체중은 10∼13kg정도, 수명
은 10∼14년 이며 커다란 머리와 박쥐처럼 생긴 귀,
뭉툭한 다리와 약간은 휘어진 형태의 다리가 특징이다.
프렌치 불독은 장미 귀(뒤쪽으로 쓰러져 접히는 귀)
와 박쥐 귀(박쥐처럼 크고 곧은 귀)를 가진 것으로 나
뉘는데, 유럽에서는 장미 귀, 미국에서는 박쥐 귀를
가진 개가 더 인기가 좋다. 프렌치 불독은 불독과 비

슷하지만 미국에서 개량되면서 꼿꼿이 서 있는 박쥐
모양을 한 귀와 더 구부러진 다리, 태어날 때부터 잘
린 듯한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털은 짧고 가늘며 윤기가 있고 털색은 얼룩무늬, 흰
색, 엷은 황갈색, 검은색 등으로 다양한데 갈색과 크
림색은 영국에서는 인정되지만, 유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털은 장모종이 아니기에 엉키는 일은 없
으나 털 빠짐과 털 날림이 심해서 비염이나 털 알러지
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여야 한다.
외모는 머리가 크고 두 귀 사이가 평평하며, 이마는
약간 둥글고 주둥이는 폭이 넓다. 볼의 근육이 잘 발
달하였으며, 코는 매우 낮고 비경은 검은색이다. 눈은
적당한 크기이며 두 눈 사이의 간격이 넓다. 목은 두
껍고 피부가 늘어지며 몸체는 짧고 둥글며 등은 가

운데가 볼록하다. 실내에서 기르기 적당한 크기
로 명랑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단단한
체력과 넘치는 활력으로 친근감을 주고 장
난을 좋아하지만 짖는 일이 거의 없어 가
정견으로 적합하고  영리하고 용감하여
경비견으로 이용한다.
프렌치 불독은 고집이 세기도 하지만, 대

체로 훈련시키기가 쉬워서 유명인들이 많
이 기르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울버
린의 휴잭맨 등이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운동과 산책을 시켜 주어야 하며, 더위
에 약한 견종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에서
키우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이 필요
하며 질병으로는 지루성피부염, 음식 알레르지, 각막
염, 결막염, 안구탈출 등을 비롯한 안과 질환이나 폐
렴, 비만등의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박범전

프렌치 불독
(French Bulldog)   

볼견애견[볼見애犬]

1. [ㅈ ㅈ ㅁ ㅎ ㄹ] 7면

2. [ㅊ ㄱ  ㅎ ㄱ  ㅅ ㄱ  ㅈ ㅅ]  11면

3. [ㄷ  ㄱ ㅎ  ㄷ ㅎ]  1면

4. [ㅈ ㅂ ㅇ  ㅃ ㄱ ㅅ  ㅇ ㅇ ㄷ]   3면

5. [ㄱ ㄷ ㄱ  ㅁ ㅁ ㅅ ㅎ]   1면

11월 11일  
<2017 거미 콘서트: STROKE>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모악당

거미가 친 거미줄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팬들이 많으시죠?

전국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전주 공연, 
놓치지 않을꺼에요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똥나오즈> 

수시고사로 수고하신 당신에게 오(달)지는 음악회를 소개합니다
요즘 전주가 매우 핫! 하긴 하나 봅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전주를 배경으로 한 예능프로를 볼 때라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더불어 많은 뮤지션들이 전주시민을 위해 준비하고 있네요. 우선 11월 2, 3주차의 대표적인 공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71호 정답자
1.전기전자공학과 박지훈
2.경배와찬양학과 이윤선
3.전기전자공학과 김선관  
4.작업치료학과 봉경주  
5.행정학과 조성원 
6.수학교육과 오수연 
7.수학교육과 이현미 
8.행정학과 임알라 
9.물리치료학과 이진욱 
10.물리치료학과 김태양 

11월 11일 2017 정동하 콘서트 
<THE ARTIST : 소리>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거미와 함께 <불후의 명곡>의 전설로 남은 
정동하, 그 또한 전주에 자신의 울림을 새기기
위해 다가옵니다. 미식(美食) 을 위해 쓰인 돈,

이제는 귀에 양보하세요.

11월 11일 신지아 바이올린 리사이틀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서고 있는 자랑스런 전주
의 딸 신지아!  순수 국내파의 힘을 보여주는 
그녀는 ‘K클래식 여제’ 답게 날카롭고 화려한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많이들 찾아 가이소~~

※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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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의 최고의 장점은 신시가지 메인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점이다. 전주대학교 학

생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

깨끗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체험들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으며 VR 체

험뿐만이 아니라 인형뽑기나 사격, 다트 등이 다양하게 완비되어 있다. 이용권 결제

시에도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카페가 함께 준비

되어 있어 먹을거리 또한 놓치지 않고 있으니 VR 체험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한 번

쯤은 방문해볼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다만, 멀미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약간의 멀미

를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엄청나게 고퀄리티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79 대산빌딩

063) 221.9799

평일_11:00-02:00 / 주말_10:00-02:00

평일 6종 패키지 이용가격 

(카레이싱+플라이+VR레이싱+

스탠딩+패밀리+사격or다트)

초등~중등:15000원

고등~성인:20000원

도심 속에서 전시회 관람과 함께 차 한 잔 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 다

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다. 음

료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와 색연필이

마련되어있다. 따듯한 분위기를 주며 편히 쉬었다 가고 싶은 느낌을 준다.

이 곳의 갤러리는 다른 작가님의 작품으로 매번 교체된다. 이 곳에서는 써

드웰의 좋은 친구들이 생산하는 굳프랜즈 상품들과 전주출판사 책을 10퍼

센트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다. 써드웰에는 병뚜껑 자석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도 매우 좋을 것이다. 체험문의는 카운터를 찾으

면 된다.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23 2층

063) 285.6149

월~토 10:00-24:00 / 일요일 10:00-22:00

시끄러운 곳에서 떠나 자연을 느끼며 책을 읽고 싶다면 시집을 적극 추천한다. 논밭을 지나 갈대숲

을 지나 걷다보면 “여기에 카페가 있다고?” 라는 물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자연 속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카페가 나온다. 사장님의 안목으로 직접 인테리어 한 이 카페는 삼각형의 구조로 이목을

끈다. 카페 내부엔 카페 이름답게 시집이 즐비해있다.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카페는 편안함을 가져

다준다.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음악에, 좋은 음료에 심취해 자연을 누리다 보면 힐링 됨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카페 앞에 산책길도 있으니 차를 조금 멀리 세워두고 걸어오는 것도 좋을 만하다.

