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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람을 볼 때. 먼저 그의 외모, 학력, 업적, 매력 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룬 업적이 아닌 그 사람 자체, 
즉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품는 경우가 많습
니다.
로마서 8장 35-2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중략)·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함’을 품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때때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잘 보일 때가 있고,

그에 대해 미움, 시기, 증오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치부를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그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항상 주의하여 살피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주께서 원치 않는 일에 몸 담고 있는지, 
나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 하나 돌아보며,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마음 입니다.

세상과 마주하는 ‘담대한 마음’, 사람과 마주하는 ‘사랑의 마음’, 
자신을 향해 마주서는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동아법인 이사장 홍정길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신년예배 설교 중>[ 2018's playlist ]

“여러분들의 새학기 재생목록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3월 2일(금) 10시 희망홀에서
약 2,500여명의 신입생들이
모인 가운데 학군단 기수단과
총장 및 교무위원의 입장으로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
였다.
컴퓨터공학과 윤승연 학생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권도혁 학생
이 신입생 전체를 대표하여 4년
간의 학교생활 동안 학칙을 준
수하고 성실히 학업에 임할 것
을 다짐하였다. 이후 새 출발을
선언하며 교가를 제창함으로 입
학식은 마쳤다. 그리고 총학생
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신입생들에게 장미꽃을 선사하
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

단의 힘 있고 절도 있는 축하공
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패기와
넘치는 열정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인 총장은 환영인사를 통

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담
대히 도전하는 4년의 학교생활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전
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노라 약속하였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한 윤승연,

권도혁 학생을 만나 보았다. 이
들은 전주대 입학 소감과 앞으
로의 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
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승연(컴퓨터공학과 18학번)

은 “아직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교복을 입지
않아서 생소하긴 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과만 친했지만, 대학교에 왔으니 선
후배들과도 많이 교류하며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에는 국토대장정을
갈 예정이다. 그 후 4년 동안에 여행을 많
이 다녀보고 싶다.”고 말했다. 

권도혁(기계시스템공학과 18학번)은 “대
학생활이 어색하고 두렵지만 한편으론 설레
는 마음도 있다. 새로운 분야,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
다는 것이 기대가 된다. 또 동기들과 선배들
과도 친해지는 것 또한 기대가 된다.”고 말
했다.                             - 배종모 기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방학동안 이어진 
학교사랑 기부행렬

방학동안에도 학교를 위한 많은 기
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있었던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다. 먼
저 해동 과학문화재단에서 5억 원
을 기부했다. 
서울 서초구 해동빌딩에서 해동 과
학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이 이호
인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해동 과
학문화재단은 1981년 학문 발전과
산업 기술 진흥을 위한 공익적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정식 이사
장은 “선후배 사이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
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
부를 하게 됐다”며 “이 발전 기금으
로 공과대학 내에 세미나실을 포함
한 오픈 공간이 마련돼 학생들이 편
안하게 드나들며 쾌적한 환경과 친
숙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은 물론 학
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전기금은 전주대학교 공과대
학에 학술정보시설을 건립하여 학
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계획
이다.
이어 전주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술
문화종합연구소 임철민 교수와 전
주대 ROTC총동문회에서 각 500
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이지형 전임 학군단장과 가정
교육과 이화자 교수가 이임과 퇴임
을 하면서 각각 200만원씩을 기부
했다.                        - 편집부

해동 과학문화재단 5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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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여명 입학

이호인 총장, “실패 두려워 말고,  

담대히 도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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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첫 걸음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이
2월 28일 교육부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
원하는  교육혁신 플랫폼 ‘HATCH’를 출
범시켰다.
전주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교육공간이 필요하다는 공
감대에 따라 교육혁신 플랫폼, HATCH
를 마련했다. ‘HATCH’는 ‘부화하다’란 뜻
의 단어로 학생들이 알을 깨고 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한다
는 의미를 뜻한다.
‘HATCH’는 학생들이 학습과 연구에 집
중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창의복
합단지(Creative Complex)로 구성됐
다. 공간은 공학관과 도서관 등에서 학생

들이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학관과 도서관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
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드론과 VR로 가상
소방 진화 훈련을 하며 VR 게임을 제작

할 수 있다. 스마트 양계 스쿨과 중소기업
벤처 아카데미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
설한다. 나아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
지능(AI)에 관심 있는 교수와 학생, 기업

인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집단지성
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융합전공 단과대 ‘수퍼스타 칼리지’
전주대가 HATCH와 더불어 추진하는

교육브랜드는 융합전공 단과대학인 수퍼
스타 칼리지(Superstar College)다. 융
합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용강의실과 세미나실을 자유관에 구축
했다. 전용강의실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같은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산학협력친
화형·창의융합형·문제해결식 실무교육
을 구현하는 ‘융복합 교육의 장’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호인 총장은 “HATCH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는 전주대의 굳
은 의지를 말해준다”고 전했다. 
LINC+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주송 교수

는 “이번 HATCH 출범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트워킹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경현 기자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36명
이 ‘작업치료사’ 국가 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제45회 작업치료사 국가

시험에 100%의 합격률을 보여
준 것이다. ‘작업치료사’ 국가 고시
를 합격하면 작업치료사로 취업
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작업치료

학과는 매년 90% 국가고시 합격
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매년
80~90% 취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학과 교수와

