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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 스가랴4장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주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전주대학교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전주대학교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갑룡 교수 (교무처장)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문>

[ 한 해를 마무리하며 ]

12월의 한컷도 후회없이 보내기를!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54.8% 투표 참여율

100표 차로 ‘더기대’ 당선

12월 5일 이뤄진 2018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더
기대' 학생회 후보가 총학생회에 당선
되었다. 총학생회 투표는 지난해와 유
사한 54.8%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
가운데 기호 1번 '더기대' 총학생회 후
보가 100표 앞선 50.9% 득표로 당선
된 것이다. 표차 1.9%를 볼 때 후보자
들의 치열했던 유세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듯하다. 작년에도 20표 차이로
‘더하기’ 학생회 당선이 결정된 바 있다.
반면 무효표가 207표나 집계 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중앙동아리연합

회를 비롯한 단일후보 대학 3곳이 기호
2번 ‘수퍼스타’ 학생회에 속한다. 기호
1번 ‘더기대’ 단일후보는 문화융합대학
1곳이었다. 그러나 경선 출마대학 3개
단과대학 중 2개 대학에서 ‘더기대’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누렸
다.
작년과 같이 기호 3번 ‘위드유’가 의과

학대학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되는 독특한 양상도 보였다.
2018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는 지

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후보등록
을 하고, 27일에서 12월 4일까지 선
거유세가 진행되었다. 2018 신입생
면접일이었던 12월 1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5일간의 유세 기간을
가진 것이다. 유세 기간에 11월 30일
과 12월 4일 2차례에 걸친 JEBS 교
육방송국 주관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
회’가 진행되었다. ‘신문방송국’ 페이스
북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2차 공
청회에서는 ‘더기대’와 ‘수퍼스타’간 서
로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반론
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투표가 각 단과대학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저녁 9시부터 6일
(수) 오전 4시까지 개표가 진행되었다.
개표상황은 JEBS 교육방송국에서 개
표실에 참석하여 실황을 녹화했다. 당
초 예상보다 개표진행이 2시간이나 지
연된 시간이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동현(영어교육과) 학우는 인터뷰에서
투표실내에 단과대학 투표함과 총학생
회 투표함을 혼돈하여 넣은 표로 인해
무효표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북대의
경우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
행했다. 투표율은 70~80%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으로 진
행하다보니 프로그램상 오류와 유권자
들이 온라인 투표에 익숙치 않아 무효
표도 많았다.”고 하며, 내년에는 온라인
투표나 사전투표도 시도해 볼 예정이라
고 전했다.
한편 단과대학 투표율은 평균

49.16%로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

고, 그중 문화융합대학이 40.1%, 인문
대학이 49.4%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
다. 단일후보 출마 대학 중 의과학대학
92.3%로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고, 단
일후보 5개 대학 모두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2018학년도 학생자치기구는 작년과

유사한 구도로 기호 1번 ‘더기대’ 총학
생회와 기호 2번 ‘수퍼스타’ 중앙동아리
연합회가 이끌게 된다.
(당선자 소감 8~9면에서 계속)                

- 편집부

2018 '더기대' 총학생회 당선대학발전기금

7억 여원 모금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주대학교에 발전기
금을 납부한 사람은 총 1,639명으로 집계되
며, 금액은 약 6억9,700만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상승한 금액이다. (작년 같은
기간: 약 6억9,20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외부기관은 ㈜유웨

이어플라이로 총 36,500,000원을 기부했
으며, 국민은행은 3,000만원, 생명보험협회
에서는 1,500만원을 기부해주었다. 개인으로
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자 호남고속 대표
이사인 김택수 동문이 가장 많은 2,500여 만
원을 납부해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교수, 직원
및 교내기관이 납부한 발전기금이 약 3억원으
로 총 발전기금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재학생, 졸업한 동문들도 약 9,100만원을
기부해 학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었다.
대학 발전기금은 학과발전, 학생 장학금, 건
축, 연구 모든 부분에 사용되며, 기부자의 목
적에 의해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목적의 기
부도 눈에 띈다.
❶ 가정교육과 교사동문회: 매년 정기적으로

후배들을 위해 회원 약 40여명이 발전기금을
기부한다. 이 금액은 장학금으로 쓰이며, 이 장
학금을 받으면 임용고시 합격한다고 소문이 있
어, 학생들에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고 있다.
❷ 경영학과 교수 일동(14명)
❸ 간호학과 교수 일동(7명)
❹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일동(4명)
❺ 교원장학금(281명)
❻ 직원장학금(78명)
❼ 개교 50주년 발전기금(11명)
❽ 외부 교회(전주온누리교회, 전주동현교회
및 교인)가 매월 정기적으로 채플사역을 위해
납부해주고 있다.(약 250명)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문의:
대외협력홍보실 최정현(063-220-3073)

교직원 및 재학생, 동문 기부

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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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제874호

‘인문대학 팟캐스트’ 개국

전주대,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

인문대학은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1인 미디어제작 능력 강화를 위한 실
습공간인 스토리텔링미디어랩(진리관114
호)을 완성하고, 12월5일 오후2시 오픈
행사를 가졌다. 
이야기산업커플링사업단과 LINC+사업

단의 도움으로 완성된 스토리텔링미디어
랩은 콘텐츠 기획 및 제작능력 배양을 위
해 구축된 스튜디오 형태의 실습실이다.
이 미디어랩에서는 한 사람이 기획, 연출,
제작, 편집, 송출까지 가능(원스톱 플랫폼)
하며, 인문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
고 만들어가는 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날 오픈 행사로 진행된 파일럿프로그

램<JJ인문초대석>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
대하여 인문학에 대한 소회를 듣는 프로
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와 조언, 그리고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대담프로그램인데,
이날 첫번째 초대손님으로 이호인 총장이
초대되었다. 이재운 교수(역사문화콘텐츠
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삶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중 ‘인생에 가장 울림이 있는 책’에

대한 질문에, 이호인 총장은 “Gemein-
schaft und Gesellschaft” (공동사회와
이익사회,Ferdinand Toennies, 1887,
독일)와 “어머님의 일기장”을 선정하였다.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어머님의 일기장
은 ‘비록 발음이 나는 대로 기록한 글이지
만, 마음에 와 닿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지금까지도 3, 4권
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물 같이 보관
하고 있다’고 하며 감동을 주었다. 

- 김형만 기자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2017 대
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
년 준우승 이후 8년 만에 결승에
오른 전주대는 11월 24일(금) 오
후 2시에 전주대 천연잔디구장에
서 1200여 명의 관중들과 지난
U리그 우승팀인 고려대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안방에
서 2-3으로 준우승에 그쳤다.
전반 11분 전주대가 선제골 박
성우가 아크 정면에서 날린 슈팅

이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다. 이후
전주대의 자책골과 고려대 정택
훈의 프리킥 골이 연달아 터지며
2-1로 기우는 듯했으나 43분 전
주대 정호영이 패널티킥에 성공
하면서 전반전이 2-2로 종료됐
다. 후반전에서는 접전 끝에 종료
3분 전 고려대 신재원의 골이 터
지면서 2-3으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신재원은 축구국가대표 신태용

의 아들로 이날 결승골을 넣어 스
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신재원 선
수는 전주대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서 “전주대 홈에서 서동원 감독님
의 전략이 빛을 바랬고, 초반에
실점을 했지만, 빠르게 경기에 집

중하여 마지막 경기에 우승하여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정진혁 감독은 “최

선을 다했다. 고려대학교의 우승
을 축하한다. 먼 길 와서 좋은 경
기 해줬다”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은 좋았는데 우승하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
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
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
졌고,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준우승의 아쉬
움을 전했다. 8년 전에도 전주대
지휘를 했지만, 이번에도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고려대는 2008년 U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왕중왕전 2
연패를 달성했다. 
전주대는 2009년 이후 8년 만

에 또다시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
러나 이번 U리그에서 한양대, 상
지대, 단국대 등 대학 강호들에게
무실점 승리하는 저력을 보였고
왕중왕전 결승전에서도 치밀하고
우세한 경기력을 입증하였지만,
두 번의 자책골로 아쉬운 수비력
을 드러냈다. 

- 유경현 수습기자

- 보건관리학과 장선일교수, ‘제24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서 전북도지사상 수상
- ‘아시아공동체와 디아스포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노자교수 강연
- 창업지원단, 4개 우수 창업기업에 1억 8천만원 투자
- 전자공학과 김민지, 전자학회서 석박사 못지 않은 연구물로 우수논문상 수상
- 창업지원단 노경민, 벤처창업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전주대학교 사이트 단신 >

스토리텔링미디어랩 오픈

이호인 총장<JJ인문초대석>초청

고려대와 결승경기
우세 속에 3-2 ‘아쉬운 패배’

전주대 ROTC 총동문회,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전주대 ROTC 총동문회(회장 조
성백)가 12월 1일 모교 전주대학
교(총장 이호인)에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전주대 ROTC 총동문회는 오후

5시 N타워에서 개최된 ‘전주대 학
군단 백마무제 행사’에서 대학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철 부총장과 최웅재 학군단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하 수석부
회장)을 비롯한 ROTC 후보생, 임
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웅재 학군단 수석부회장은 “호
국간성이 될 ROTC 후보생들의
문무겸전을 위해 초급장교의 산실
인 모교, 전주대학교 학군단이 더
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
다.
최원철 부총장은 “전주대 ROTC

총동문회에서 호국간성이 될
ROTC 후보생들 중 어려운 형편
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후보생
들에 큰 도움을 주셨다”며 “모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해주시
는 데 이어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
금까지 기부해 주시니 뜻깊은 행
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대 ROTC 총동문회는

2013년에 재건 이후 학군단의
각종 훈련과 행사에 지속적인 참
여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후배들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
인 발전기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스타강의, The Start!