전주시 완산구 중평길 18-36

010.7640.8787

11:30-22:00 / 매주 월요일, 11월 26일, 12월 12일 휴무

우리에게 가을이 찾아왔지만 함께 수시고사도 찾아왔었다. 수시고
사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당신을 위해 전주 내 4곳의 이색
카페를 탐방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해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
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
과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 박주경, 표은혜 수습기자

궁수가 되고 싶을 땐

보우앤애로우

특별한 데이트를 보내고 싶다면

VR월드 STATION

도시에서 벗어나 
책 삼매경에 빠지고 싶다면

시집

전시회를 좋아하는 당신이 가봐야 할 곳

써드웰(THIRD WELL)

올림픽에서만 바라보던 양궁을 직접 쏴볼 수 있는 기

회!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카페이다. 어떻게 활을 쏘는지 몰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직원의 친절하고 섬세한 설명으로 누구나

쏠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장비가 조금 무거울 수 있

지만 적응되면 훨씬 나아진다. 활을 쏘다가 출출해질

때는 바로 옆에 음료와 먹거리가 준비 되어있는 카페

가 있어 배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우앤애로

우에서는 랭킹전 이벤트도 마련되있으니 신기록을

세워 상품을 받아가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참고로

이벤트 참가비는 5천냥이다.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2 

063) 222.1184

매일 13:00-23:00

20발_ 1인 6천원 / 40발_ 1인 1만원

시험에 지친 당신을 
위한 전주 이색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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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있는 람풍에서의 일이다. 어
둑어둑할 무렵 시내가 한 눈
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산
엘 올랐다. 건너편 높은 산
마루에서 날아오는 비늘구
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곱게
걸렸다. 갑자기 람풍 전체가
마치 굿판을 벌여 놓은 듯
흐느적흐느적 엉키는 소리
로 요란해졌다. 시내에 있는
2만2천여 개 사원에서 일제
히 ‘무아찐’이 울렸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신호이다. 

▼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
가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무
조건 다섯 가지 의무에 충실
해야 한다. ‘무함마드는 알라
의 사도이다’라고 선언하는
‘샤하다’, 하루에 다섯 번 예
배를 드리는 ‘살랏’, 가난한
자, 장애자, 억압 받는 자를
돕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
부하는 ‘자캇’, 이슬람 달력
으로 아홉 번째 달 동안 행
해지는 단식인 ‘라마단’, 무
슬림이라면 일생에 꼭 한 번
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 ‘하지’이다.
그 ‘하지’를 앞둔 전날 밤이
어서인지 이곳저곳에서 터
져 나오는 아잔과 무아찐 소
리가 뒤섞여 큰 물줄기처럼
꿈틀댔다. 삽시간에 람풍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었
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
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
니 인도양에서 시원한 바닷
바람이 불어 왔다. 그렇다.
바람이었다. 사람을 바짝 긴
장 시키는 칼바람이나 추위
가 없기에 사시사철 무더운
람풍을 식힐 바람이 불어야
했다. 람풍에게 필요한 것은
매인 것을 풀어 자유함을 누
리게 할 진리의 바람이었다. 

▼ 하나님이 주셨기에 먼
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전주대학교도 이제는 앞장
서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라
는 그늘 속에서 겨우 생명만
을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는
미전도종족, 무지하기에 애
끓게 살아가는 람풍 같은 종
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
봐야 하는 이유이다.  “진리
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유롭게 하리라” 

(요8:32).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일상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감
사와 기쁨으로 산다면 그게 곧 천국입니다. 날마
다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삶의 주인공
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전 두 가지 원
리를 함께 생각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입

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곧 천국이고, 천국

의 원형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절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했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
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기쁨
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것 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고 흔들리
지 않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
는데 그 분은 바로 예수님 입니다. 예수님은 절
대 기쁨이고, 절대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노래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있
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순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에서도, 기뻐서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심 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난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의 서신서가 아닙니까. 이러
한 삶의 비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
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서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천국을 날마다 이 땅에서 맛보

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가까이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일상 속에 이미 천국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 일상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있
음’을 잘 알아차려보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나
라가 이미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
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것
들을 주셨는데, 그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우
리는 ‘없음’ 알아차리는 데에 거의 선수들입니다.
일상 속의 천국을 맛보는 비결은 있는 것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음’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며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
운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있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
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
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천국
을 느껴서,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뿐
아니라, ‘없음’을 보고 불행해 하는 자들에게 ‘있
음’을 보여주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기 원합니다.

조광훈 목사
(팔복교회 담임)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마태복음4:17)       

진리의 샘

사람은 모두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아
주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계
속적으로 자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
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
통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
것은 자기만의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언제
나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
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
면 잘 압니다. 그들은 보통 공부하기를 싫어
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서 다양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지식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기 위주의 생
각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생각하면서 객관
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직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고집
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게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돈이나 많이 벌려 하고
또 잘못된 길을 쉽게 따라갑니다. 그럴 때면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
고 잔소리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무

질서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
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어떤 교훈이나 권면에 대해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권면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신앙은 사람이 선택해
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
도 그만이라면 적당하게 말하고 나중에는 포
기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것은 당장은 상대에
게 욕을 먹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지
만 안 믿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세상에는
강요해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전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수양의 차원이 아니고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말 긴급하고 중요
한 문제입니다.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문제입
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오히려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상하고

핍박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진리를 알고부터
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
람이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로 가
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길
이 죽는 길인지 모르는 사람은 당시에는 길을
막는 사람이 귀찮고 심지어 밉기까지 할 것입
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임을 알아야 합
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신앙을 권면하고 이야
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 참으
로 행복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사람
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글 어린
아이와 같은 고향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또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
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
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그
것을 누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혹시 당
신에게 신앙을 애타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
면 당신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선택이 아닌 사느냐 죽느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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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전