학생간의 자유 토론형식의 플립
러닝과 의료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는 캡스톤 디자인, 임상사
례중심 현장실습과 같은 교육 방
식으로 학생들에게 전공이해 및

동기부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유인규 학과장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 등에 취업해 교통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방식의 프
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역량
을 키우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작업치료
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대학원장 겸 선교신학대학원장 류두현 ▲특수대학원장 임성진
▲학생취업처장 박균철 ▲입학처장 이호준 ▲산학협력단장 변주승
▲정보통신원장 김진성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한국어교육센터장(현 국제교류원장) 고선우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강성수

< 보직 인사 >

교육혁신 플랫폼 ‘HATCH’
원스톱 창의복합단지, 공학관, 
도서관에 마련

매년 80~90% 취업 성공

전주대학교 2018년도 전국 시
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서 총 6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
다. 합격자는 가정교육과 12명,
과학교육과 1명, 국어교육과 2
명, 수학교육과 6명, 영어교육과
5명, 중등특수교육과 11명, 한
문교육과 4명, 문헌정보학과 7

명, 상담심리학과 8명, 음악학과
1명, 한식조리학과 3명, 기계공
학과 1명이다.
특히 가정교육과는 전북지역

가정 과목 채용인원 5명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고 13학번
박민정 졸업생이 수석을 차지했
다. 또 합격자 중 한식조리학과
04학번 최은주 졸업생이 경북
지역 조리 과목에서 수석합격자
로 이름을 올렸다.
사범대학 왕석순 학장은 “그동

안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

속적으로 교육 과정 및 교수 학
습방법을 개선, 보완해 왔다”며
“각 전공 교수님들의 헌신과 학
생들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
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인성과 실

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더불어 각 분야
별 전공 분야와 교육학 전문가들
을 초빙해 특강을 열고 있으며,
수업실연 컨설팅, 예비교사 아카
데미 등을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

가정교육 12명
중등특수교육 11명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1명 배출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가시험
에 100% 합격했다. 6년 연
속 계속되는 진기록이다.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서 졸업예정자 54명 전원이
합격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

호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간
호사 국가고시를 치른다. 이
후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
면 된다. 전주대 간호학과 출
신 학생들의 상당수가 국내
유수 대학병원, 상급종합 병
원 이상의 대형 병원에 취업
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간호학과는 여러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선후배 멘토링, 평생사제동행
시스템, 그리고 각종 면허증, 자
격증 취득반, OSCE(임상능력평
가시험) 및 CPX프로그램(심장,

폐, 근육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 간
호학술제 등이다.
또한 종합시뮬레이
션 시스템과 최첨단
멀티미디어 학습시
스템을 갖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과장 조은영 교

수는 “체계적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임상실습과 실무능
력 강화는 물론, 기
독교정신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을 중요시 한 결과이
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
한 간호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국가고시 100%합격

간호학과 김현영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등록
간호학과 김현영 교수가 세계3대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로 매년 215개국을 상대로
학문 전 분야에서 우수 업적을 남
긴 지도자를 선정해 그 이름과 이
력을 올린다. 
김현영 교수는 활발한 학술활동

과 연구 등 학술 발전에 공헌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에 이력
이 등재된 것이다. 김 교수는 SCI
급 국제전문학술지와 국내전문학
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해왔다. 특
히 간호학생 및 간호사의 역량 개
발, 의료진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
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간호대학
생의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등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하
고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김영석 실장 서울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기초융합교육원 김영석 실장이 서
울 창조문학사와 한국창조문학가
협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창조문
학대상 수상식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 한국기독

교회관 2층에서 개최된 수상식에
서 김영석 실장은 지난 해 창조문
학 제105호(가을호)에 출품한 작
품 중 「소슬바람 불면」, 「가을 여
인」, 「독도의 모습」, 「여름 보내기」
작품이 좋은 평을 받아 신인문학
대상에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김영석 시인의 작
품이 감성을 자극하는 당신과 그
대와 별에 대한 그 무한한 그리움
을 시의 소재로 한 상상력의 가능
성을 시의 모티브로 하고 있고, 특

히 자연에의 민감성을 전제로 작
품의 이미지를 증가시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평가
했다.

6년 연속 진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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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신  입  생

중앙동아리 2018 신입생 모집 박람회가 열려
중앙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동아리 홍보
박람회를 열었다. 2018년도 1학기 신
입생을 위한 홍보박람회는 학생회관 지
하1층, 1층, 2층에서 진행되었다.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문화예술, 취

미체육, 종교, 봉사, 학술동아리 등 총
60개이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동아리 임원들이 신

입생모집을 위해 홍보에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형석 중앙동아리 연합회회장은 “동아

리 활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아
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예수전도단 동아리 임원 표가혜(산업디

자인학과 16학번)은 “학교 안에서 예배
를 드리고 있다. 우리 동아리의 특징은
타 대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
며,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학
기간에는 한달 동안 해외 전도여행을 떠
날 수 있으니 많은 신입생의 참여 바란
다.”
‘쿠사’ 동아리 임원 이지호(물리치료학

과 17학번)은 “‘쿠사’는 대외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문화재 답사도
하고 현장학습이랑 학술 활동도 한다. 친
목도모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번 동아
리 홍보기간동안 약 60여명 정도 지원
을 했고, 이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쿠

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아리 모집 기간을 놓친 신입생

은 학생회관 2~4층에 위치한 동아리방
을 직접 찾아가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
다.