지난 29일(수) 오후 4시에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비보이팀 진조크루
(Jin Jo crew) 김헌준 단장이 “지
속적인 열정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강의에서 김 단장은 본인이

정의를 내린 ‘지속적인 열정의 근원’
으로 “첫 번째 분노 에너지 활용 곧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오기를 활용
하여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끌 고 나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라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남들과
의 비교만큼 시간 낭비인 것은 없
다. 모든 초점과 시각을 ‘남’ 이 아
닌 ‘나’에게로 돌려라 세 번째 필요
없는 기대를 버려라 즉 어떠한 대
회에 나가더라도 우승했다는 것에
머무르지 마라 우승은 차곡차곡 쌓
이는 것이다.” 3가지를 제시하였

고, 더불어서 “항상 어떠한 순간이
든 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The Start!를
외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스타강의는 12월6일

(수) 오후4시에 전주대 신문 868
호에 실린 바가 있는 안성준 학우
가 “망설이지마, 가슴이 뛴다면 바
로 지금이야”를 주제로 강의를 열
예정이다.              - 김하선 기자

전주대, 국내 최초 ‘채용 오디션’실험

전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 ‘채용
오디션’을 열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주대 다목적홀에서 펼쳐진
‘채용오디션 수퍼스타J’ 오디션에서
는 최종 10명의 신입사원이 선발되
었다. 본선에 오른 청년들은 무려
1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무대에 올랐다. 채용오디션의 첫 참
가자는 241명으로, 전북지역의 대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4학년생
은 물론, 기졸업자들에게도 참가 자
격을 줬다. 이날 채용오디션 장에는
(주)한샘·광전자(주)·(주)대우전자
부품·대자인병원 등 9개 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나왔고, 관람
석에는 학생 100여명이 청중 평가
단이 참석했다.
1차는 응시 서류와 자기소개서 등

으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
년 30명을 골랐다. 이어서 지난
10~11일, 1박2일간 김제 삼성생
명연수원에서 ‘전문가 합숙 멘토링
캠프’를 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
와 취업 전문가들이 스피치 교육을
하고 프리젠이트 요령 등 멘토링도

해줬다. 그런 뒤 인사담당자들은 지
원자들의 직무수행 관련 미션 완성
도를 평가해 2차 합격자 13명을 선
발한 것이다. 그리고 22일 본선에
서 10여명이 신입사원으로 뽑힌 것
이다. 또 학생평가단 등의 점수로 8
명에게는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시상했다. 
본선 행사는 연예인이나 가수를
뽑는 TV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
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원자 배석진(33)씨는 “‘4차산업
혁명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는
미션 해결을 위해 꼬박 밤을 새며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일부 대기업에서
블라인드채용 등을 시행한 적은 있
지만, 학교가 나서 수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오디션을 가진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의 꿈을 키워 온 학생들
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
라고 말했다.                - 편집부

18대1의 경쟁뚫고 10명 신입사원 채택

비보이팀 진조크루 김헌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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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투  표리빙디자인학과 졸업 작품 전시회

아늑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어느 덧 35살,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
11월 28일 화요일, 35회 리빙디자인

학과(학과장 안덕춘)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졸업생 및 학부
모 그리고 부총장을 비롯한 리빙디자인
학과 교수들 참석 하에 오프닝식이 진행
되었다. 개회를 알리는 안덕춘 교수의 축
사를 시작으로 임옥수, 서윤정, 김태연,
김도윤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옥수 교수는 “리빙은 생활입니다. 생

활에서 철학을 얻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생활을 잘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훌
륭하게 아이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내빈께 감
사를 올렸다. 김태연 교수는 졸업인 동시
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판이 될 것이
라며 학생들의 건투를 빌었다. 오프닝에
이어 각 졸업 작품 설명이 있었다. 학생들
은 졸업 작품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고,
내빈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듯 기특
한 눈으로 전시회를 즐겼다. 특히, 부모님
들은 자식들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눈
에 담기 부족한 듯 연신 카메라를 들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플래시에 땀이 흐를 만
큼 전시회 분위기는 훈훈했다. 
이번 전시회는 ‘HEISMISH(가정적인,

아늑한)’라는 주제 아래 3,4학년 15명의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그 중 돋보이

는 건 ‘like mother’ 작품명을 지닌 주방
용품 디자인. 마냥 기대고 안겼던 엄마 품
을 떠올리게 한다. 김수빈 학생(리빙디자
인학과 14학번)은 엄마에게 주고 싶은, 엄
마를 닮은 디자인이라며 작품을 소개했다. 
졸업준비위원회 노소령 위원장(리빙디

자인학과 14학번)을 비롯한 리빙디자인
학과 학생들에게 이번 전시회의 의미가
남다르다. 내년부터 리빙디자인학과가 시
각 디자인학과와 산업 디자인학과로 개편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전시회가 리

빙 디자인 학과로서 마지막 전시회인 셈
이다. 노소령 학생은 “리빙디자인학과를
선택할 때 통폐합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 후회
는 없다. 잘 즐긴 것 같다. 졸업에 대해서
는 아직 얼떨떨하다. 실감이 안 난다. 그리
고 시원섭섭하다.”라고 마지막 졸업자로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스타센터 3층 아트 갤러

리에서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 이인준 수습기자

‘제42회 전라북도회장기 유도대회’

금,은,동메달

전주대학교 유도동아리(지도교수 강대호) ‘전유
회’에서 ‘제42회 전라북도회장기 유도대회’에서
메달 석권 진기록을 남겼다.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고창군립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대
회는 2017 전국대학동아리 및 동호인 유도대
회를 겸한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개인전 여자 대학부 48키로급에

서 법학과14학번 신송하 학생이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여대부 70키로급에서 강다운(경찰행정

학과)이 은메달을, 57키로에서 김두희(경찰행정
학과), 백지은(경찰행정학과)가 동메달을 받았다.
개인전 남자대학부 81키로급에서 송현티(경찰

행정학과)과 90키로급에서 이대인(토목환경공
학과)가 은메달을 따고, 73키로급에서 허진수
(경찰행정학과)가 동메달을 받았다.
유도동아리 ‘전유회’(회장 송현태)는 현재 70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일주일에 3회 체
육관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매주 30여명이 정
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각종 대회에도 한학기
1~2차례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 편집부

유도동아리 ‘전유회’ 메달휩쓸어

한식조리학과 디저트 뷔페 개최

일거양득 이색수업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학과장 정혜
정)는 지난 5일(화) 오전 11시에 창조관
2층 푸드스타일링실에서 첫 크리스마스
디저트 뷔페를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디저트 뷔페는 총 51명 2

학년 학생의 제과제빵 전반부 수업에서
배운 걸 기본으로 학생들이 빵을 만들고
많은 양을 만들어 봄으로 정확하게 대량
생산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디저트 뷔페
에는 학과, 일반인 상관없이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었다.
정혜정 한식조리학과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손끝에 익어, 후에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진행했다.

사실 학교수업은 한정될 수 있는데 이 행
사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만들
어보고 판매도 해보고 일거양득이다.”라
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분에서 모든 걸
내주다보니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제자들

이 즐거워하고 손수 장식하는 모습을 보
니 마음이 참 기쁘다”고 전했다.
김진솔 2학년 학생대표는 “행사를 한

학년이 맡아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 어
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뿌듯
하고 설레였다”라고 전했으며, “한 달 전
부터 메뉴부터 발주까지 직접 계획한 것
을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차다”라고 밝혔
다. 또한, 메뉴개발에 대해 비전을 가지
고 있어 “행사가 도움이 참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2013

한국음식관광박람회에서 열린 ‘2013 국
제요리경연대회’에서 주니어라이브요리
경쟁부문에 출전하여 서울특별시장상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주경 기자

▲ 노소령 학우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시나브로’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즈
15개 대학 참가 대상획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서포터즈’활동에서 전주대학교 ‘시나브로’
팀이 대상을 받았다. 교내외 활동의 창의성과
지속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평가받은 것이다.
도내 전북대와 우석대 및 전국 15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평가에서 중등특수교육
과 3학년 문예주학생이 이끄는 ‘시나브로’팀이
우승하여 상금100만원을 받았다.
‘시나브로’팀은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

었다. 점자이름 스티커를 찍어 나눠주거나 퀴즈
를 풀게 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유도했다. 또한 신시가지에서 수화공연을
하고 서울에서 설문을 돌려 인식개선을 위해 애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지원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의 모집공고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한 것이며, 매년 이 같은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
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편집부

이 팀
공약은 뭐야?

그런게 뭐가 중요해
나는 얼굴보고 뽑을거야

무슨소리야?
공약을 보고 뽑아야지!

그래봤자 1년 임기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나갈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

제호야, 나도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을 느껴.
그치만 학생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벤트성이더라도
우리가 보고 믿은 공약을 지키게끔
함께 참여하고 활동 해야하는거야.
투표도 그 중 하나고!

..어..알았어

이번투표로
'더 기대 총학생회'가

됐나봐 흠...
더 기대어 볼까?

투표하는 날

개표를 마치고...



4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제874호

기독교 대학
·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갈 필요성
· 일반 대학과 차별점 부족 (예 : 기도실 부재)
· 학생회에서 기독교 대학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음

시설 및 관리
· 미화원분들을 위해 분리수거 시스템 

대폭 개선 필요
· 스타타워 화장실 냄새, 여자화장실 몰래

카메라 검사 또는 구멍 뚫린 부분 막아
주기

· 일체형 책상에서 분리형 책상으로 교체 
필요

· 기숙사 세탁기 점검과 개선 필요
· 자유관 시설 개편과 화장실 수도꼭지 불편
· 의과대 각 층마다 큐브설치와 ATM 

기계 설치
· 큐브 고장이 잦아 점검과 빠른 수리 필요
· 천잠관 도서관의 낡은 의자와 낙서로 

더렵혀진 벽 개선, 쾌적한 환경 필요
· 통학버스 탑승자 확인 필요, 

사물함 시설물 변경 필요

· 버스 기사님들이 수도로 가끔 세차하는 
곳 옆 계단까지 물이 튄 게 얼어서 계단
에서 넘어짐. 겨울에 세차권을 기사님들
에게 배부하거나 뭐라도 깔아주시면 
좋겠음. 방심하다가 크게 다칠 뻔 했음.

학생 식당
· 메뉴가 다양하지 않으며, 4,500을 주고

사먹기에는 많이 아쉬움. 개편 필요

학생자치기구활동
· 학생회에서 물건을 대여해줄 때 

반납일과 연체시 연체료 안내 잘 설명해
주어야 함. 몰라서 연체료를 낸 경험이 
있음.

· 준비된 예산을 소비하는 것으로 학생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순 없다고 봄.

행정서비스 및 복지
· SP나 CP 포인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음. 얻는 경로 등을 학생들이
알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음.