2017년10월18일(수) 오후3시에 스
타센터 갤러리 3층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이 진행
되었다. 대학교회 한병수 목사의 기도
로 전시전의 개막을 알렸고 이외에도
축하 격려사 순서로 이호인총장은 최
미정작가를 포함한 작업에 수고하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4번째
오직 성경 하나님의 찬란
한 영광 삼위의 춤을 비롯
한 신작 10여종과 이전
작품들을 함께 볼 수 있었
다. 또한, 성화 작품과 초
기의 한글 성경 등이 2부
로 나뉘어 전시된다. 1부
는 종교개혁에서부터 한
글성경번역, 2부는 서서
평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구성되
었다.
특별히 최미정 작가의

대표 작품인 ‘하나님의 찬
란한 영광’은 전체적인 구
도는 캔버스 전체 길이를
3등분 하여 3막의 무대

를 만들었다. 첫 번 째 막에서는 인간
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서
“오직 성경”에 대한 각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제 2막에서는 개혁의 바
람을 몰고 오는 영웅들이 등장함과 동
시에 루터와 그 뒤를 이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려는 칼뱅과 그 후예들, 그
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개
신교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모습을 발
견할 수 있다. 제 3막에서는 불길을
통하여 영어 성경을 편찬한 틴데일의

화형식을 시작으로 뒤를 이어 피의 여
왕 메리의 등장으로 더욱 거세지는 작
품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단의
장면에서 바흐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
로 분명해짐을 발견과 동시에 이는 하
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함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작품을 그려낸 최미정 작가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던지신 폭탄이
다. 또한 성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역

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
하는 ‘실현장’ 이라고 했
습니다. 여기 특별전에서
는 특히 종교개혁은 그
때 그 사실을 미술화 시
키고 각색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른 표현을 해보
았습니다. 부디 오셔서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고 전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2017년
11월 28일(금)요일까지
스타센터 갤러리 3층에
서 진행된다.

- 김하선 기자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단들
캠퍼스에서의 이단 활동은 학기 초와 학
기말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학기 초
기에는 많은 포교대상자들을 물색해야하
고, 학기 말에는 방학을 통해 활동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캠퍼스에서는 지금 가장 주의 깊게 이단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대중매체도 이단
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
다. 그 예로 2017년에만 해도 여러 이
단들의 피해사례들이 공영방송에 의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케이블 TV에 방송되었던 “구

해줘”라는 드라마에서도 여러 이단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그 피해사례를 나타내

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라
마를 보면 백교주가 위암말기 환자를 치
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장면은 할렐
OO 기OO의 성령수술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모”가 되어야 한다며
여자주인공을 겁탈하려고 했던 장면은
JOO의 상록O의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
됐다. 또한 모든 음식에 공병에 담겨있던
물을 뿌려 먹는 모습은 만민중OOO를
연상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 참으로 하든 어
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부분
은 신OO의 모략포교 방법과 유사하며,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장면

은 “예수중OOO”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단들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명목 하

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
들이 이뤄진다.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사
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이단에 빠
져 세뇌된 이후에는 쉽게 볼 수 있던 사
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 하면 살
펴봐야 한다. 방송사에서도 이단들의 피
해사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직
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해줘’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
된 내용들은 픽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

금도 이단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캠퍼
스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해외봉사활
동, 여러 가지 무료 교육, 상담, 심리검
사, 적성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포교할 대상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
해야 할 것은 이단들의 세뇌이후에는 그
것이 마친 진리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며, 절
대로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 등)를 노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체 주의하세요!>

▲ 독특한 영성훈련으로 4년간 ‘공동체훈련’을 하고 있는 경배와찬양학과 학생들의 한옥마을 나들이

예배안내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반을 모집
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
나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는 은
혜로운 프로그램이다. 교직원, 학생 누구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 원하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
게 신앙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
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
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내선 2174, 대학교회 205호)

선교봉사처는(처장 양병선)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예배를 11월 15일(수) 오전
11시 대학교회에서 드릴 예정이다. 이날 예배에는 이병우
목사가(예은교회) 말씀을 전하며, 특별순서로 교수선교회
에서 준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특별히 추수감사예배를 맞아 선교봉사처에서 소시지 바비
큐&핫도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으로 기뻐하며 추
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11월 추수감사 교직원예배
♥ 초대합니다♥

▲ 전시회에서 그림을 설명하는 최미정 작가



The JJ Globe No. 872
November 8, 2017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Hyoja-dong, Jeonju, Korea Tel :063-220-2441 Publisher Ho-in Lee,

Biweekly News

Ngày thứ sáu của tuần cuối cùng tháng
10, mặc dù tiết trời trở lạnh, nhưng
chúng tôi, những sinh viên củ trường
ĐH Jeonju lại có được một ngày trải
nghiệm văn hóa vô cùng thú vị với rất
nhiều cung bậc cảm xúc tại Lotte
World. Chúng tôi thật sự rất háo hức
mong đợi ngày này, nhất là các bạn tân
du học sinh, vẫn còn xa lạ với Hàn
Quốc, với rất bao điều lạ lẫm mong
được khám phá.. 

Do chúng tôi khởi hành khá sớm nên
hành trình đến với Lotte World đã làm
hao mòn ít nhiều sinh lực của chúng
tôi. Nhưng vừa đặt chân đến nơi, điều
kỳ diệu đã xảy ra, nét bơ phờ mệt mỏi
ấy bỗng chốc tan biến, thay vào đấy là
tất cả mọi người chìm vào không khí
sôi động của Lotte World. Chúng tôi
nhanh chóng chụp vài tấm hình lưu
niệm, rồi nhanh chân vào khu trung
tâm, ôi, ngất ngây bởi một biển người
và choáng ngợp với một không gian
tuyệt đẹp.
“Wow! Thật tuyệt vời!!!!!”