- 오진희 기자

봉사와 섬김, 도전의 정신 품고 새출발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2018
년 2월 21일 (수) 오전 10시 30분에 학
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
위수여식에서 학사 1,943명, 석사 113
명, 박사 26명의 학위가 수여되었다. 학
사학위 및 석박사 학위 수여자들 2,082
명은 학부모 및 친지들과 함께 축하를 나
눴다. 학위 수여식은 학생회관 1층 광장
에서 시작된 군악대의 화려한 퍼레이드
와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기수단과 교무
위원들의 입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이호인 총장은 “우리대학은 영

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
학에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전주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
표에 걸맞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봉
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
했다
이어 신동아 학원 홍정길 목사는 영상

메시지로 “사회의 첫발 내딛는 것을 축하
합니다. 4년의 대학생활 동안 만났던 하
나님과 배운 학문들을 여러분들의 안내

표지판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 격려했다. 
이후 순서로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

며, 이사장상 및 총장상(단대수석, 최우
등, 우등, 공로), 총동문회장상이 수여되
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1,943명
의 학사 113명의 석사 26명의 박사에
게 학위 증서가 수여되었다.
이번에 졸업하는 전 총학생회장 축구학

과 이주승은 “먼저 저를 전주대학교 가운
데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경험과 삶
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주대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전주대학교 졸업생이자
선배로서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졸업 전 후배들에
게 전주대에서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학기

생활을 한다면 후배들의 꿈에 있어서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기를
응원합니다.”라며 후배에 대한 격려의 인
사도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학과 한선아 학우의 학부모는

“제게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첫째
딸이 졸업하는거라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뿐합니다. 우리 아이가 졸업을 시작으
로 이제  원하는 진로의 방향들이 이루
어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
아가기를 바래봅니다.”고 응원의 메시지
를 전했다. 
특별히 대학신문사 편집장으로 총장상

(공로)을 받은 박주경(경배와찬양학과)은
“첫 타지 생활을 전주대학생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뜻깊은 4년의 시간이었습니
다. 또한 배움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
으로 다가옵니다.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며 졸업 소감을 말했다. 
그동안 전주대를 빛내준 2,082여명의

졸업생들이 이제는 사회로 나아가 모교뿐
만 아니라, 각자의 수퍼스타의 꿈을 빛내
며 힘차게 전진하는 멋진 졸업생들이 되기
를 기대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 김하선 기자

“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과 재학생 여러분의 개강을 진심으로 축
하합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하는 삶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자 합니다. 

흔히들 인간을 3부류로 나눕니다. 퇴보하는
자, 정체하는 자, 발전하는 자가 그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당연히 발전하는 자
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발전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를 권합니
다. 첫째, 여러분에게 ‘읽생’을 권합니다. ‘읽생’
이란 ‘읽고 생각하기’의 준말입니다. 읽기를 생
활화하여야 하며 읽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
한 ‘읽생’을 통하여 인간은 성장합니다. 읽기의
대상은 물론 ‘책’이 되어야 하겠지만, 책을 가
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신문 ‘칼럼’부터 읽
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이 짧아 읽고 정
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신문 읽기가 습관화된
이후에 책 읽기로 옮겨가면 되겠지요. 둘째,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심3일이 아니라 작심
30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
간 ‘읽생’이 생활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명언 중에 “하루라도 독서하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
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겠지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읽생’하는 습관을 들
인다면 한 학기 또는 1년 이후에 몰라보게 성
장·발전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
니다. 

크..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4년 금방이다 얘들아너도 아직 파릇파릇해
갈 길이 아직 구만리인
녀석이 말이야, 응?

허허허
헛?! 교수님?!

제인이?!

그니깐~
우리도 졸업하면

사회 초년생이잖아

너도 아직 파릇파릇해
갈 길이 아직 구만리인
녀석이 말이야, 응?

허허허

그래서,
우리 졸업반 선배님은

새 출발할 준비는
되셨나 몰라?

<교수칼럼>

박주경(경배와 찬양·14) 편집장
김형만(경배와 찬양·14) 정기자

위 사람을 그 직에서 면함

이상  2월 28일

유경현(경영·14) 정기자
오진희(상담심리·15) 정기자

위 사람을 그 직에 명함

이상  3월 1일

전·주·대·신·문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을

생활복지국에 신고하면 해결해준다고?

더기대 신문고 제보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훈 010-7421-2456
생활복지국장 소현정 010-3805-7812
(학과/학번/이름/간략내용/상세내용)

사 령

5일간 60개 동아리 홍보진행

학생취업처장 박균철 교수(일본언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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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캠퍼스 생활”   동아리 가입에 신중해야

청년들이 많은 곳, 소속된 곳은 이제 이단
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어디든 예외를 두
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한다.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할 때, 건전한 동아
리에 가입해야 한다.
전주대학교는 이번 학기에 종교 관련 동

아리를 재심사를 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 선교단체라고 하더라도 포교를
위해 이단들이 가입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선교단체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다

른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거나, 공식적인 성
경공부가 아니면 주의해야 한다.

기독교 동아리 외에도
이단들은 활동할 수 있다.

이단들의 포교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
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가 아닌 곳에 가
입을 했는데, 성격검사, 심리검사, 상담 등
으로 접근해서 성경공부로 유도한다면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캠프, 봉사라
는 제목을 갖고도 접근할 수 있다. 전주대

학교에서는 취업 관련, 혹은 봉사활동에
다양함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
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자체 프로그램을 신
청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다.