· 도서관 서비스의 친절 개선 요망.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한 해의 임기
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그리고 학
교발전을 위해 학생회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Q. 올해 ‘더하기’ 총학생회 본부 공약 이행률은? 
▲ 완료된 공약 69%, 진행하였지만 미흡한 공약 14%,

진행되지 않은 공약 17%이다. 공약은 학우들과의 약속
이지만 학교와의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하기에 100%이행
하지 못해 아쉽다. 또한 공약사항을 진행은 했지만 미흡
한 부분도 있었으며, 다음 학생회가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Q. 학생들과의 소통은 원할 했는가?
▲ 이 전의 총학생회도 학우들과 소통이 있었지만, 올해

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우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불만
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 그 예로 봄 축제, 전체농
촌봉사활동을 통해 힐링과 봉사를 이끌었다. 또한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학우들의 불만사항을 꾸준히 들었고,
기존 단과대학에만 있던 물품대여사업을 진행함으로 학
우들이 좀더 편하게 총학생회실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Q. 한해동안 학생회의 부족한 점과 아쉬웠던 점은?
▲ 부족한 점으로는, 공약 중 월1회 하루시장/야시장이

있었지만, 일회적으로 실시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많은 행
사로 인해 시간, 예산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
총학생회가 이어 진행하면좋겠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학
생식당, 기숙사 세탁기 추가설치가 있다. 학생식당과 기
숙사는 업체와 논의해야하기에 설문 결과를 전달해도 쉽
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업체는 이익을 추구해야하기
에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학교는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더 신선한 이벤트를 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Q. 앞으로 학생회가 학교발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은? 
▲ 학우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한

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학교 프로그램
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는 학우들
의 의견을 수렴해주어야 학교의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
고 더 나아가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학생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대가를 바래서는 안된다. 학생회는 학우들
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이다.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학교와 학우를 위한 학생회인 만큼 그 자리에 오기까

지 투표라는 절차를 걸쳐야한다. 후보자들이 바라는 것은
‘당선’ 하나지만 그 과정이 깨끗했으면 한다. 그리고 학우

들의 불편사항을 학교 측에 대신 건의하는 학생회 측에서
강력하게 학교에게 건의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학우들
과의 쌍방소통과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는 총학생회가 되
기를 바란다.”고 총학생회의 의견을 전하였다.(여기까지
박스처리)

Q. 앞으로 학교가 학교발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은?
▲ 학교가 학생을 위해 전반적으로 점점 개선 되는 모습

이 보인다. 하지만 안전문제는 아직 부족하다. 학교근처
사각지대 등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곳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CCTV를 활성화하여 학우들이 위험을 겪었을 때 빠
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영대, 공과대, 의과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있지만 사범, 인문, 사과대는 아
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에 관련 프로그램과
공무원 면접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과 총학생회의 목소리
를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의 보완할 점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바라는 학생의 관심을 알 수 있
었다. 앞으로 더욱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        - 배종모 기자

전반적인 학생회 활동에
만족하는가?

재정관련 공개 투명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꼭 필요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평판 교수학습법 교과내용 시설 복지 학생자치기구활동

학교 발전에 대한 학생 의견   250명 설문, 학교 만족도 조사

전반적인 학생회 
활동에 만족하는가?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꼭 필요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하는가?

2017 학생자치기구장 인터뷰 64%공약이행 아쉬움 남겨  /  학생자치기구장, 학우들 관심 유도가 관건

지난 873호에서 ‘학교발전방안에 대한 신문사 대토론회’를 기반으로 ‘학교발전방
안에 대한 공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총 250명의 학생
들에게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대한 피드백과 교내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덧붙여 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또한 들어볼 수 있었
다. 또한 설문에 대한 편집부의 분석을 덧붙였다.

1.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뢰적으로
보고있는 반면,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총학생회 활동에 아직 의구심을 가진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기타 요구사항에서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이며 몇몇 부족하다고 거론되는 부분이 개선된다면 시설에 대한 만
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보인다.

2. 학생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3. 전주대학교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6부문)

4. 기타 학교불편사항, 혹은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것 적어주세요.

소속 인문 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 대학 의과학대학 공과 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 대학

인원 39 57 19 89 11 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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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난주간 우리대학은 치열한
선거유세와 뜨거운 투표를 통
해 새로운 총학생회가 탄생하
였다.
대학과 대학생의 가치는 새

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있으
며, 그 도전은 어떠한 결과물
을 만들어 내든 상관없이 도전
차체로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당선이 된 팀들도

당선이 되지 않은 팀들도 모두
가 승자임에 분명하다.
특별히 얼굴이 되는 대표주

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며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발
로 뛰어준 조력자들은 더욱더
큰 승자이었다.
모두에게 축하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낸다.
당선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

으로 학우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
가 학생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
니라 대표라는 생각을 갖는 순
간 목이 굳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감을 망각하게 될 것이
다.
어떤 모임의 수장이 되는 사
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선출되
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나누
었던 약속과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대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구태의연한 정치인이 되어버
릴 것이다. 총학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연예인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분,
초까지 뜨거운 대학생의 심장
과 손과 발을 가지고 뛰어주길
바란다.
절대로 [I’m Somebody]라

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I’m
Nobody]라는 낮은 자세를 끝
까지 유지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대학의 얼굴인 것이다. 이
제부터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야 할 것이며, 더욱
더 예수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습으로 가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 명문사

학인 우리대학의 명문 총학이
될 것이며, 명품 총학이 될 것
이다.

새로운 
학생회

| 글쓰기클리닉  청춘을 경작하다 제13강 | 

달포 전에 지진의 우려 속에도 대학 진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다. 대학 진학
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각별
하여 이 시험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노
고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올해도 ‘총명
탕’이니 ‘총명주사’니 하는 머리 좋아지는 처
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체에 오르내린 것
은 이 시험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긴장과 열망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겠다. 이
즈음 ‘총명’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
다. ‘총명하다’는 말은 대개 머리가 좋다는 말
로 사용된다. 그런데 ‘총명’이란 말은 과연 두

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말인가? 
‘총명’은 한자로 ‘聰明’이라 쓴다. ‘총(聰)’이
란 글자는 뜻을 보여주는 ‘耳[귀 이]’와 ‘바쁘
다’라는 뜻을 가지며 발음기호 역할을 하는
‘悤(총)’이란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귀가 밝
다’는 뜻이다. 보다 익숙한 글자인 ‘明’은 ‘밝
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대로
日[해 일]과 月[달 월]이 결합하여 ‘환하다’,
곧 ‘눈이 밝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보면 ‘총명’이란 단어는 ‘귀 밝고 눈 밝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된다. 무언가를 주의 깊게 들
을 줄 알고, 무언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사
람이 곧 총명한 사람인 셈이다.
초단위로 숨 가쁘게 일상을 몰아가는 우리

에게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무언가
를 충분히 살피는 일은 점점 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간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오늘 있
었던 일을 떠올려보면 얼핏얼핏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저 부옇게 부유(浮遊)해온 시
간 끝에 서있는 이 순간의 나만 또렷할 따름
이다. 깊은 밤하늘을 차디차게 가르는 만취
한 사내의 외침이며, 얼마 남지 않은 갈잎을
부산히 때리는 바람소리며, 겨울을 나려고
한껏 몸을 부풀린 길냥이의 간절한 눈동자
들은 지우개로 지우고 남은 연필 자국마냥
희뿌옇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총(聰)하고
명(明)하다는 것은 ‘나’의 삶속에 보다 의미
있는 기억과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채워나
가는 일이 된다. 일상을 지내는 동안 무의미
하게 흩어져가는 순간순간에 나만의 의미 있
는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 그리

고 그 속에서 발견하고 체인(體認)하는 삶의
진실. 이것이 바로 총명함을 통해 얻게 될 소
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는 얼마나 총(聰)한 사람인가? ‘유리병 속에
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진’ 아버지
를 떠올린 <위험한 家系 1969>에서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숴뜨리
는 법을 배웠어요.’라고 했던 기형도는 얼마
나 명(明)한 사람인가? 또 조선후기 저명했
던 박제가는 이런 시를 지어 명(明)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毋將一紅字 그저 ‘붉다’는 말 한마디로
泛稱滿眼華 눈앞의 온갖 꽃을 얼버무리지
말자.
華鬚有多少 꽃술도 많고 적은 차이 있으니
細心一看過 섬세한 마음 붙여 살펴봐야지.

우리는 총(聰)하고 명(明)할 시간이 없다.
나를 몰아갈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신
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 어느 틈에라도 총(聰)
하고 명(明)할 수 있는 ‘나’가 되기를 바라며
세밑에 내년 무술년의 다짐을 겸연쩍게 내
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873호 이제영 교수(영어교육과) 교수칼
럼의 제목이 ‘연결’이었으나, 편집중 실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제영 교수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1. 닫힌 결말
마지막 문장은 눈동자와 같다. 눈동자는 ‘마
음의 창’이라고 한다. 마지막 문장도 마음의
창문이 되어 글 전체에 담긴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눈동자가 선명하면
건강한 눈으로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이 선명하면 글의 주제가 뚜렷하게 부
각된다. 
마지막 문장을 선명하게 쓰려면 결말을 확

실하게 내놓으면 된다. 필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문장 형태를 흔히 ‘닫힌 결말’이
라고 한다. 닫힌 결말은 마지막 부분이 확실
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문을 쾅 닫
듯 마지막 문장도 제대로 닫으면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김영하의 소설 중에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단편이 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엘리베이터
가 5~6층에 멈춰져 한 남자의 다리가 끼었
다. 주인공인 ‘나’는 그 남자를 엘리베이터에
서 꺼내주려 했으나 회사에 지각하는 것이
두려워 119에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갑도 핸
드폰도 없었다. 아쉽게도 작품이 끝날 때까
지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의 소식을 알 수 없
다. 주인공 ‘나’의 답답함이 독자에게도 고스
란히 ‘답답하게’ 전달된다.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가 구조되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확실
한 결말이 있었더라면 이 작품의 울림이 더
컸을 텐데 말이다.

2. 분명하게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고전소설 <춘향전>(완판
본)의 결말은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
향의 목숨을 구하고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이다. 이처럼 결말이 분명
하면 이도령의 순정이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도령이 평생을 춘향과 함께 했다는
결말은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직 춘
향만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도령을 순정남
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할 수 없게 만든다. 만
약 ‘이도령은 춘향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열린 결말로 <춘향전>이 끝났다면 독자는 짜
증이 날 것이다.
미국의 미스터리 영화 <식스 센스(The

Sixth Sense, 1999년)>는 강력한 결말 때
문에 유명해진 공포영화이다. 영화의 주인공
인 아동심리학자 맬콤 박사는 어느 날 뜻밖
의 총격을 받는다. 그 다음 장면으로는 그가
끊임없이 약혼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들이 이어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대화를 시도했던 맬콤 박사가 유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죽은 사람이 영혼으로 되살
아나 살아있는 약혼녀와 대화를 하려고 했
던 것이다. 분명한 결말 덕분에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단조로웠던 장면들이 순식간
에 오싹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3. 친절하게
고객은 왕이다. 사업가는 손님을 왕처럼 대
접해야 돈을 번다. 필자도 독자를 왕처럼 여

겨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필자는 끝까지
독자의 편에 서서 친절하게 독자를 배려해
야 한다. 독자가 원하는 바, 쉽게 이해되고,
깊게 느끼게 하려면 일관성 있게 친절하되
그 시간이 짧아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단순
명쾌할수록 그 울림은 더 강하다.
독자의 박수를 받고 심금을 울리겠다는 야

심은 필자의 과욕이다. 마지막 문장을 기발
하게 쓰고 싶은 필자의 욕심은 독이 된다. 독
자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필자의
노파심은 잔소리가 된다. 주례사처럼 반복되
는 훈수는 최악이다. ‘열린 결말’로 끝내고 싶
은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 처음 시작한 어조
로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하는 마음을 지
켜야 한다.
잔인하게도 사람은 백번 잘해줘도 마지막

한 번의 실수만 기억한다. 용을 그릴 때 마
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는다는 화룡점정(畵龍
點睛), ‘성공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라는 경구 ‘끝이 좋으면 다 좋다.(Ende gut,
alles gut.)’는 독일 속담을 곱씹으며 마지
막 문장을 쓸 일이다.(끝) 

교수칼럼

김형술 교수
(한문교육과)

총명(聰明)함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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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마지막 문장



6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제874호

오래 전부터 가톨릭의 부패가 만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4세기(루터가 활동하기
2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체코의 얀 후스는 이를 다
시 거론하다가 순교 당하기도 하였다. 가톨릭
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번번이 거
대한 가톨릭 세력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고
가톨릭교회의 부패는 멈추지 않았다. 교황과
사제들은 영성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에는 관심이 없었고 각종 구실을 붙여 부를
축적하는데 주력하였다. 그중 가장 돈이 되는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가 루터 시대에 다시 쟁점화 되었는
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분
개한 사건이 독일 마인츠에서 발생하였다. 당
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주관하던 교황 레
오 10세가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독일의 알브레히트는 대주교가 되기 위해 거
액의 돈을 대출 받아 교황에게 납부하였고 그
대가로 마인츠 대주교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갚기 위해 교황으로부터 면죄부 판매 허
락을 받았다. 