Thật không thể tin được. Quang cảnh
trước mắt tôi chính là thiên đường của
hoàng tử và công chúa. Chúng tôi

quyết định sẽ đi theo nhóm, những
người cùng sở thích. Brazil, VIệt Nam,
Trung Quốc, mặc dù không cùng quốc
tịch nhưng chúng tôi cùng sở thích
chơi trò chơi mạo hiểm nên quyết định
đi cùng nhau. Càng đi thì càng nhiều
trò chơi hấp dẫn, nhiều cảnh để ngắm,
nhiều chuyện để giật mình .... 

Trong nhiều trò chơi vậy, chúng tôi
quyết định sẽ chơi trò Gaint loop.
Người chơi  xếp thành hàng dài. Thời
gian chờ đợi hơi lâu, nên chúng tôi
tranh thủ chia sẻ với nhau những
chuyện về quê hương của mình, cũng
như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Sau
khoàng hơn 1 tiếng rưỡi chờ đợt thì
đến lượt của chúng tôi. Thú thật, tôi
bỗng có cảm giác rất sợ, nhưng cảm
giác muốn được thử sức lại lớn hơn.
Và khi trò chơi bắt đầu, tim như muốn
nhảy ra khỏi lồng ngực. Vòng quay
càng lúc càng nhanh, tôi sợ quá, nhắm
tít mắt lại, miệng la thất thanh. Rồi thì
vòng quay chậm lại, cảm giác tiếc nuối
lại trào dâng, một vài phút ngắn ngủi
thôi mà bao nhiêu thứ cảm xúc đan
xen khó tả, làm dịu đi những căng
thẳng lo toan chuyện học hành thi cử.

Nhìn lại đã 12h30. Bụng đói, chúng tôi
quyết định đi ăn. Không biết phải vì
thức ăn ngon không mà cả hàng người
dài xếp hàng, lại có thời gian để nói
chuyện với nhau, với thầy cô giáo. Xếp
hàng vậy, nhưng không một ai cáu
kỉnh, nhăn nhó mà cùng nhau vui vẻ
chờ đợi. Bạn cùng lớp với bạn Brazil,
bạn Philippine lại đến cùng ăn, không
khí lại càng vui hơn. Vừa ăn chúng tôi
la6i vừa tính xem sẽ chơi trò gì tiếp
theo. Tất cả chúng tôi đều muốn trải
nghiệm tất cả các trò chơi, nhưng thời
gian thì có hạn nên quyết định sẽ chơi
2 trò chơi đáng sợ nhất. Chắc chắn là
sẽ rất đông người, nhưng chúng tôi sẽ
kiên trì chờ đợi. 

Bất ngờ, tôi đă gặp một tai nạn. Thời
gian còn lại để chơi là 2 tiếng 30 phút
mà tôi lại làm mất vé vào cửa. Tôi
không biết mình đánh mất ở đâu, càng
nghĩ tôi lại càng tự trách bản thân mình
hơn. Nhưng may làm sao, nhân viên
không soát vé, thế là tôi được chơi.
Mừng như em bé được cho kẹo vậy đó

Đã đến giờ về, tiếc lắm, bước chân
nặng trĩu ra bãi giữ xe. Lòng không
muốn về. Gặp nhau, chúng tôi lại kể

với nhau những trò chơi đã chơi. Nào
là nhà ma, biểu diễn nghệ thuật, có bạn
lại nói về món ăn đã được thưởng
thức. Càng nghe, tôi lại càng thấy tiếc
những cái mà mình chưa được trải
nghiệm. Nhưng cũng chỉ được một lúc
thôi, từng bạn, từng bạn một chìm vào
giấc ngủ ngon, không gian như tràm
lắng lại. Mình tôi với ngổn ngang suy
nghĩ. Hôm nay thực sự là một ngày vui,
những căng thẳng do học hành thi cử
đã biến mất, những lo lắng muộn phiền
cũng tan biến đi, về nhà phải cố gắng
học hành hơn nữa. Và bạn bè như
xích lại gần nhau hơn nữa 

Cảm giác bỡ ngỡ xa lạ ban đầu được
thay thế bằng cảm giác thân thuộc. Tất
cả như một cuốn phim quay chậm, tôi
nhớ những kỷ niệm ở đất nước Hàn
Quốc như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những giáo viên dạy tiếng, bạn bè và
tất cả những người Hàn wung quanh
tôi, lạ cũng như quen, khung cảnh thân
thương và trường ĐH Jeonju, ngôi
trường đã mang đến cho tôi cơ hội học
hành...

Trải nghiệm văn hóa trong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Đại học Jeonju

Lớp 4E Nguyễn Thị Kiên Việt Nam

▲가을교정사진, 학생기자 사진전 우수작, 유경현 수습기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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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84 a young man died, and
after the funeral his grieving par-
ents decided to establish a memorial
to him. With that in mind they met
with Charles Eliot, president of
Harvard University in his office.
After they expressed their desire to
fund a memorial, Eliot impatiently
said, "Perhaps you have in mind, a
scholarship." "We were thinking of
something more substantial than
that….perhaps a building," the
woman replied. In a patronizing
tone, Eliot brushed aside the idea as
being too expensive and the couple
departed. The next year, Eliot
learned that this simple couple had
gone elsewhere and established a
memorial named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better known
today as Stanford. They gave $26
million dollars. Eliot is definitely not
as wise as he thought he is as he
misjudged the couple completely. I

would like to look how we can live
wisely. 
I. Wise believers know how to live.
Verse 15;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 not as unwise but as
wise.” Paul said to be careful how
you live, as wise people not as fool-
ish. When the Bible speaks of a fool,
it is not talking of someone who
might have intellectual limitations,
rather, it speaks of the person who
is without Christ and as a result
lives a life of foolishness. If we as
believers are careful in how we live,
we will learn how to be careful in
what we do and where we go. When
we are not careful, temptation lures
us into unwise behavior. Do you
know what gets most Christians in
trouble? They have made no plans
for how to avoid falling into temp-
tation. An eagle was soaring high
above the forest looking for some-
thing to eat during the spring thaw.
As he followed the course of a river
he looked down and saw a small ro-
dent trapped on a piece of ice float-
ing down stream. Seeing an easy
meal, he swooped down, landed on
the ice, killed the mouse and began
to eat. As he continued his meal, he
saw that he was rapidly approach-
ing a water fall, but he was deter-
mined to finish eating as he had no
worries and would just fly off any
time he wanted. As the ice neared
the falls, the eagle finished his last
bite and then attempted to rise sky-
ward. While enjoying his meal how-
ever, he had failed to notice that the
warmth of his feet had caused his
claws to become embedded in the
ice. He could not dislodge himself