대학생활 전체를 망칠 수도

신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들떠서 캠
퍼스에서 즐거운 생활을 기대를 하고 있
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학생
활 전체를 잃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한다. 
얼마 전 인기로 종영한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보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생활
을 해도 주변에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
이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우리를 도와주
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시작한 대학생
활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단들의 접근
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체 주의하라!>

“경건은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난 2월 5일(월) 스타센타 온누리홀에서
‘목회자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
나가 있었다. 전주대학교가 주관하여 전북
지역 목회자 및 신학에 관심있는 성도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진행되
었다. 
선교봉사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

하여 지역교회 부흥과 목회자들의 영적 성
장을 돕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날 초대강사인 호남신학대학교 명예총

장 차종순 목사가 주제 강의를 진행했다. 
차 목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원숙한
경건과 건강한 목회가 보증이 되는게 아니
기 때문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는 것
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교회 한병수 목사는 “이 땅의 복음
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이 남긴 믿음의 역
사를 계승하며 나가야 한다”고 하며, 역사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속의 목회자 공
부법’을 소개했다. 
- 편집부

전주대 목회자 세미나

겸손을 자랑하는 전주대학교 人

매주 목요일 아침8시, 대학교회에서는 전주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기도모임이 열린
다.
이번 학기에도 3월 8일부터 목요 아침 기
도회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이른 8시 예배를 시
작한다. 
방학동안 리모델링하여 새로워진 대학교회
본당에 학생과 교직원이 1, 2층 가득 들어
찼다. 경배와찬양학과 김문택 교수가 진행
한 목요 아침 기도회는 뜨거운 찬양으로 시
작되었다. 
대학교회 담임 한병수 목사는 “겸손”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
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내

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
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그의 것을 빼
앗아서는 안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다.”고 하며, 전주대학교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질
서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 후 이호인 총장은 “교직원들이 더 적
극적으로 기도회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새로
워지는 한 학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하며,
“앞으로 3월 27일에 있을 대학 기본역량진
단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한병수 목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목요

아침 기도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
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한다. 뜨
거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
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되고, 말할 수 없는 탄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되며, 서
로를 위한 간절한 돕는 기도를 통해 사랑으
로 하나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1학기 교직원 목요 아침 기도회

인도, 힌두극단주의
기독교인 위협
성경 불태우며 박해해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인도 남부에서 성경과 신앙 서적이 몰수되고 버
려지는 등 기독교인들이 언어폭력과 위협에 시
달리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미국 오픈도어
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힌두 극단
주의자들은 성경을 배포하는 차량을 납치한 뒤
성경을 불태웠으며 “기독교인들은 꺼져라. 오늘
은 처음이라 그냥 가지만 다음에는 차를 빼앗을
것”이라면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차량까지
불태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라고 협박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18 박해
국가순위 11위인 인도에서는 성경이나 신앙 서
적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도 ‘거짓된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로 간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개종법 위반으
로 처벌을 받는다. 미국 오픈도어는 “인도의 박
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진 교
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에
도 복음은 각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에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인 세계기독연대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는 “지난 15일 약 300명의 힌두 극단주의자
들이 인도 채티스가르주 자사파라 마을에 소재
한 '바스타르 포크라이스트 무므번트'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찾아와 예배를 방해했다.”고 전했
다. 목격자들은 “이들은 예배를 드리던 남성과
여성,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낸 후, 그리스
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를 거절하자 몽둥이로 이들을 때리
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ICC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 가구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일부 여성들
의 옷을 벗기기도 했다. 일부 여러 성도는 심각
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네팔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른바 '종교 민족주의'의
확산이 기독교인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가 공
모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오픈 도어스는 주장했
다. 오픈 도어스는 그러면서 힌두교 극단주의자
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인도에서 기독교인을 대
상으로 한 공격이 2만 4천 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개강예배

■일 시 : 3월 14일(수) 11:00
대학교회

■말 씀 : 신용수 목사 (바울교회)

▲ <출처: hindustantimes.com 사진 캡처>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운
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
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빛(3149)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
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예배안내

3월 8일(목) 전라북도를 위한 기관장 목
요기도회가 전주대학교 스타타워3층 교직
원식당에서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6시 50분에 진행되고 있으며, 목요기도
회를 통하여 전라북도 기관장들이 그리스
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예배와 삶을 나눔
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라북도 부
흥에 힘쓰고 있다. 

전북 기관장 목요기도회
‘홀리클럽’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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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학생 98%가 ‘미투 운동 지지’
위 설문조사는 3월 8일~3월 13일간 진행되
었으며 총 185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무려 97%의 학생은 미투 운동을 ‘강력히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투 운동이 전주대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다수 학생들이 관심과 지지
를 보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미투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
83%의 학생은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답했으며, ‘피해를 본 사실로 인해 안
타깝다’고 15%가 답했다.