면죄부 판매권을 따낸 알브레히트는 이를
강매하기 위해 사제와 수도사들을 고용하였
다. 이 중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요즘 말로하

자면 유명한 홍보 전략가로서 CM 송을 만들
어 전역에 퍼트렸다. “면죄부 함에 동전을 넣
으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도 천국으로 올라간다네.~” 이들은 돈만
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
(眩惑)하였고 면죄부 판매를 위해 온갖 방법
을 다 동원하였다.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의 행태와 내부의 조

직적 비리에 분노하였고 결국 95개 조항 반
박문을 게시하여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다. 루
터는 이 일로 인해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이델베르크, 아우크
스부르크, 라이프치히로 불려 다니며 교황청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급기야 1521년
4월 보름스로 소환 당하기에 이르렀다. 교황
청은 제일가는 신학자 고위급 사제들을 파견
하여 루터를 사상적으로 제압하려 하였다. 그
러는 루터는 논쟁에서 그들에게 밀리지 않다.
왜냐면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논
리 정연한 그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투철
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름스에 소환 당
했을 때에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와
공의회 참석자들 앞에서 사상 철회를 강요하

는 그들에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
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철
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와주소
서. 아멘.” 라고 말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인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의 신학사상을 체계 있게 정리 해준 멜란히
톤 교수가 있었고, 그의 활동을 그림으로 표
현해 세상에 알린 화가 루카스가 있었으며,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원해준 작센의 군주인
프리드리히 선제후(選帝侯 elector) 가 있었
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루터는 로마로 소환 당했을 것이고 신변 안
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안전하게
독일에서 심문 받도록 한 것에도 프리드리히
의 힘이 작용하였고 특히 그는 루터를 그의
소유인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켜 주었
다. 당시로서는 파문, 화형 등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사히 피할 수 있
게 해주었다. 그의 보호 아래 루터는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또 한 번 큰일을 하였다. 성서
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이 되느라고, 당시 발달한 인쇄술이 책

의 다량 인쇄를 가능케 하였고 루터의 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효과적인 통로
로 작용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의 존재와 사
상이 독일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세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였다.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루터의 사상은 그가

신학자 초년 시절에 했던 첫 강의에서 -인간
은 오직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
을 수 있다- 연유한다. 

위와 같은 마르틴 루터의 투철한 사상으로
본격화 된 종교개혁 운동은 스위스에서 칼뱅
과 츠빙글리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 등 또 다른 종교 개혁가들을 등장시켰다.
각기 사상은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서로 갈
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각자의 나라에서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들 개혁파와 가톨릭
교회 간의 논쟁의 결과로 개신교(Protes-
tant)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14

종교개혁의 주역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독일 아이제나흐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가 이곳에서 성서를 번역하였다.

▲ 루터가 성서 번역을 한 작은 방과 책상은 500년 세월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 루터가 논쟁을 했던 라이프치히 대학 전경 ▲ 취리히에 있는 츠빙글리 동상과 그로스뮌스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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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장 선거 퀴즈
편집의 실수가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음퀴즈를 멈추고 새로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성국, 임도훈 후보자 외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학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낙선하셨지만 최선을 다하신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관련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쓰고 읽을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 단일후보가 등록한 단과대학은 5곳입니다 어디일까요?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은? 

3. 당선된 후보 중 여성후보는 총 몇 명인가요?  

4. 당선된 후보자의 사진 중 안경을 쓴 후보자의 단과대는?  

5.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단과대는 어디일까요?

축하드립니다! 873호 정답자
●김수연(수학교육과) ●김보영(수학교육과)
●김아인(보건관리학과) ●임형준(금융보험학과)
●조성원(행정학과) ●박경은(보건관리학과)
●임의환(물리치료학과) ●김은지(경배와찬양학과)
●오예은(경배와찬양학과) ●강수인(경영학과) 

※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 같은학과 내에 정답자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2회연속 정답자는 1번쉬어가세요

1860년경 영국에서는 개끼리 피를 흘리면
서 싸우는 투견을 좋아했는데, 제임스 힝크
스라는 사육사가 힘이 센 우수한 투견을 만
들기 위해 겁이 없는 성격의 불독과 활발하
고 무모한 성격의 올드 잉글리쉬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었다. ‘불’은 황소, ‘테리어’는
‘땅을 파다’라는 뜻으로 강한 체력과 활발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투견으로서 원산지는
영국이다. 체고는 약 35～45㎝, 체중
은  약  25～28㎏ , 수 명 은
10∼15년 정도의 중형견이다.

체구가 튼튼하며, 매우 사
납지만 사람과 친하게 지낸
다. 머리는 마치 계란처럼
길고 둥근 얼굴로 뭉툭하게
생겼고, 단추 구멍만한 작
은 눈은 얼굴의 위쪽에 붙
어 있으며 코끝이 아래를 향
하고 얼굴이 길며, 귀는 작고
역V자형으로 뾰족하게 서있다.
표정은 얼빠진 듯하며 서글퍼 보
이기도 하는 모습이 유머러스하다. 털
은 짧고 부드러우며, 꼬리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다가 수평을 이룬다. 체격은 투견이
었던 만큼 근육질이며 사지의 뼈대가 굵다.

성격은 흥분을 잘 하고 독점욕이 강해 다
른 개와 함께 놓아두면 싸움을 걸어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또 뭔가에 열중하고 있
을 때에 방해를 하면 오히려 공격을 가하며
아이들이 장난삼아 건드렸다가 물리는 경우
가 많다. 개량에 의해 공격성과 투쟁심을 많
이 억제 시켰지만 투견의 성질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른 동물과 함께 키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 테리어는 초보자가 기르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는데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주위를 어지
럽히고 파괴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훈련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잘 기
르면 많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견종이다. 픽
사 토이스토리에서 스커드라는 개가 이 종이
다.

또 가죽을 무는 것을 좋아하여 가죽으로
만든 끈이나 목고리는 좋은 표적이 되므로

아교로 된 뼈를 주면 좋다. 전용의 잠자
리와 밥그릇을 마련해주고 다른 개

나 고양이와 공용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운동은 아침저
녁으로 시키는데, 밖에서는 끈
을 풀지 않도록 한다. 
짧은털 때문에 관리는 쉬

우나 감기에 조심하여야 하
고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보
통의 견종에서는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데 반해서
불 테리어는 칼슘의 대사 방식이

다른 개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심
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데, 출산 후

에는 칼슘이 부족하므로 강아지를 물어다 숨
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어 죽여 버리는 수도
있다.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 드물게 유전적
인 질병으로 배꼽헤르니아, 서혜부 헤르니아
가 발생하며 심장병, 신장염, 결막염, 피부
염, 탈모증 등의
질환 발생이 쉽
다.

볼견애견[볼見애犬] 불 테리어(Bull Terrier) 

873호 정답

1.대학발전 계획진행    
2.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
3.창업 및 취업진로 상담
4.제보를 받습니다
5.성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6.개별급속 냉동법
7.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기둥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박범전

<똥나오즈> 

1학년 이광재(분장사 역)

Q.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같소?’를 
독자들에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A. 날씨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데,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
여주다가 엔딩에서는 날씨가 변함에도 변치 않는 사랑
을 보여준다. 

Q. 극 중에서 유독 ‘날씨’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A.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 기분과 태도가 변화하는데,
이 극에서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다. 심리를 대변하는 날씨가 연극에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는?
A. 400년전 시대를 연기하는 부분이 있다. 연기하기
제일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다.

Q. 워크숍을 마치고 소감이나 새로 배웠던 점은 무엇인지?
A. 작업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정도
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아직 안일한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양소현(처녀 역)

Q.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는?
A. 혼례복을 입고 비를 내려달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있다. 독백이 그 장면 하나밖에 없어서 더 신경
을 많이 썼고, 대사가 잘 안돼서 많이 울기도 했다. 공
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니 너무 좋았다. 

Q.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A. 독백 부분의 어미가 자꾸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
고, 너무 감정에 앞서다 보니 혼자 느끼는 감정에 그치
고 관객들에게 전달이 안된다는 조언도 많이 들어서 ‘어
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지’ 고민을 많
이 했었다. ‘처녀’의 성격이 실제 모습과 많이 달라서 그
점도 연기하는 데 어려웠다.

Q. 워크숍을 마치고 소감이나 새로 배웠던 점은 무엇인지?
A. 조금 실력이 는 것 같다. 대사하는 데 문제가 굉장
히 많았었는데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서서히
고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
고 생각한다.                             

- 이혜린 수습기자

1학년 김민규(아들 역)

Q. ‘날씨’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추상적인 개념은 맞지만 ‘아들’ 역에 
비추어 볼 때 날씨의 의미는 ‘사랑’ 이라고 생각한다. 사
랑이 맨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야만 온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지날수록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는?
A. 마지막에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처녀의 앞에 나타났
을 때 그 진정성을 보여준 장면이 여운에 남는다.

Q.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A. 전달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껴질 때 가식으로
연기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무대에 직접 서서 연기를 해 보니 극복이 되었다.