and fell to his death on the rocks
below. Are we aware if we are em-
bedded in the world? Paul taught we
need to know how to live. 
II. Wise believers seize the day. 
Ephesians 5:16,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 opportunity of a
lifetime must be seized in the life-
time of the opportunity. Carpe Diem,
“seize the day.” We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on earth. Paul tells
us to make the most of every op-
portunity. We must learn to seize
the day. The call of Christianity is
unlike that of the world. The world
focuses on what you can get out of
life. A Christian should focus on
what they can give. Too many
Christians are no longer fishers of
men but keepers of the aquarium. A
study asked people to use single
words to describe Jesus. They re-
sponded, "Wise, loving, accepting,
compassionate, gracious, humble."
Then they were asked to use single
words to describe Christians, they
said, "Critical, exclusive, self right-
eous, narrow and repressive.” We
must rememb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good news and
being the good news. Paul states
wise believers are to know how to
live, and they are to seize the day. 
III. Wise believers understand God’s
will. 
Ephesians 5:17,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Knowing God’s will is
not based on a feeling we might
have because feelings change, it is
based on knowing God and His
Word. Romans 12:1-2, speaks of a

transformation which takes place
when we walk in the light. Abraham
Lincoln said, “I don’t think much of
a man who is not wiser today than
he was yesterday.” Wisdom is some-
thing every Christian should ask
for. It requires wisdom to under-
stand wisdom; the music is nothing
if the audience is deaf. 
A small boy had been consistently
late for dinner. One particular day
his parents sternly warned him to
be on time, yet he arrived later than
ever. He found his parents already
seated at the table, just about to
begin eating. Quickly he sat at his
place, and then noticed a slice of
bread and a glass of water was set
before him. There was silence as he
sat and stared at his plate. Slowly
he saw his father's hand reach over,
pick up his plate and set it before
himself. Then his dad placed his own
full plate in front of his son, smiling
warmly as he made the exchange.
When the boy became a man he
said; "All my life I've known what
God was like by what my father did
that night." 
Jesus clearly taught us that we
were to emulate Him with our lives.
We are called to be transformed into
his image. The wise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e will of God is that
we are to emulate Christ. We are
Christ followers. We are not Christ
fans. Fans sit on the sidelines fol-
lowers get involved. Followers are in
the midst of the action. We must be
men and women of action. It is time
to seize the day and let Jesus be
Lord of every aspect of your life. 

How Should We Live? (Ephesians 5:8-17) 

By Scott Radford

Tests have become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The Korean govern-
ment has resumed Ilje Gosa, which is
a nationwide scholastic achievement
assessment. Some people say it will
let them know where they are or
where the children are in the studies,
but I think that the test will do more
harm than good. 
First, schools, students, and parents
focus on the scores and rankings
only. Schools will teach how to get
good scores instead of really master-
ing subjects. Student don’t have the
time to think about their dreams, or
they just study because they pres-
sured by grades.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be number one, they have
no interest in second place.
Second, the test will only increase
the burden on families. Many stu-
dents go to private institutes to study

for the test, and their parents pay for
it.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id
a survey on how much spending each
average family spent per month on
tuition. Family spend on average was
250,000 won for each child. If they
have two children, that’s a lot of
money. Many schools and teachers
have tried to remove the test espe-
cially in elementary school, but it’s
not easy.
If schools, students and parents
focus only on the teat scores, and
parents should pay a lot more money
for tests continually, our future won’t
be bright. Test skills and high grades
are not necessary to get through life,
we should give the kids a break and
lead them to think about their future
more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tests. 

- Jo Eun Byul

Testing 
Many science fiction movies show us
problem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Various robots have ap-
peared on these movies, and they
show issues of AI in the future.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re is an ongoing debate about the
risks they pose among scientists,
lawmakers and philosophers. I think
we must prepare solutions for how
to control AI against the dangers
caused by it because AI can surpass
humans and threaten our lives. 
First of all, AI is more intelligent
than humans. For example, AI beat
Lee Sae Dol who is a famous go
player, so people were shocked. An-
other example is Siri, a kind AI that
can talk to you and process com-
mands quickly and efficiently. Peo-
ple have begun to rely on AI because
it’s very smart. As a result, we will

lose our creativity and humidity.   
Next, machines already have re-
placed human labor at many com-
panies. AI also may replace most
human labor because of its infinitive
possibilities. For example, it is used
by scientists, doctors, and computer
programmers, just to name a few. It
will be more widely used in the fu-
ture, so we must be concerned about
rising unemployment rates.
Eagle Eye and I, Robot showed
people that AI can easily home
human lives. If humans can’t control
AI the world will be controlled by it,
so we nee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dangers and unpredictable re-
sults that could arise from AI. AI
will provide convenience to humans,
but we should strictly controll and
regulated it first.

- Park Ji Won

The risks of AI

Have you ever heard of the sentence,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 means that beauty depends on
each person’s point of view.  The idea
of beauty i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Some people think that your look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 person, so they spend a large
amount of their income and time on
their appearance.  These days, plastic
surgery and expensive cosmetics are
getting more fashionable.  They be-
lieve that beautiful people get better
salaries and more frequent promo-
tions than the average person.
But not everyone thinks this way.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how
someone acts is more important, so
they spend their time and money
improving their inner self.  They try

to discover their own personality and
develop their own unique abilities.
They don’t want to be compared with
others and they don’t care solely
about looks.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y own beliefs about what I
feel are the most important qualities
in a person, especially in myself.
Only caring about physical appear-
ances can affect your behavior and
become your life.  You must accept
yourself for who you are and not
what others think of how you look. 
If we think positively about our-