이어 미투 운동이 지속될 것 같은지에 대해
서는 58%가 ‘그렇다' 41%는 ’아니다'라고 답
하여 생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미투 운동
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수치로써 만약 성 관련 피해를
본다면 미투 운동에 동참해 자신의 일을 공개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이상인
60%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아니다’라고 답
한 경우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중 60%는 ‘알
려진 후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23%가 ‘보복
당할까 봐'라고 답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성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 관련 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에 대한
물음에는 ‘상하관계 거스르기 어려운 위계적
조직문화’가 34%,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
적 가부장 문화’가 24%로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는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가부장적
문화와 상하관계의 비극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저지르는 개인의 부도덕함’이
22%, ‘성폭력 불감증 내지 낮은 성인지 감수
성’이 14%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
인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성별과 관계없
이 모두에게 공개된 설문조사임에도, 참여자
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이 더 높으며 미투
운동의 흐름 또한 상당수 주도하고 있음을 예
측할 수 있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은 “상
담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성폭력 중
86.3%가 아는 관계이고 성인은 직장에서,
청소년은 학교 심지어 가족에게 피해를 당하
고 있다.”며 “권력이 특정 대권 주자라든지 노
벨문학상 후보, 특정 연출가, 교과서에 나오
는 극작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동선을
따라가면서 작은 구조를 이뤄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 미투의 본질을 흐리는 ‘묻지마 폭로’
도 감지되고 있다. 폭로가 기정사실로서 받아
들여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에 가
해지목자는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하
지만 폭로가 허위사실로 판명된다면 미투 운
동의 본질이 흐려지고 순수성이 의심받게 되
는 것이다. 결국, 음해 목적으로 미투 운동을
악용할 시 가해지목자는 무고를 입증해야 하
고, 입증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미투와 펜스룰,
분리의 계기 아닌
지혜로운 사회적 자구책 되어야

미투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한편에서는 ‘펜스룰’과 이성 간 ‘혐오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펜스룰’은 현재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Mike Pence)가 밝힌 행동 준칙으로, 그는
과거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
한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지 않고 알코올이
있는 행사에는 반드시 아내가 동행할 시에만
참석한다.”고 밝혀 사생활 논란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본래 펜스룰이 제안된 배경에는 기
독교 복음주의자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의 종교적 경건주의에 감화된
자기 수양의 의미가 강하다. 자신의 죄성(罪
性)이 발현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도
섞여 있기에 일부 급진주의 여성운동 조류와
친화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확산되는 펜스룰은 ‘분리
주의 성향’ 또한 지니고 있어 미투 운동의 본
질을 흐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 가해
구조를 남녀 분리주의 프레임 아래 표상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미투 운동의 창설자인 타라나 버
크(Tarana Burke)는 텔레그래프라는 매체
와의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서 살
아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이다. 물론 여
성 희생자가 많으므로 여성이 주도하고 있지
만, 케빈 스페이시에 대해 말문을 연 소년들
이나 성폭력을 당해 왔던 수백만 명의 남성들
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남성은 적이 아니며,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
놨다. 또한 버크는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
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투 운동의 본질과 취지에서 벗어
난 묻지마 폭로와 남녀 혐오를 비롯한 분리주
의적인 펜스룰 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식의 전환, 더 나아가 자유의 가치실현
미투 운동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
에서 간단 명쾌하게 정리했다. “권력형 성폭력
이란 권력을 가진 남자가 권력이 없는 여자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 즉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몸을
폭력으로 제압하거나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
실이 드러나지 않게 억압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일반화시킨다면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전
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타인의 몸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강
제·강요·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농업혁명부터 현대자본주의까지 여성은 언
제나 차별받는 집단이었으며, 일각에서는 마
지막까지 남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은 성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
이 해소되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
만 미투 운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문화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유의 가
치를 실현해 나가게 될 것이다.

#Me Too
작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은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주변
을 둘러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문화계를 시발점으로 연극계, 대학가를 거친 미투는 용광로처럼 대한민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 주
시하던 찰나, 우리 대학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바 신문사는 학교 언론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였다. 나아가 ‘미투’를 바라보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
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Issue Brief 2017년 124호 「‘직장 내 성희롱 실태보고’」
- 울산종합일보 「“성희롱 무법 지대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리얼뉴스 「미투 반작용 ‘펜스룰’ 왜 나왔나?」   
- 연합뉴스 「"성희롱 남녀 따로 없다"…"근로자 30%, 주 1회 이상 피해"」
-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미투’ 도미노에 대학생이 움직인다.」            - JTBC '썰전' 259회

참고
자료

▲ 출처: ACES Too High NEWS

(참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에서 20~50대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1.미투 운동을 지지하는가? 혹은 지지하지 않는가?

강력히 지지함(60%)

지지하는 편임(37%)

지지하지 않음(2%)

관심 없음(1%)

1-1미투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성 혹은 특정 집단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서
(1%)
여성과 남성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서(2%)
기타(2%)
응답없음(9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응답없음으로 처리)

2. 미투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83%)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해 안쓰럽다(15%)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 좀 유난스러운 것 같다(0%)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생각해 좀 무모한 것 같다(0%)

3. 미투 운동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될 것 같다(58%)

일시적 유행처럼 
지나갈 것 같다(41%)

4. 성 관련 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지르는 개인의 부도덕함(22%)
성폭력 불감증 내지 낮은 
성인지 감수성(14%)
상하관계 거스르기 어려운 
위계적 조직문화(34%)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 
가부장 문화(24%)
당하는 사람의 부적절한 
행실이나 처신(0%)
기타(4%)

5. 만약 당신 성 관련 피해를 입는다면 미투 운동에 
동참해 본인의 일을 공개할 수 있겠는가?