Q. 워크숍을 마치고 소감이나 새로 배웠던 점은 무엇인지?
A. 스스로를 좀 더 잘 쓰게 된 것 같다. 표현하는 법,
생각하는 법 등이 많이 어렸던 나를 한번 깬 기분이라
정말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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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없이 1학년 스스로 담당교수와 함께 만든 이번 연극을 성황리 마쳤다. 관객석에는 학과 선배와 친구들, 학부모, 교수 등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했다. 연극은 12월 1일 오후 4시와 7시, 2일 오후 2시와 5시에 열렸다. 다음은 주인공 세명과 인터뷰 한 내용이다.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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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당선 소감 전주대학교를 부탁해

인문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수퍼스타)
(유권자 수 820명 / 투표율 49.4% / 찬성비율 78.9% )

김보라 (중국어중국학과 14)
학우 여러분과 함께했던
2017년은 매우 가치 있던 한
해였습니다. 일 년 동안의 함
께했던 그 시간을 토대로 더
배우고 더 나누고 학우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학생회장으로
서 대학생활에 즐거움과 추억
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김주희 (중국어중국학과 16)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올해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우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인문대 학우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
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인문대학을 이끌어 나가며 더 좋은 인
문대학! 더 멋진 인문대학을 만들어 많은 학우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혼자’하는 것이 아닌 ‘같이’하는 인문
대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수퍼스타)
(유권자 수 1.365명 / 투표율 60.3% / 득표율 50.2% )

강한석 (법학과 12)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으
시나요? 학우님들을 위해 일
하는 즐거움을 알려준 학생회
는 저의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
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저는 사회과학대학 학우여러
분께 헌신! 봉사! 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전을 하려고합
니다. 학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최고의 사회과학대학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노현지 (사회복지학과 15)
2017 한해의 끝자락에 온 지금 학우님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저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학우 여러분과 함께여서 힘
이 되었고 함께여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던 저의 추
억을 학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행
할 수 없는 공약사항으로 학우 여러분을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경영대학        당선자 기호 1번 (더;기대)
(유권자 수 1,475명 / 투표율 54.0% / 득표율 51.7% )

김지환 (물류무역학과 13)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는 학우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
고, 고민을 나누며,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경영대학!
‘자유관‘이라는 이름처럼 자유
롭고 즐거운 경영대학을 만들
기 위해 학우 여러분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지
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기대
고 함께할 날을 기대할 수 있
으며 학우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영대학을 만들
어 가겠습니다. 

정소현 (경영학과 15)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도전으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펼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
러분에 입장에 서서 소통하고, 대변하며 책임감 있게 제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해  모든 학과가 함께 즐거운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을 최고
로 생각하며 학우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기대할 수 있는 경영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3번 (위드유)
(유권자 수 1,319명 / 투표율 58.2% / 찬성비율 88.7% )

최민호 (재활학과 13)
저의 좌우명은 ‘즐기면서 살자’
입니다. 그 좌우명을 바탕으로
이끌어간다면 함께 일하는 학
생회 임원들과 행사에 참여하
는 의과학대학 학우분들이 더
즐겁게, 신나게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유
세운동을 할때도 학우님 한분
이라도 더 웃겨드리고자 많은
방법을 부후보자와 생각했습
니다. 저희의 얼굴만 보고도
학우님이 웃으실수 있다면 저
희는 만족합니다. 2017년도

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새로운 2018년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8
년에는 의과학대학에서 저희의 슬로건처럼 학우님을 사랑하고 즐거
움을 드리고 학우님이 방긋 웃게끔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학생회장
이 되고싶습니다. 

우석현 (재활학과 13)
저는 살아감에 있어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
입니다. 힘든 일을 하던 어려운 일에 도전하던 자신이 즐길 줄 알아
야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혹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후에 뒤
돌아봤을 때 자신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 또한 마
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이라는 것
은 인간관계에 있어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회로의 발돋움을 하
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 사람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학우
여러분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공과대학 당선자 기호 1번 (더;기대)
(유권자 수 1,672명 / 투표율 59.9% / 득표율 52.1% )

김범준 (컴퓨터공학과 11)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기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
음에 답! 하겠습니다. 마음을
기대고 즐거움을 기대하는 더;
기대 제14대 공과대학 학생회
장 김범준입니다. 학우 여러분
께 보여드릴 더;기대 공과대학
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
다. 첫 번째 소통. 학우님과 직
접 소통하여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 학우님과 공감을
통해 공과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 학생회에 기댈 수 있고, 학우님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 공감, 기대 세 가지 키워드로 몸
과 마음이 지친 학우여러분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기댈 수 있도
록 끝없이 나아가는 공과대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실은 각자 자
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또한 저희 더;기대 공과대학 학
생회는 다가올 2018년도에 말보다는 믿음직한 행동으로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재현 (전기전자공학과 14)
어느덧 2017년도의 마침표를 찍을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학우 여
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공과대학의 열기는 칼바람과 같은 날씨에도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열정에 힘입어 저 소재현은 학우 여러분
이 항상 신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더;기대
라는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기대 공과대학 학
생회는 학우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며 기댈 수 있는 편안한
공과대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소재현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께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학우님을 알고, 항상 학우님을 위하겠습니다.

문화융합대학 당선자 기호 1번 (더;기대)
(유권자 수 1,631명 / 투표율 40.1% / 찬성비율 92.3% )

홍석주 (태권도학과 15)
어릴 적부터 대학교 1학년 때
까지 운동부 생활을 해왔던 저
는 코치님과 감독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것에 임하라”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일에 임
한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
니다. 하지만 학우 여러분의 관
심, 문제에 대한 충언. 적극적
이게 해주신다면 지금의 저 홍
석주가 이루고자 하는 공약사
항 총 15가지와 학생회장을 준

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약속했던 헌신의 자세를 지켜 내리라고 이 글
로써 약속드리고 다짐하며 우리 모두가 소통하여 학우 여러분의 즐
거운 대학생활을 위하고 싶습니다.

정지환 (축구학과 16)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제
가 이 글을 쓰는 순간마저도, 학우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으시는 지
금 이 순간마저도 제일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대학생활에 있어
서 저 정지환이 문화융합대학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값
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수퍼스타)
(유권자 수 1,096명 / 투표율 54.4% / 찬성비율 88.9% )

고지원 (패션산업학과 13)
학우 여러분 함께하는 문화관
광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과
학생회의 소통으로 더 즐거운
행사와 꼭 필요한 복지를 학우
여러분께 준비해 드리고 싶습
니다. 2년 동안 과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를 경험하며
학우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학우 여
러분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대
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아일

언중천금, 남자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생각하여 약속한 것을 꼭 지
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포부를 지킬 것을 약속드리겠
습니다.

오세웅 (관광경영학과 16)
추억이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
러분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추억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는 기억에 더 남을만한 대학생활을 학우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
습니다. 추억으로 하나 되는 문화관광대학을 만드는 부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사범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수퍼스타)
(유권자 수 864명 / 투표율 66.2% / 찬성비율 87.8% )

백승혁 (과학교육과 15)
3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
우님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시
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학
우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주신
저의 행복한 추억을 이제는 제
가 학우여러분께 선물해드리
고자 이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
습니다.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
의 1년을 평생에 남는 추억으
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한결 (국어교육과 16)
학우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 합니다. 내일도 좋기를 바라며 소중한 오
늘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대학생활
의 하루하루를 학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당선자 기호 2번 (수퍼스타)
(유권자 수 126명 / 투표율 69.8% / 찬성비율 97.7% )

이형석 (태권도학과 12)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보
고 느낀 중앙동아리는 동아리
회원님들을 위한 행사적인 면
에서 서서히 체계화를 이뤄가
고 있지만 동아리방 시설문제,
복지, 지원금, 동아리 활성화,
서류구비에 있어서 번거로움
은 매년마다 문제가 되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몸으로 느
끼며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
향성을 찾을 것이며 해결해 나
가겠습니다.

안언신 (예술심리치료학과 16)
중앙동아리 안에 있는 동아리회원으로써 해당 동아리 혹은 다른 동
아리의 고충 사항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며 더욱 관심을 가지
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께
다가가는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중앙동아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성국(정), 임도훈(부)

강한석(정), 노현지(부)

최민호(정), 우석현(부)

김보라(정), 김주희(부) 김지환(정), 정소현(부)

김범준(정), 소재현(부)

홍석주(정), 정지환(부)

총학생회장 당선자 기호 1번 (더;기대) (유권자수 10,242명/ 투표율 54.8%/ 득표율 50.9% )

이성국 (경찰행정학과 12)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것이 쌓여 큰일을
이룸을 말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기반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열정
적인 자세로 임하며,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겠습니
다. 일부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결과에는 큰 차
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맡은 일에 진심으로

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저에게 큰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어가는 과정처럼 학
우 여러분의 작은 고민 하나, 하나를 직접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큰마음으로 많은 일을 이루는, 직
접 듣고 ‘발’로 뛰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임도훈 (금융보험학과 12)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을 하지 말고, 다
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저는 그동안 학생
회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학우 여러분께 다가
가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학교가 무엇인지
두발로 직접 뛰어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학우님의 마음을 그대로
학교에 전달하여 전주대학교 1만 2천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학
교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고지원(정), 오세웅(부)

백승혁(정), 노한결(부)

이형석(정), 안언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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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
해서 죽겠단다. 물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써서 먹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 왔느
냐?” 따지고 또 따지는 백성
들이다. 이런 아우성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
세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
다. 거듭되는 백성들의 항
거.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 앞에
곧 바로 후회하는 백성들 앞
에서 모세는 언제나 속수무
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
습을 보인다. 

▼ 모세에게는 넓디넓은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
아 낼 능력도, 모래바람이
길을 가로 막는 사막에서 고
기를 구할 능력이 없었다.
강한 군대를 조직하여 지도
자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잡
아 없애는 그 흔한 통치술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감성적인 표정과 화술로 백
성들을 설득하지도, 뛰어난
웅변술로 백성을 손아귀에
넣지도 못했다. 자신이 ‘얼마
나 무능하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뿐이
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
고 찾아 와서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고작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아뢰는 일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호소할 뿐이었다. 그러
나 그런 모세였기에, 그토록
무능하고 무력한 모세였기
에 잠시 회자되는 세상의 지
도자와는 달리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위대한 통
치자가 될 수 있었다. 백성
들이 내놓은 문제들은 한결
복잡하여 도무지 해결의 실
마리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
인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
의 방법은 언제나 간단하였
다.  

▼ 뒤쫓는 군인들, 앞을
가로 막은 검푸른 바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
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쪽으로
내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유능한 척, 힘 있는
척 하느라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아닌지.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
하신 방법은 너무나 명쾌하
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민 20: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강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로부터
꿀보다도 더 단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을이 되고, 내가 주인인데
어찌 일찍 나와 종업원과 함께 청소할 수 있겠는
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
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희생당해서 사람 살리

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전주대학교 2017 모토가 ‘더 강한 대학’이라

고 했습니다. 강한 대학이 되는 길은 어느 곳에
가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명과 능력,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학
이며, 강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160;너희 중에
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160;너
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2-44) 라
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행하기가 어렵습
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강
한 사람이지만, 그 강함을 가지고 그저 높은 자
리만을 추구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
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

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
르게 자라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
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무
엇인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나로부터, 내가 희생되어 구원
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순
간, 저들이 살고 동시에 나 또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하고, 내가 강해져려 하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내 안에 교
만이 아직 가득하니,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허
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린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
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가 먹이는
것이고, 강한 자가 단 것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의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처한 환
경 속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
니다.