selves we will have a good self-image
and that will keep us of healthy mind
and body.  If we can focus and be
satisfied with our original, natural
beauty, it will help us love and enjoy
our life.                          - Yoon Sua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Last year I took parental leave.
During that time, I had 2 goals in
mind. One was to get enough rest,
and the other was to let my children
have enough time to “play.”  I think
play is very important children can
get a lot of things through play.
First of all, children can make
friends and learn how to play well
with others.  When we first moved,
my children had very few friends,
but they were able to make new
friends at the playground. While
playing with their friends, they
were also learning how to make and
keep the rules, reconcile different
opinions, make concessions and also
make appointments to visit other
friends again at each other’s homes.  
Additionally, play can expand chil-
dren’s minds and improve their

thinking abilities.  These days my
family plays this game together
called Dalmuti.  At first my children
just wanted high level cards, but the
more they played the game, the
more strategies they learned which
increased their level of engagement.
While playing we talked and learned
the Caste System in the middle
ages.  They had a good opportunity
to learn naturally about history and
politics.
Through play, children can make
friends, learn how to play well with
others and expand their minds.
Children can learn various things
from just playing and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 YunKyoung

Playing

[Teacher training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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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욱 대표

(모노셋터 공동대표)와의인터뷰

2시간 만에 5달러로 650달러 벌기

스탠퍼드 대학강의 중 Tina Seelig교수는
학생들에게 한가지 과제(수요일 오후 ~ 일
요일 저녁까지)를 냈다. 14개의 팀에게 5달
러가 든 봉투를 나눠주고, 아이디어 짜는 데
는 얼마든 시간을 들여도 좋으나 일단 봉투
를 연 다음에는 두시간 내에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하고 그 결과를 ppt로 발표해야 한
다는 과제였다.
흔한 대답으로는 ‘라스베이거스 GO’ , ‘복
권’ , ‘레몬 사서 레모네이드 판매’가 나왔다.
하지만 결과로 성과 좋은 팀들은 600달러
이상씩을 벌었고 2시간 동안의 전체 팀 평
균 수익률은 무려 4000%(평균 200달러)
였다. 독특한 점은 많은 수익을 낸 팀들의
공통점이 5달러에 매여 사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중 한 팀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맛집

으로 소문난 식당 앞 긴 줄을 생각하고 미리

예약을 했다. 그런 다음 예약시간이 다가올
때쯤 식당 앞 긴 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예
약권과 최대 20달러를 받으며 소유한 예약
권을 판매했다.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예
약권을 되파는 방법을 반복했고 수백 달러
를 벌었다.
가장 많이 번 팀은 2시간 동안 650달러

를 벌었다. 이 팀은 스탠퍼드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
사를 위한 광고를 제작해서 결과발표 때
ppt 대신 그 광고를 발표했고 수익률은 무
려 12100%였다.  
반대로 비 오는 날 우산을 구해서 나갔는

데 날씨가 활짝 개어서 손해를 본 팀도 있었
다.
세차를 해주거나 레모네이드를 판매한 팀

도 있었지만 그들의 수익률은 학생 전체의
평균 수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후에 Tina Seelig 교수는 다른 프로젝
트도 진행했다. 5달러 대신 클립 10개가 들
어있는 봉투를 나눠주며 네시간을 사용해 최
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과제를 내줬다.
꼭 돈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
의 창조성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참여 및 알고 싶으신 분
☎010-2954-0123

나재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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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수업?]

먼저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을 들었어
요. 이전 신문에서 소개되했던 CEO분
들의 특강을 모은 강의에요. 가장 많이
성찰했고 성장감을 느꼈어요. 간접경험
도 많이 했어요. 매번 강의 끝나고 개인
질문드리고 명함 받았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며 배우고 있어요.
'소자본 창업'은 지금도 주변에 적극 추
천하고 있어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신 교수님께서 창업의 기
초를 엄청 탄탄하게 세워주세요. 
'일반인 창업강좌'도 좋아요. 지난번은
탄소와 제조를 주제로 들었는데 최근에
문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10월30일부터 11월14일
까지 '농생명/바이오융합 분야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교육' 모집이 있어요. 그
거 참여할까 고려하고 있어요.

[연계전공?]

여러 전공을 직접경험하고 있어요. 생각
이 트이고 시야가 널어져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신청하면 자신의 전공에서 필수로 들어
야 하는 학점 수가 줄어들고 다른 전공
들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학
점이 늘어나요. 창업연계 전공뿐만이 아

니라 여러 연계 전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복수전공과는 달라요.

[창업동아리?]

팀원 모집, 아이템, 시제품, 판매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요. 교내외 다른 전공의 마음 맞는 멤버
들을 만났고 나이와 분야를 뛰어넘어 인
맥이 형성되고 있어요. 창업동아리 통해
서 KICT, 장학재단, LINC, 창업지원
단, 순천대 창업동아리, 공모전 준비 등
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어요. 단계별로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창업캠프, 창업원정대는 최대한 참여하
려고 해요. 교육받는 내용도 유익하고
여기서 새로운 멤버들도 만났어요. 창업
포인트는 창업 활동하다 보니 항상 노력
한 만큼 채워져 있었어요. 직장생활도
해보면 창업에 도움 될 거 같아서 창업
매니저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있어요.  

[학우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면 좋
겠어요. 스트레스받긴 하지만 저는 창업

이 재밌고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하
지만 주변을 보면 해야만 하니까,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
어요.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업은 어렵다는 생각을 지양했으면 좋
겠어요. 생계형 창업, 기술형 창업, 사
회적 창업 등 여러 창업이 있어요. 간단
히 장난감 하나 만들어 내놓고 팔아도
창업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
요한 거 같아요.
남 눈치 안 보고 배우려는 마음 갖고
뭐든지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저의 경우는 일단 해보고 안되면 아
쉬운 거고 다른 거 하면 되고, 되면 좋
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만의 인생을 산다
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인생 따라 하고, 부러워하고, 부
러워하면서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남이
나 나를 깎아내리고. 이런 메커니즘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순 없지만, 창업관
련활동을 하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끼
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창업수업?

연계전공?

창업동아리?

다른 프로그램?

학우들에게?