5-1.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려진 후 주변 
시선 때문에(24%

보복 당할까봐(9%)

성 가해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1%)

기타(8%)

응답없음(56%)

단과대학
인문대학(9%)

사회과학대학(44%)

사범대학(12%)

공과대학(7%)

문화융합대학(6%)

문화관광대학(4%)

경영대학(5%)

의과학대학(10%)

성별

남성(20%)

여성(80%)

있다(60%)

없다(40%)

(의사가 있는 경우 응답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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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대표는 20세에 보나쥬르를
창업했으며, 연 매출은 약 50억+a라
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으로 유황, 부활초 등의 천연재
료를 통해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고 한다. 자연스럽게 갖게 된 천연원
료배합 레시피로 현재는 약 70여 종
의 천연화장품을 개발 판매한다. 피부
병을 겪는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며,
인도네시아와 남아메리카 시장에도
진출했다.

보나쥬르 김다혜 대표

의류학을 전공한 이성동 대표는 26
세에 얼킨을 창업했으며, 연 매출은
약 3억+a라고 한다.

미술 전공자들의 전시회 후 버려지
는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
다. 그림 자체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코팅제 배합연구를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현재는 버려지는 그림들을 모아
서 가방, 옷, 모자 등을 만들어 판매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도 판
매 중이며, 미대생들이 버리는 그림
을 가져오는 대신에 새로운 캔버스를
그 미대생들에게 선물한다고 한다. 

얼킨 이성동 대표

이상훈 대표는 26세에 인도에서 코리
스를 창업했으며, 연 매출은 약 5억
+a라고 한다. 인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상훈 대표는 인도에서 사업
기회가 한국에서보다 더 많으리라 판
단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식 레스토랑
을 창업했고 김밥, 비빔밥, 불고기 도
시락, 치킨, 라면, 잡채 등을 팔고 있
다. 많은 인기에 매장을 서둘러 열었
지만, 같이 일하던 인도인들에게 사기
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는 심

기일전하여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이며 계속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
라고 한다. 

코리스 이상훈 대표

#서울시장 박원순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책)

퇴근 후 생활 코디네이터
집 바꾸어 살기 사이트 운영자
통합분실물센터 대표
문화 복덕방 매니저
쉬운 한국어 전문가
농촌 일손뱅크 운영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대학, 학과 소개 투어 전문가
명예교사 뱅크운영자
업사이클 아티스트
상상 기계제작소 대표
사회혁신 기업가
공공 디자이너
공공기관 기념상품 제작회사 대표
친환경 이벤트 전문가
텃밭 농원 디자이너
농부시장 개설업자
다문화 기업 기획자
친환경 상품 디렉터
이혼 플래너
기부 컨설턴트
에코 라이크 디자이너
세컨드 하우스 헌터
모험 가이드
아름다운 이별 컨설턴트
교사 해외연수 전문 여행사 대표
전통 제사 패키지 관광사 대표
수형자 직업교육 컨설턴트
국제 인턴십 매니저
벗 전문가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이트 운영자
주민 소통 전문가
청소년 치유 동물농장 운영자
코하우징 전문가
임대 아파트 활동가
효도 대행사 대표
굿 뉴스 발행인

소외 계층을 위한 디자이너
멘토링 오거나이즈
일대일 매칭 방식 사업가
대안대학 설립자
윤리적 토자 전문가
공익소송센터 운영자
세상을 바꾸는 요리사
나눔 식당 운동가
마을회사 전문가
장애프리도시 디자이너
나눔 교육 전문가
사회적 인턴 중개사
그린 헬스클럽 운영자
착한 포장 전문가
친환경 바느질장이
자전거운송회사 대표
사회적 땡처리 전문가
생활용품 렌털회사 대표
대안 에너지 사업가
빗물 사용 전문가
그린빌딩 인증 사업가
경제림 컨설턴트
지역 공동체 예술가
안테나숍 운영자
사회적 기업'더 허브' 운영자
도시 안전 네트워크 설계사
디지털 지식 네트워커
제 3세계 마을 교류 사업가
기업 -시민사회 네트워크 전문가
시니어 살롱 운영자
성 평등 코디네이터
장애인커넥터
매장배경음악 전문가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운영자
대안 게임 기획자
놀이 디자이너
직장 놀이터 개발자

에코 뮤지엄 기획 설립자
서커스 학교 운영자
개성시대의 여행 플래너
전통 공연예술 기획자
책 사냥꾼
수면 카페 운영자
건강 레스토랑 운영자
채소 전문가
장 소믈리에
불치병 환자 전문 영양사
좋은 병원.의사 가이드
스트레스 해결사
건강 마을 평가사
워킹 코디네이터
건강 보험 컨설턴트
마을 이장.간사
전통문화상품 전문점 운영자
종자뱅크 대표
농초 운전면허 학원 원장
귀농 귀촌 전문 잡지 발행인
숲 학교 설립 운영자
공방형 민박 운영자
농산물 고유 브랜드 전문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문가
홈쇼핑 중계사업가
온라인 개인 정보 보안관.
온라인 투표 전문가
PPGIS 생활지도 전문회사 대표
온라인 교회,사찰 운영자
소셜 에듀케이션 전문가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
사회혁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미디어 라이팅 전문가
갤러리 전문가
소셜 펀딩 전문가
메가트랜드전문가
지구별 어린이,글로벌 대학생 중개인