정경훈 목사
(새한교회 담임)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다”(사사기14:14)

진리의 샘

대학생 새내기 생활을 마쳤던 나는 전주대
신문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식을 듣기만 하다

가 사람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에 크게 설렜다. 그런데 설
레는 마음 반면에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있었
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학업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잘 소화해내지 못했고, 내

성적인 성격이라서 남을 인터뷰한다는 것
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하지만 많
은 걱정속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밖에 없
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기자는 내게 ‘설레
는 일’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였다. 물
론 지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였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었다.
신문사 선배님들이 서서히 졸업을 하고,

신문사에서 막내였던 내가 선배가 되어가
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 내가 편집장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이다. 앞서 말했듯 나
는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편집장을 맡고 책
임감있게 주도해 나가야하는 환경에 처하
니 내성적인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내성적 성격이 방해꺼리 이기만

하지 않았다.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일을 정
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더
불어 함께 일하는 후배들의 고충을 들어주
고, 소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
게 되었다.
대학신문 학생기자가 된 후, 수동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학교, 그냥 수업만 받는 학
생의 인식이 사라졌다. 취재를 하러 다니면
서 내가 속한 학교에 자연스레 관심이 더
생기고,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러면서 주인의식이 생겼고 학교 구석 구
석을 다니며 직접 취재하면서 좀 더 나은
학교 발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학생기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대학생활을 보냈을까? 여전히 맡겨진
일에 스트레스만 받고 발전하지 못하여 전
전긍긍하는 모습일 것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꼭하고 싶어 한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지
만,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심장 뛰는
것을 느낀 멈추지 말고 도전하는 게 참 중
요하다. 그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
인트’가 될 수 있다.
후회하지 않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픈

후배들이 신문사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활
동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
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
치지 않길 바란다.

[편집자 주] 3년간 대학신문기자로 활동, 3학
기동안 편집장으로 수고한 박주경 기자의 졸업
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즈음하여>>

박주경 기자
(전 편집장)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주대 ‘학생기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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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는 전주 애린교회와 연
합하여 독거노인 100세대에게 김
장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매년 전
주대학교 교직원들이 이 일을 섬
기고 있는 것이다. 김장김치 봉사
는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 애린교
회에서 준비하고 전주대학교 교직
원이 함께 22일부터 25일까지 3
박 4일에 걸쳐 김치를 담궜다.
1600포기에 이르는 김장 김치는
전주재가노인복지원을 통해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전주 삼천동 애린교회에서 진행

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60여명과 전주 애린교회
교인 4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
자들은 배추를 뽑고 절이는 것부
터 담근 김장김치를 기관에 전달
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
활동에 참여한 전주대 유봉수씨

는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김장하
는 모든 시간을 섬김이라고 생각

하며 열심히 임했다”며 “독거노인
분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선교봉사처

사회봉사센터(센터장 김광혁)에서
주관한 연탄봉사를 진행한다. 교
직원, 재학생이 함께 승암마을과
벽화마을 30가구에 연탄 4,000

개~5,000개를 전달하게 된다. 
전주대학교는 교육목표인 ‘섬김

의 실천인’ 양성을 위해 때마다 교
직원, 재학생이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편집부

독거노인 위한 김장김치 봉사
승암, 벽화마을 30가구
연탄 전달

지난 12월 4일 오후 5시 20분,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성탄기념 점
등식이 진행되었다.
점등하기에 앞서 한병수 목사의

설교(요1:5)가 있었다. 전주대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가는곳마
다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눠주었다.
뒤이어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2년연속
'우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땀 흘
리고 성취하고 쟁취한 우리 전주
대의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
며, 높은 고개를 함께, 무사히 넘
어가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
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성탄 기념 점
등식은 본관과 신정문에 조명과
함께 설치되어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 밤이면 더욱 아름다운 성탄

축하 트리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촬영명소로 꼽히고 있다.

- 배종모 기자

본관 수놓은 불빛, 성탄 축하 점등
본관, 신정문 촬영명소로 꼽혀

나 이제 그대를
백설사랑이라 부르고 싶소
백설은 죄씻음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상태
흰눈보다 더 희어지리라 하였오
백설은 순결함이오
희어 눈부신 아름다움의 극치오
백설은 세상의 부끄러움을 덮소
아픔과 슬픔을 그 포근함으로 덮고
있소
백설은 위엄이 있소
깍아지른 험산에 쌓인 백설엔
감히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엄
함이 있소
백설은 시원함을 주오
메마른 겨울의 척박한 땅에,
안방의 따뜻함에 몽롱해진 
가슴 가슴에
백설은 상쾌함을 주오
백설은 녹게 마련이오
그 녹음은 질척질척한 길을
만들지만
겨울을 이겨내는 씨앗들과
나무들에게
생명의 수분을 공급해주오
그것은 나를 잃는
아픔이오
쓰라림이오
그러나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기에
자랑스러운 슬픔이오
백설은 하늘에서 오오
땅에서 올라간 수분이 백설이 되어
오듯이
그대의 이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대의 삶은 백설이 되어
이 땅에 내릴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대를 백설로 빚어서
온 땅위에 그대의
아름다움을 흩날릴거요
그러나 백설엔
쓰라림이 있소
희어만 보이는 백설의 속에는
온 대기의 먼지를 안은
더러움이 있소
쌓이는 눈과 녹아 얼어붙은
눈에는
때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움이 있소
도로변에 녹은 눈은
결코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소
예수 다시오셔서 그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 전의
우리 모습엔
이런 모습이 있게 마련이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우리 자신의 현존이기 때문이오
사랑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오
설명을 붙이면 그 의미가
줄어들게 되오
가슴으로 가득히 부딪쳐오는
감격과 희열, 황홀이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밝은 낮시간 눈쌓인
관악산을 보며
그저 그대 생각에
고여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오 사랑이란
그분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내게 주어진 선물
무조건적으로  주신 혜택
사랑은 그것이오
그댄 내게 이런 백설사랑이라오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의 수능
을 마친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보낸다.
그동안 시험 준비로 미뤘던 운
전면허시험이나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
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여유로
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사이비
들은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 10
월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접근 유형은 여러 가지로 변

화 되고 있다. 길거리 설문조
사, 에니어그램, MBTI, 메이
크업, 연애 ,
직업특강, 진
로상담, 면접
준비, 대학동
아리 위장, 일
일찻집, 음악회, 공연, 찬양 집
회까지 단을 가리지 않고 수험
생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장 바
쁘게 활동한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런 접근

방법은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
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
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
되면 각종 봉사활동으로 미혹
하기 위해서다. 일차적으로 만
남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다음
에는 친분을 쌓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대상자가 어떤 부분
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조사하여 마음을 얻도
록 노력한다. 
이런 접촉이 지속 된 후에 특

강, 공연과 같은 관심 있는 분
야로 접근한다. 특강이나 공연
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진행했
던 사람과 대상자를 매칭해준
다. 이미 포교대상자로 분류 되
어 대상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는
대상자의 고민심을 아주 신기
할 정도로 세심하게 상담해준
다. 대상자가 공감할 만한 이야
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
리고 포교 대상자가 마음을 열
면 진행자는 자신을 그리스도

인이라 소
개하고, 정
기적으로
성경공부
를 하자고

권유한다. 대부분의 포교대상
자들은 성경공부의 초대에 응
하게 된다.
사이비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포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만들고 있다. 포교 대상
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포교
대상자가 많고 바쁜 시기인 만
큼 이들의 접근에 조금이라도
경계하는 사람은 바로 포교대
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
에 주위에 수능을 마친 동생들
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주
자. 그러면 사이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이런 단체 주의하세요!>

‘따뜻하다’ 겨울 냄새와 함께 눈
이 내리면 내가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추운 날씨에 손이 얼음장 같

이 차가워지고 코가 루돌프처
럼 되어도,
내 마음의 온도계는 항상 ‘따뜻

하다’라고 얘기해준답니다.

그럼 내 온도계가 고장난걸까
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춥다고만
하던데...
어쩌면 당신과 내가 바라본 겨
울이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는

‘눈의 마법’에 걸려있거든요.
쉿!

‘눈의 마법’이 뭐냐고요?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

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마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이 마법에 걸리면 정말 다양

한 눈으로 눈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답니다:-)
제가 눈을 따뜻하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한테 ‘눈’은 그저 하늘에서 내
리는 하얀색의 물체가 아니에요.
넓디넓은 하늘이 우리를 포근하

게 안아주는 흔적이랍니다.
그 품에 가만히 안겨있다 보
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의 아픔
이 하나 둘 무뎌져요.
잠시나마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참 위로가 되는
품이에요.

당신은 눈의 공연을 감상해본
적이 있나요?
한 송이의 눈이 한 마리의 요

정이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다
니기도 하며,
까만 밤하늘을 하얗게 물들여

지구를 아주아주 커다란 스노

우볼로 만들기도 하죠.
그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나의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포
근하고 아름다운 눈들이 함께
해줘요.
그러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

을 수가 있겠어요?
모닥불 앞에서 흔들의자에 앉

아 뜨개질하는 할머니의 무릎
에 덮인 담요처럼
천사같이 잠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부모님의
손길처럼
포근함이 가득한 순간.
이것이 바로 내가 느끼는 따
뜻한 겨울이며, 당신과 함께 나
누고 싶은 겨울이랍니다:-)

('인문학적사고와 글쓰기'-인문대기
초수업 감상에세이 - 내 삶과 주변의
모든 사물, 대상을 감상하고 느낌을 나
누는 내용)

조하림(경배와찬양학과 17)

사이비 예방 교육이
필요한 12월

1989. 12. 김인규 교수 (상담심리학과)백설사랑

당신과 함께하고픈 나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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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өвөлгөө өгөх> Жонжү их сур-
гуулийн гадаад оюутны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өөс солон-
гос оюутан болон гадаад оюутны хичээл 1=1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зөвлөгөө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ийн зорилго нь гадаад оюутны со-
лонгос хэлийг дээшлүүлэх болон бие биенийхээ со-
ёлыг суралцах юм. Солонгос бакалаврын оюутан

60н хүн, гадаад оюутан 60н хүн оролцох бөгөөд
долоо хоногт 2 удаа, нэг өдөрт 2 цагаар уулз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Энэ үйл ажилгаа нь 2016оны 2-р улиралд бакалав-
рын 30н оюутан,гадаад оюутнаар 1=1 хөтөлбөр
эхэлж 2017оны 1-р улиралд 70 баг, 2017оны 2-р ули-
ралд 60 ба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ээр зохиогдож байна .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оюутан болон гадаад оюутны
хамтар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удирдамж
солонгос оюутан , заалгаснаас илүү сурах зүйл их

<Chương trình dạy và học tiếng Hàn 1 kèm 1> trung
tâm hỗ trợ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ang tiến
hành chương trình dạy và học tiếng Hàn 1 kèm 1 giữa
sinh viên Hàn và du học sinh. 
...
Mục đích của chương trình là trao đổi văn hóa nước
ngoài và nâng cao trình độ tiếng Hàn cho du học sinh.
60 sinh viên Hàn và 60 du hịc sinh tham gia, tuần gặp
nhau 2 lần, mỗi lần 2 giờ.
Hoạt động này bắt đầu từ học kỳ 2 năm 2016 với sự
tham gia của 30 sinh viên Hàn và 30 du học sinh, và
học kỳ 1 năm 3017 là 70 đội và học kỳ 2 năm 2017 là
60 đội tham gia. 
Sinh viên Park Youngjun (năm 3-khoa văn hóa ngôn
ngữ Anh Mỹ) đã chia sẻ cảm nghĩ của mình "lúc đầu tôi
tham gia chương trình này vì để tích lũy điểm tình
nguyện xã hội, nhưng thông qua hoạt động dạy tiếng
Hàn, thì thật sự so với việc dạy, tôi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điều từ bạn du học sinh.