이전까지 이 지면에서는 학생 아닌 CEO
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전주대 재학 중
인 나재욱 대표의 다양한 교내창업프로그
램 경험을 소개한다. 
나재욱 대표(23)는 전주대 12학번 운동
처방학과에 재학중이며, 모노셋터
(MONO SETTER)의 공동대표이다. 모
노셋터는 유니크한 스타일을 판매하며 뉴
욕의 일반시민들을 모델로 하는 쇼핑몰이

다. 단순히 선글라스만을 판매한다면 그
저 그런 쇼핑몰이겠지만, 뉴요커를 모델
로 한다는 점과 스타일을 판매한다는 점
에서 모노셋터만의 독특성과 잠재성 있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피젯큐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사업
계획서로 교내수업 및 교내외 경진대회,
부산창업경진대회, 국제창업경진대회, 전
북 도내 대학경진대회 등 여러 대회에 참

가했다.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귀농귀
촌 진흥원의 팜파티프로그램에도 참여 중
이다. 요즘도 여러 경진대회와 지원사업
을 통해 상금과 지원금을 쓸어 담고 있다.
뿐만 아닌 여러 이색경험을 가진 유망
CEO다. 
나재욱 대표가 경험하고 유익했다는 교
내 창업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이정환 기자

전주대학교 학생CEO 등장
더 많이 배우기, 남 눈치 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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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리그 전주시민축구단
청각장애인 축구선수 김종훈
2017 삼순 농아인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다

K3리그 전주시민축구단 공격수 김종훈(19)은 선천성 2급
청각 장애인이다. 김종훈은 전북 지역에서 공을 잘 차는 청
각장애인 축구 선수로 인정받으며 성장했다. 현재는 전주
대학교 경기지도학과에서 대학생활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
고 있다. 김종훈은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다. 지난 2017 삼순 데플림픽(삼순
농아인올림픽대회)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하여 조별예선 2
차전에서 2골을 넣으면 서 승리를 이끄는 활약을 펼쳤다.

■ “축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기 축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축구
장에 갔는데 그 때 공을 차는 매력에 빠져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반대하셨다. 그러나 곧 아버지는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아셨고 이후로 제 손을 잡고 축구장으
로 향하셨습니다.

■ “2017 삼순 데플림픽(삼순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한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을 때 어떤 포부로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나요?”

청각장애를 가진 축구선수에게 데플림픽은 일반 선수들의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입니다. 대회에서 우승해 꼭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별
예선에서 1승 2패에 그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축구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첫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축구선수로써 이루고 싶은 첫 번째 목표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 입단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달성하고 나면 레알 마
드리드 선수가 돼 이승우 선수와 그라운드에서 경쟁하고
싶습니다.

■ “경기를 뛸 때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에 귀가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힘들어 동료들의 입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훈련이나 시합할 때 그
들이 제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청각장애인 축구를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모델로써
앞으로의 각오는 무엇인가요?”

대중들은 저를 비롯한 청각장애를 가진 많은 운동선수들에
게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
원과 관심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 보다는 팀 전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삼순 데
플림픽(삼순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결승에 가는 것이 목
표였는데 다음에는 더욱 노력하여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 김가연 기자

지난 9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붉어졌다. 5일,
서울시 강서구에서 교육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주민토론
회에서는 ‘한방병원 설립과 특수학교 설립’ 두 가지 선
택으로 논의가 좁혀졌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목
소리는 특수학교 신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래
한방병원이 설립 되어야할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설립
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있
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
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이다. 특수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장애학생에게 보다 맞춤화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학교
의 특수학급과 다른 점이다. 일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과 비장애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제공하지만 중증장애
학생은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
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설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강서
구 내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강서구에는 특수학교인
‘교남학교’가 있지만 정원은 104명이다. 605명의 강
서구 장애인 거주자 수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숫자다. 교
남학교를 이용하지 못 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다른 특수학교마저도 정원 부족으로 대기해야
한다. 이렇게 대다수의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원거리 통학으로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특수학
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눈물을 호소하며 무

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대다수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Not In My Back Yard.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전형
적인 님비 현상이다. 여기서  정말 특수학교 설립 인근
지역 집값이 떨어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지난 4
월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부
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 특수학교 인접지역(1km 이내)과
비인접 지역(1~2km 이내)의 집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특수학교 인접지역 아파트 값
의 증가율은 5.46%로 비인접 지역 아파트 값보다
0.11% 더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사회적으
로 특수학교를 포함한 장애인시설과 장애인을 바라보
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는 것
은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더
많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비장애인 학생과 어울려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
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전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송원영 담당자는
“2014년 우리 학교가 교육복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
었으며, 현재 장애학생쉼터의 환경이 개선, 교통약자를
위해 교내 보도블럭 교체, 학습기기 지원 등 그들의 당
연한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
생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오는 30일 장애학생 간담회가 실시되며 장애학생을 위
한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마
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의 관점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CTC(전주대학교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스)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가연 기자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특수학교 
물질만능은 ‘인정사정 볼것없다’?
집값과 특수학교의 상관관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교육에 고통 받는 장애인 학생

▲ 노컷브이 유튜브:무릎끊고 호소하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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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추계 학술세미나 열려

정서 역량의 중요성 
일깨우는 장 마련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우회 및 동
문회가 지난 6일(월) 오후 6시 30
분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추계 학
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대학원
양우석 원우회장의 인사말을 시작
으로 왕석순 교육대학원장의 축사
가 이어졌다. 왕석순 원장은 “이 자
리가 학문적 성과를 듣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서적 역량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이 마련된
것에 기쁨을 표하였다. 
이어서 주제 강의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서적 금수저 만들기’라는 제
목으로 조벽 교수가 강연을진행했
다. 조벽 교수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이며 현재 숙
명여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인성이 실력이다’, ‘감정코치 K’ 등
을 출판하며 정서적 역량의 중요성
을 강연뿐만 아니라 도서 및 다양
한 방면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조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일 처리
가 뛰어나기에 인간만이 가능한 ‘집
단지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
며, “지적 능력과 심적 능력을 융합
했을 때 건강한 집단지능이 형성된
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만을 강요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
면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정서적
금수저’가 실제로 쓰이는 재력, 학
벌의 ‘수저논란’을 벗어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질의응
답 시간을 끝으로 학술세미나는 막
을 내렸다. 