글로벌 대안 광고 마케터
국제 홈스테이 중개인
좋은 습관 수입가
세계 문화 코디네이터
세계 시민사회 애널리스트
지방자치단체 국제사업 전문가
세계 도시 전문가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단체 대표
지식 성장 매니저
평생학습 컨설턴트
교육환경 코디네이터
현장학습 디자이너
청소년 대안 캠프 운영자
맞춤형 책 요약사
모든 교재제작소 대표
유아 양육 코디네이터
한인 동포 교육 전문가
부모 아이 소통 전문가
사회적 기업 금융기관 대표
사회적 기업 애드 마스터
기업 사회공헌 컨설턴트
공정무역 사업가
착한 웹마켓 운영자
장애인 공동체 회사 컨설턴트
기부 사진 포털 사이트 운영자
사회적 기업 포털 사이트 운영자
해외동포 기금 운영자
협동조합 운동가
NPO 살롱운영자
NPO 리쿠르트 전문가
윤리적 빌딩 사업가
모금 전문가
NPO 투어 전문가
시민 사회 전문 잡지 발행인
창조적 이벤트 디자이너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천한 1000가지 창직리스트 중 약 150가지다. 

#해외여행 #노트북
#원격근무 #작가

디지털노마드란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IT 기
기를 갖고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된 업무공간과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기업으로는
코딩할 줄 몰라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
게 돕는 워드프레스(Word Press)가 있
다. 

실리콘밸리는 부동산값과 물가가 너무
비싸서 원격 근무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
고 있다고 한다. 

직종은 유튜버 등의 MCN, 프리랜서,
글 작가, 사진작가, 음악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그래픽 디자이너, 인터넷 리
서처,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가, SNS 마
케터, 동영상 및 컨텐츠 제작자, 블로거,
컨설턴트, 번역가 등이 있다.

-인터뷰 및 칼럼 
https://univ20.com/71398  (곽
민수, 조희정, 소준의 디지털노마드 인터
뷰)
http://dareyourself.net/ (도유진

디지털노마드 블로그)
http://kimjongwook.com/2016/

01/12/the-digital-nomad-lie-
ko/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짓말)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
문에 인구는 식량 공급의 제한으로 억제되고
그 과정에서 악덕과 빈곤이 필연적으로 발생
한다.”라고 기술했다. 이 말을 빌려서 표현하
자면, 오늘날의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기하
급수로 매우 빨리 변하는데 비해 인간과 사
회의 변화는 산술급수, 즉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변하는 것 같다. 
알파고의 하루 학습량은 인간의 35.7년의
효율과 비슷하다고 한다. 지금 이 기사를 쓰
고 있는 동안에도 알파고를 비롯한 AI의 성
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알파

고를 채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15억 가지 경
우의 수를 가진 실험에서 가장 적합한 조합
을 낮은 비용과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찾
아내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법률, 인지, 실험 등 여러 분야에
서 AI는 점차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세계의 변화를 국내에서 체감하기는 어려

운 것 같다. IT기업이 상위 5위에 포진한 미
국과 달리 한국은 상위 5위에 제조 기업이
위치해 있어 세계의 산업 및 기술변화로 파
생되는 환경변화를 체감하는데 어려움이 따
르는 것 같다. 대부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
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기

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적
응 가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다방면적인 교육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우리 대학에서는 여전히 산업과 기술 변화
이전 시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런 인재가
이미 대체되고 있음을 우리는 어디서든 인터
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과 기술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양질적 노동수요
는 달라진다. 그런데 그걸 국가나 교육기관
에서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각 개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 중 한 가지 방법은 ‘창직(創職)’이라
고 본다. 이는 새로운 직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을 의미하며 창업과 취업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 및 사회가 변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롭게 도
전한 국내 창직 사례와 추천 창직 리스트(약
150가지)를 소개한다. ‘디지털노마드’라는
새로운 노동 유형도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 호부터는 작년 2학기에 진행했던 전

주대에서 창직(창업)한 학생 CEO의 인터뷰
를 이어서 다룰 계획이다. (지난 호 인터뷰
‘나재욱 대표, 김승현 대표, 박진범 대표’)     

- 이정환 기자

#창직 #창업 #전주대 학생CEO
#기하급수적-산술급수적 변화

(Exponential-Arithmetical)

건축학을 전공한 하성용 대표는 27
세에 라고디자인을 창업했다, 연 매출
은 25억+a이며, 미술전시회에서 ’스
크래치 나이트뷰‘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 한다. 스틱으로 스크래치 판의 회

색 라인을 따라 긁으면 금빛 및 색깔
이 다양하게 빛나는 세계 여러 관광
명소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원리
는 복권과 비슷하며, 보통 4~5시간
정도 긁어내면 한편의 그림이 완성된
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에도 수출 중
인데 순이익은 50% 정도라고 한다. 

20대에 창업한 젊은이들

라고디자인  하성용 대표

#리사이클링 #천연화장품 
#한국의 젊은 부자들(책)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추천 창직 리스트

시대변화의 대안 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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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

아래의 퀴즈를 맞춰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학번/이름/연락처와 
함께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하는 곳 학생회관 
3층 320호 신문사

볼견애견[볼見애犬]

영화 ‘마음이’에 등장하였으며 맹인견, 마약탐지견, 인명
구조견 등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견종으로서
사냥감을 되물어 오는 역할로는 최고의 개다. 캐나다 퀘
백주의 북쪽 래브라도 지역의 어촌에서 그물로부터 빠져
나온 물고기를 모으거나, 털에 있는 기름기 때문에 얼음
이 달라붙지 않아서 차가운 바다에 빠진 어망을 회수하거
나 운반하는데 이용하였던 헤엄을 잘 치는 대형개이다. 