Không chỉ vậy, thông qua chương trình tôi có cơ hội để
hiểu hơn về cuộc sống du học sinh. Thật sự rất vui vì
tôi có thể chia sẻ sự hiểu biết của mình cho du học
sinh.".
Du học sinh Nguyễn Huy Tuấn (Việt Nam- học tiếng
Hàn) nói "thông qua chương trình tôi đã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điều về văn hóa và các chuẩn mực Hàn Quốc,
điều mà tôi không thể tìm thấy trong bất kỳ sách vở nào.
Khi học một mình rất buồn ngủ và không muốn học,
nhưng khi cùng học với sinh viên Hàn thì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tôi đã được cải thiện rất nhiều. Tôi thật sự cảm
ơn anh rất nhiều"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tại trường Jeonju hiện tại là trên
950 học sinh. Để giúp đỡ các bạn trong quá trình du
học,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trường tiến hành các chương
trình như dạy  và học với giáo sư giáo viên cũ của
trường, chương trình host family kết nghĩa với gia đình
Hàn, lớp học văn hóa ngoài giờ (4 môn học như học
đàn ...), bổ sung tiếng Hàn với anh chị lớp trước ..

Chương trình dạy và học tiếng
Hàn giữa sinh viên Hàn và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viên Hàn, học nhiều hơn d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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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한국인 가정을 가족으로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호스트패밀리는
유학생을 집에 입주시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우면서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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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know the story of Bethlehem,
and what happened there. But, of all
the cities, towns and villages in
Palestine why did the Lord choose
such an unheard-of place as Beth-
lehem for the birth of the greatest
figure ever to enter into human his-
tory? I believe if a site selection
committee had been appointed
Bethlehem probably would have
never made the list. There are all
kinds of important reasons to favor
another location. The city of Hebron,
for exampl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eginning of Hebrew his-
tory. Abraham, Jacob, Joseph and
later David were associated with
Hebron. On the other hand,
Jerusalem is an even more logical
choice. Six hundred eleven times the
city is mentioned in the Old Testa-
ment. For centuries, from the day
David captured it, Jerusalem was the
center of religious and civil life in Is-
rael. The magnificent temple of

Solomon was there as well as the
royal palace. But Jerusalem fails to
be chosen as well. There was always
Nazareth, too. This is a logical fa-
vorite because it was the home of
Mary and Joseph. It offered the most
convenience. Life could go on as
usual for Joseph, Mary as they’re
surrounded by relatives and good
neighbors. So why choose Bethle-
hem? By the ancient Prophet’s own
words Bethlehem "was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Micah 5:2) Let’s
look at the name itself. Bethlehem is
a Hebrew word. The name literally
means, “House of bread.” And I be-
lieve this is significant in 3 ways. 

I. Christ was born in Bethlehem, "the
house of bread", to identify with the com-
mon man. 
Jesus was not born in the house of
royalty, nor a house of riches, or the
house of a celebrity. Jesus was not
born in Jerusalem, or in Rome, or in
Athens, or in Alexandria. Jesus was
not born in any political, commercial,
cultural, educational, or socially sig-
nificant city of the day. When Micah,
the Old Testament prophet, foretold
the birth of Jesus in Bethlehem, he
emphasized its lack of significance to
the world. "But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Micah 5:2) Bethlehem, "The House
of Bread". Bread is one of life’s most
common things. God wanted His Son

available to all. His birth was an-
nounced to shepherds, the common
man, but not to King Herod. His
cradle was a manger in a lowly sta-
ble. You don’t have to be rich to
know Him. You don’t have to be
well-known or popular to know
Him. Just be you. Jesus came not for
the religious, for the ones who
thought they were righteous, but for
the ones who were aware of their
needs. 

II. Christ was born in Bethlehem to satisfy
our spiritual hunger.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ohn 6:35)
Bread is a good comparison to our
Lord because He satisfies and
strengthens us spiritually just as
bread does physically. Isaiah
55:2 says;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It is easy to get caught up
in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from
the wrong things because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bring temporary
happiness. But only Christ satisfies
the eternal dimension of the human
spirit. Christ is all the soul of man
needs for spiritual satisfaction. The
fact that Jesus was born in "The
House of Bread" gives us confidence
that God does indeed want to choose
us to be His children, no matter how
insignificant we may seem to our-

selves or to the world around us.
Only Christ and Christ alone can
satisfy what mankind truly needs. 

III. Christ was born in Bethlehem to show
us that each of us must choose him as
Savior for ourselves.
If one person eats a meal, it doesn’t
satisfy any other person’s hunger.
The Bible says; “Because there is one
loaf,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share the one loaf.”
(1 Cor. 10:17) We are all partakers of
that one bread. That "one bread" is
Christ. He is the only bread that of-
fers life and the decision to receive
Him is an individual one. And He in-
vites each of us to partake of His
presence. In December 1903, after
many attempts, the Wright brothers
were successful in getting their "fly-
ing machine" off the ground. Thrilled,
they telegraphed this message to
their sister Katherine: "We have ac-
tually flown 120 feet. We will be
home for Christmas." Katherine
hurried to the editor of the local
newspaper and showed him the
message. He glanced at it and said,
"How nice. The boys will be home for
Christmas." He totally missed the big
news--man had flown! Sometimes
we forget the big news of what
Christmas is. The work of Christmas
is: To find the lost, to heal the bro-
ken, to feed the hungry, to rebuild
the nations, to bring peace among
brothers and to make music in the
heart. Merry Christmas JJU!

He Was Born Where? (Matthew 2:1-12) 

By Scott Radford

“Ho! Ho! Ho! Merry Christmas!” says
the big old man in red.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Have you
started putting up your Christmas
trees already?  Here in Korea, as I
have observed, Christmas is more of
a commercialized holiday.  Most of the
Christmas decorations can only be
seen at department stores and shop-
ping centers, but I rarely see Christ-
mas in the very hearts of the people
in here. As someone coming from the
country that has the longest Christ-
mas celebration in the world (not ex-
aggerating here!), the Philippines, I
feel a little sad that Christmas isn’t
given that much value and impor-
tance here.  I feel like, Korea is miss-
ing something big and truly special.
What is Christmas in the Philippines
like?  The Philippines starts Christ-
mas in September.  It’s quite common
and expected to begin hearing Christ-
mas songs being played in most radio
stations and at shopping malls even
before the Halloween season. Think-
ing about Christmas makes every Fil-
ipino happy, giddy and excited,
especially the kids.  We start doing a
countdown, like how many days left
before December 25 arrives, and we
take Christmas shopping very seri-
ously.  What do we shop for Christ-
mas?  Aside from Christmas decors,
lanterns and lights, we buy gifts for
the people that matter to us.  We also
buy special food that we need for our
“Noche Buena” or the Christmas Eve
midnight dinner with our families.
Families in their homes stay awake
until 12 midnight to greet each other
“Merry Christmas!” open presents that
they’ve received and then proceed to
the Noche Buena meal.  It is such a
memorable holiday for every member
of the family! Christmas parties are
also thrown everywhere – at schools,
in the offices, even in the neighbor-

hood plaza or basketball courts, or-
ganized by fellow neighbors. Speaking
of neighborhoods, there are also those
children singing Christmas carols that
go around your village.  They go door
to door, serenading residents with
festive songs, then they’ll greet you
“Merry Christmas!” and then ask for
some coins.  Kinda same like what
trick-or-treating kids do on Hal-
loween, except that they’re asking for
candy.  At schools, Christmas is also
felt strongly.  Students and teachers
decorate their classrooms together to
feel the Yuletide spirit.  When I was
in elementary, I remember we used to
have a one-month exchange gift with
the whole class.  We exchanged gifts
once a week in a month, having a
theme for each week.  For example,
this week, our gifts must be some-
thing sweet / something funny /
something whatever.  We had to do
that before our Christmas class party.
It was so much fun and exciting!
Anyway, amusement parks also start
to attract more and more visitors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And
again, non-stop Christmas songs are
being played.  Not just that, even TV
shows go Christmas-themed!  And
people become extra friendly, extra
nice, extra cheerful and extra gener-
ous.  We may not have snow where
we live, but without a doubt, the
Philippines is the merriest country
before, during
and after De-
cember!  Give
yourself the
chance to visit
the Philippines
this winter va-
cation and expe-
rience something
you will never
forget!