아래는 질의응답내용이다.

▶질문1(입학사정관): 대학의 입장에
서는 또 다른 인재로 부가가치를 창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변화시키
기 위해선 정서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고 하지만 사회조직에서는 시스템으
로도 뒷받침을 해 줘햐 하는 데 그에
따른 좋은 사례가 있는가?

조 교수: 3년간 교장으로 재직했을
때, 매년 선생님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1대1

면담하도록 했다. 교사가 1년에 1
번 교무실에 교사를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달라 요구했
다. 매주 한 두번씩 기분이 좋아지
는 일이 생기니 그 긍정적인 감정
이 교실에서도 이어졌다. 개개인이
이뤄내야 할 부분이 있고, 함께 이
뤄내야 할 부분이 있다. 누군가 시
작하면 된다.

▶질문2(교사 준비):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되고싶어 교사를 희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교사의 말이 안통한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 지 모르겠다.

조 교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으로도 반은 성공했다. 반은 기술
인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생
과 정서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
는 ‘감정코칭’ 기술이다. 다른 하나
는 그것을 위해 내가 내 감정을 컨
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
다.

▶질문3(교사 재직): 유토피아적 이론
일 뿐이다. 현실은 오늘 민원이 안들어
오길 바라는 것에 그친다. 아이들과 대
화 하다보면 부정적이고, 꿈조차 없는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
은 어떤 방식으로 키워주어야 하는지?

조 교수: 한국에 그런 안타까운 학
생들이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평
생 억압적인 태도를 통해 지내와서
‘없어요.’ ‘몰라요.’ 부정적인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부정
적인 태도를 하는 경우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는 11월 13일(월)부터 12월 1일
(금)까지 2018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13개 전공에서 88
명을 모집하며, 현직 교원에 한하
는 특별전형과 현직 교원 외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이 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화) 오후 2시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
정이다.

- 이혜린 수습기자

교내 애정행각, 어디가 '도(道)'인가?
캠퍼스는 학생들의 꿈이 자라며
낭만이 숨쉬는 곳이다. 하지만
전대전을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
에 올라오는 여러 글과 제보들을
통해 몇몇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
나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 때

문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
를 막을 수 있는 교칙도 법도 없
지만, 도를 넘어선 애정행각은
불쾌함을 선사한다는 생각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것이다. 그렇

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할
만한 '도(道)'는 어디까지인지 설
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래 내
용은 긴급 설문으로 진행했기 때
문에 11월 5~6일 이틀간 94명
의 표본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80%의 학생들이 학교의 곳곳에
서 애정행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37%의 학생들
은 교내 애정행각이 지나치며,
42%의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
다고 응답했다. 이어 61%의 학
생이 캠페인 실시와 같이 적정선
의 학교의 대처가 필요하며, 7%
의 학생은 단속과 같은 확실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76%의 대다수의 학생들
이 가벼운 포옹과 뽀뽀정도의 애
정행각까지는 적당하다고 생각
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교내 애정행각에 대한

전주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
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내
애정행각을 본 적이 있고, 그에

대한 불쾌감을 경험한적이 있다
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
선에서 학교의 대처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교내의
지나친 애정행각에 대해 주의를
주고,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것도 좋은
방안이다.
- 배종모 기자, 표은혜 수습기자

■모집학과

1. 석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사학/문헌정보학/법학/행정학 
부동산학/경찰학/경영학/한중통상학/금융보험학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관광서비스경영학/교육학
아동·특수교육학/한중고전문화학

<자연.과학>
체육학/환경생명과학/농생명식품산업학/대체의학
문화기술학/재활과학/간호학과

<공학>
컴퓨터공학/기계공학/건설공학과/전기전자공학
소방안전공학/탄소융합공학/스마트Agro_ICT융합학

<예능>
음악학/예술심리치료학/디자인학

2. 박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사학/법학/행정학/부동산학
경영학/무역학/금융보험학/교육학/상담심리학/경찰학/
관광서비스경영학/신학
아동.특수교육학/한중고전문화학

<자연.과학>
문화기술학/환경생명과학/체육학/농생명식품산업학

<공학>
산업공학/건설공학/기계공학/소방안전공학/탄소융합공학

<예능>
예술심리치료학(신설)

■ 접수기간
2017. 11. 20. (월) ~ 2017. 11. 23. (목)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전공이론 1과목

(예능계열은 전공실기 1과목 추가)

3차: 학과 및 대학원위원회 위원 구술시험

1. 교내에서 애정행각을 본 적이 있는가?

(출처: 동아일보 '공공장소에서도 ‘부비부비’… 연인들, 
도 넘은 스킨십')

■기숙사
■강의실
■도서관
■기타
■아니오-> 4번..

기숙사 20 21%

강의실 10 10%

도서관 15 15%

기   타 34 34%

아니오-> 4번으로 바로이동 20 20%

3. 애정행각을 봤을 때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아무렇지 않다
■조금 불쾌감이..
■상당히 불쾌감..
■기타
■응답 없음

아무렇지 않다 32 32%

조금 불쾌감이 들었다 30 30%

상당히 불쾌감이 들었다 12 12%

기   타 8 8%

응답 없음 18 18%

5. 애정행각은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손잡기
■가벼운 포옹
■뽀뽀
■키스
■부적절한 신체..

손잡기 17 17%

가벼운 포옹 36 36%

뽀뽀 40 40%

키스 6 6%

부적절한 신체접촉 1 1%

4. 애정행각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불필요하다
■적정선에서 필..
■확실히 제지할..
■모르겠다

불필요하다 25 25%

적정선에서 필요하다(캠페인 등) 61 61%

확실히 제지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단속 등)

7 7%

모르겠다 7 7%

2. 애정행각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

■관심 없다
■별로 심하지 않..
■조금 지나치다
■많이 지나치다
■응답없음

관심없다 15 15%

별로 심하지 않다 30 30%

조금 지나치다 32 32%

많이 지나치다 5 5%

응답 없음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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