Christmas in the Philippines
As we finish the final semester
under the old system here at
Jeonju University, we know
change is coming. Change is
usually feared because we are
all comfortable with what we
know. The first time that
change affected me was when
my local town passed a rule that
said you could not bring animals
into the town other than pets. I
was saddened as we could no
longer take the horse and cutter
to church. For years we have
watched people lose their jobs
due to changes in technology.
Machines started doing jobs that
men used to do. Now robots
have replaced some people in
factories around the world.
Computers have reduced the
number of people required to do
certain jobs like accounting and
tax preparation. We all feel
sorry for changes that affect
our friends’ and neighbours’ jobs
but it really hits home when
changes affect our own job.
Many jobs have disappeared or
been greatly reduced in my life.
The milkman, a man used to
deliver milk every morning to
people’s homes, was one of the
first. It is hard to find a photo
store now as everything digital
has reduced or eliminated film,
prints and developing. The home
telephone installer is one of
those jobs that still exists that
one may not want to be study-
ing to become. Will taxi drivers
be replaced by driverless cars in
the near future? Will librarians
become obsolete as more and

more books become available
online? The future always holds
uncertainty which can cause
stress to those involved. 
Here at Jeonju University, we
will embark on big changes for
students. The number of credits
each student requires will be
greatly reduced as will the
number of English credits. Stu-
dent may revel in the reduced
workload during their scholastic
career but what does in mean
upon graduation. I spoke to a
few students who think that
with the current hiring system
there will not be any problem in
the job market with a degree
with less learning. Only the fu-
ture will prove these thoughts
right or wrong. Good luck to all
the graduates who are finishing
their last semester at Jeonju
University. Many of you have
been in my class and I am proud
of your accomplishments. Go
and reach your dreams. This
should be the start of a most
interesting adventure. To those
of you who will be back next
yea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either in my class-
room or simply walking the
halls of Star
Centre. 
Finally to
e v e r y o n e ,
staff, students
and faculty, a
sincere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Wind is Blowing Change

By Lisa Kim By Stuart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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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으로 1억을 모으겠다고 도전한
사람이 있다. 그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벌던 영국의 젊은 금융인 코너
우드먼 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
고 미친놈이라고 했다. 하지만 꿋꿋이
그는 5천만 원을 갖고 6개월간의 여
행을 떠났다. 첫 여행목적지는 모로코
였다. 모로코에서는 베르베르인이 손
수 제작한 카펫을 저렴히 구매한 뒤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판매

해서 차익을 남기는 데 성공한다. 다
음으로 수단 - 잠비아 - 보츠와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 - 키르기
스스탄 - 중국 - 타이완 - 일본 - 멕
시코 - 브라질을 거쳐서 영국으로 돌
아왔다. 낙타, 커피, 칠리소스, 말,
옥, 와인, 우롱차, 목재 등을 매매하
며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처음 세운 목표금 1억을 모아서 영국

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한 학기 동안 창업 지면에서는 학우
들의 창업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여
러 분야에서 도전 중인 CEO들을 소
개했다. 그들은 전주대와 관련 있거나
전주대 학생이었다. '사회적기업 마르
코로호의 신봉국 대표', 'IOT 로스팅
머신 스트롱홀드의 우종욱 대표',
'O2O 다방 공동창업 카룸의 이호진

대표', '창의적사고 이트리즈의 신정호
대표'는 전주대와 관련 있는 CEO이
며, '선글라스 모노셋터의 나재욱 대
표', '냉동야채 바른FS의 김승현 대표
'는 전주대학교 학생CEO다. 이번 호
는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에서 도전
중인 글꼴아트샵의 박진범 대표를 소
개한다.

- 이정환 기자

저는 전주대학교 게임학과 12학번 박진범
입니다. 
2014년에 글꼴아트샵을 친누나와 공동
창업했어요. 글꼴아트샵은 캘리그라피 맞
춤상품 제작 및 신제품 제작, 교육상품, 캘
리그라피 제품, DIY반제품, 기타제품을 판
매하는 플랫폼입니다. 누나와 같이 캘리그

라피 학원도 운영하다 보니 수강생분들에
게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제품은 온라인 개인 고객 뿐 아니라 학교나
학원 및 여러 기관에 납품하고 있어요. 한
공장과 거래 맺고 나서는 자체제작상품의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점차 여
러 업체와 협업해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소개

원래 창업 관심 없었는데, 다양한 알바 경
험하고 군생활하면서 직장생활에 대해 많

은 고민을 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직장인들과 같이 시켜진 일을 꾸준히 한다
라는 생각이 줄었어요. 공동체 속에서 부

품처럼 억지로 일하는 거 하지 않고 창
직이나 창업해서 내 일을 혼자서 하
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누나가 캘리그라피 학원과 디자

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 후에
누나일 도와주다가 창업 기회를 발견
했어요. 캘리그라피를 원하는 사람들
은 점점 많아지는데 당시에는 효율적
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
었어요. 여기서 기회를 발견하고 누
나와 공동창업을 했어요. 

창업배경

처음에는 300만 원을 제품에 투자했어요.
누구나 3~4개월 알바하면 벌 수 있으면서
이 분야에서는 적당한 초기자금 같아요. 이
후에 300만 원+a 수익 얻으면 또다시 투
자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어요. 거의 본전의
2배 이상 가치창출 가능할 때 제품을 선보
였는데 지금은 홍보 및 판매 채널이 여러
개 생겼고 7~8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겼
어요. 

제품이 나오면 먼저 카페, 밴드, 카스, 블
로그에 올리는데 이곳에서 홍보 및 시장성
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장성이 있는 경우
는 학교와 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대량주문
이 여러건 들어와요. 이처럼 반응이 좋게 1
차 판매가 이루어지면 스토어팜과 카페
24채널로 판매영역을 확장시켜요.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대 월 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창업진행과정

보통 하루에 3~8시간 일하는데, 재고
관리, 주문관리, 고객 응대, 디자인작
업, 제품개발, 공장방문, 거래처 확대하
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틀에 박히고
짜여져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싫었
는데, 누군가의 통제 없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데 너무 좋
아요. 물론 쉽거나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라이
프스타일이 좋아요. 

재미

아이디어 상품들이다 보니 오감을 건
드리는 모든 자극에서 영감을 받아
요. 길거리 걷다가 들리는 음악 소
리, 인터넷 서핑하다 보이는 이미지
및 글귀, 뜬금없이 색다르게 느껴지
는 자동차 핸들 촉감 뭐 이런 것들이
에요. 아이디어는 빠르면 한주에
2~3개씩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디
어로 새로운 자체제작상품이 생산되
는 주기는 2~3주에 1개씩 고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체제작상품

저희 자체제작제품이 잘 팔리니까 제품을
똑같이 모방해서 판매하는 샵이 여럿 생겼
어요. 하지만 고객분들의 후기와 구매평 및
상품평 등의 많은 기록이 구매 신뢰도를 높
여줘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고객분들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나가 캘리그라피 사단법

인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센터 전북지회
대표 선생님이에요. 그렇다 보니 누나의 도
움을 통해 전문성 및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
다는 점도 저희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
아요. 

경쟁자

고객대응이 어려워요. 여러 시험단
계 거쳐서 제품을 내놓는데, 예상
치도 못한 문의 및 컴플레인을 들
을 때 제일 난감해요. 판매자이다
보니 항상 을이 되는데 감정노동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전에 상담사
알바를 하면서 고객 응대법을 배웠
어요. 그래서인지 어려움 극복에
많이 도움 되고 있어요. 

어려움

학교일 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보는 경험이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 신분이다 보니 전문적이거
나 직원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겉핥기라도 맛을 보
게 되면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를 느
낄 수 있고, 경험한 것에서 흥미를 느끼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 느끼는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열정이 생기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되는 거 같아
요.
또한 해외여행도 추천해요. 한 번은 중국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들을 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어
서 무척 도움 되었어요.

마지막한마디

박진범 대표

전주대학생 CEO 글꼴아트샵 박진범대표

#캘리그라피 #게임학과

#DIY반제품 #재미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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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2017 U리그 왕중왕전 성과의
대한 한 말씀 

A 먼저 보다 발전된 점은 리그를 통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조직력이 많이 좋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측 구성원분
들의 많은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준우승’이라는 성
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쉬울 수 있
지만, 이번 경기를 경험삼아 다음 경기에서는 보완해
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Q.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A. 슬하에 딸 한 명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미 둘째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
지 된 입장으로 축구를 한다는 일이 너무 힘든 과정이
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지금은 누구보다도 아들의 의견을 존중
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경민 : 경기지도학과 15학번 김경민입
니다.
▶ 윤민호 : 축구학과 14학번 윤민호입니다.

Q. 이번 고려대 VS 전주대 왕중왕전
결승전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나.

▶ 김경민 : 아무래도 강팀 고려대와 경기
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대 팀에 대한 분
석도 많이 하고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
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
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고요.

▶ 윤민호 : 32강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치
를 때마다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지만 특
별히 결승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리하자!’ ‘무
조건 트로피를 들자’ 는 포부로 열심히 경기
를 뛰었습니다. 

Q. 기존 경기와 이번 경기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다.

▶ 김경민 : 음.. 기존의 경기는 “내가 어떻
게 해야 팀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개인의 장점을 더욱
살려 뛰어야 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
다.

▶ 윤민호 : 기존 경기 때보다 많은 관중이
찾아주셨어요. 학교 홈에서 경기를 진행해
서인지 많은 팬분들 찾아와서 좋았고, 덕분
에 시너지 효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과

가 아쉬워서 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큽
니다.

Q. 이번 결승전에 좋은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할 것 같다.

▶ 김경민 : 맞아요. 먼저 좋았던 건 사실 팀
안에서도 경기 때마다 서로 안 맞는 부분들
이 빈번히 보였는데 이번 왕중왕전에서는
딱히 충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점수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고려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
었던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못 살린 요소가 아쉬움으로 남아요.

▶ 윤민호 :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서로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팀에게 맞춰가는 희
생정신이 많았던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기 도중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작은 실수들이 있었던 점이 아
쉬운 점으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 이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윤민호선수는 이번 리그에서 
우수선수상을 받은 소감 한 말씀.

▶ 윤민호 : 너무 좋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경기를 뛴 선수들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 생각이듭니다.

Q. 학우님에게 2017 U리그 
왕중왕전이란?

▶ 김경민 : 아쉽기도 하면서 기쁜 마무리
입니다. 프로팀으로 가기 전, 현재 우리팀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으로 만든 뜻깊
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윤민호 : ‘마무리’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회를 끝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이기
도 하고 이번 팀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항
상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처음 임하는
모습과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동일함을 유지
하고 간다면 분명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
다’ 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임했기에 저는 ‘마무리’ 라고 표
현하고 싶습니다.

Q. “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 김경민 : 어느 팀에 속해 있든지 저는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또한 그
런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팀에 보
탬이 되고, 필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 윤민호 : “노력하는 선수” 노력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답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노력하
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 김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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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기쁜 마무리”
전주대 축구팀은 ‘2017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준우승 이후 8년 만에 결승에 오른 전주대는 11월 24일(금) 오후 2시에 전주
대 천연잔디구장에서 지난 U리그 우승팀인 고려대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2-3으로 준우승의 결과를 맺으며 아쉽지만 기쁜 마무리를 지었다. 전주대학교 축구
부 정진혁 감독과 윤민호, 김경민 선수를 만나보았다. 특별히 윤민호 선수는 이번
‘2017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전주대학교 축구부 정진혁 감독 인터뷰]

[윤민호,김경민 선수 인터뷰]

▲ 윤민호 선수 ▲ 김경민 선수

◆ 프로필

전주대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교육학 체육 석사

원강대학교 체욱교육학 박사

전주대학교 1989년
코치로 시작

1992년도 축구 지도자 (감독)

이번 2017 U리그 왕중왕전 경기에 최
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우리 전주대학교
축구팀이 이번 리그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되고 강한 모습을 갖출 축구팀이 되
길 기대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를 응
원한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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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