19세기에 영국 뉴펀들랜드(Newfounland)지역으로
건너가 이곳이 원산지가 되었다. 현재의 이
름은 1887년에 맘즈베리 백작에 의
해 붙여졌다. 많은 종류의 리트
리버종을 교배시켜 지금의 래
브라도 레트리버가 만들어졌
는데 레트리브란 영어로 '회
수하다, 되찾다'라는 뜻이며
사냥꾼이 쏘아 떨어뜨린 물
새를 회수하는 사냥개로서
이용되었다. 지금은 인내심이
많아서 맹도견, 매우 민첩하여
경찰견, 뛰어난 후각능력으로 마약
탐지견으로 이용되고 가정견으로서도 미
국, 영국, 일본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전형적인 영국풍의 개이며 외모는 귀족적이고 강한 모
습을 가졌으며 실제로 힘이 센 개다. 체고는 58㎝내외이
고 체중은 약 30㎏정도이기 때문에 다루기에 적당한 크
기이다. 털색은 다양한 단색으로 검은색, 갈색, 크림색 이
며 일반적으로 검은색이 많다. 방수성이 좋은 짧고 조밀
한 털과 근육질의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으며 입은
길고 뾰쪽하며 귀는 볼의 뒤쪽에 닿을 듯이 늘어져 있다.

털빠짐이 심해서 자주 빗어줘야 한다. 가슴은 폭이 넓으
며 두껍고, 발은 작고 단단하다. 꼬리는 뿌리가 굵고 끝으
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아래쪽 면에 털이 조밀하다. 그 모
양이 수달의 꼬리와 비슷하여 오터테일(ottertail)이라고
도 부른다. 래브라도의 꼬리는 짧고 끝쪽으로 갈수록 얇
아진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다른 동물이나 사

람과 접촉시켜야 사교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가두거나 매
어놓고 기르기에는 부적당하다. 발가락사

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치기를
좋아하므로 가끔 강이나 호수에

서 수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가 거의 없고 몸 크기에 비
해 냄새가 적은 편이다. 비
교적 길들이기에 잘 적응하
며 복종 훈련이 용이하고 어
떤  상황에서도 다툼을 좋아

하지 않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도 얌전히 가만히 있으며, 유아가 있

으면 엎드려서 친밀감을 가지고 상대하려
고 한다. 어떤 사육환경이라도 순응하므로 사육주나

주인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개
이지만 귀가 늘어져 있으므로 외이염에 걸리기 쉽고, 대
형견이기 때문에 위확장증 발병이 높으며, 유전적인 병으
로는 백내장 등의 눈병이나 간질, 고관절형성부전이 알려
져 있다.

래브라도 레트리버(Labrador Retriever)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의학박사 박범전)

■ 학교의 자랑,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전주대 박물관

전주대 박물관은 1985년 2월 25일에 개
관하여 현재 5개 전시실에 약 8,900여점
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우리
대학의 설립과 발전을 담은 학교역사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
고 및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발굴, 전시하
고 있는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의 학
술연구에 봉사하며, 이에 관계되는 자료의
조사,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박물관 2곳 운영 중
·운영시간(평일) 09:00~17:00

주말,공휴일 휴무, 관람료 무료
·박물관 위치 : 대학본부 3층
·호남기독교박물관 위치 : 스타타워 1층
·문의전화 : 063)220-2159

■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 공간
박물관은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고 및
문화인류학분야의 자료를 발굴·전시함으
로써 문화교육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 박물관은 민속, 향토사에 대
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
며 역사유적과 관련된 지표·발굴조사와 각
종 유물의 수집·보존·전시에 힘쓰고 있
다. 특히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기
독교자료 박물관으로 특성화시키고자 호남
지역의 기독교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2014년에는 호남기독교박물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에 관한 올바
른 지식을 보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
하는 박물관이자 언제나 열려 있는 문화공
간,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인문학교육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
을 실시하고 있다.

■ 전주대 박물관 시초와 현황
1985. 2. - 초대 박물관장 유병기교수 

취임 및 박물관개관

2010. 2. - 박유신 전통복식관 개관
2014. 5. - 학교역사관 개관 및 

호남기독교박물관 개관
2018. 1. - 제19대 박물관장 

홍성덕교수 취임

■ 2017년도 주요 문화 행사와 활동
지난해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
최하였다. 전시 분야에 있어서는 상설전시
이외에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2차례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5월에는 ‘새로운 숨

결, 다시 태어난 백제토기’라는 주제로 이효
규 작가의 백제토기 재현작품을 전시하였
고, 10월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
여 ‘오직 성경! Sola Scriptura!’라는 주제
로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두 차례의 특별전
을 통해 학내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에게 다채로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전시와 안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
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
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길 위의 인문
학’, ‘교육인력 지원사업’, ‘학예인력 지원사
업’, ‘소장품 DB화 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을
이끌어냈다. 
학술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전북도청을 비롯
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김제, 정읍,
익산, 남원 등에 대한 문화유적 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
지 않은 유적을 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살아있다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모습

① ② ③ ④

��������������������������������

��������������������������������

보 기

[문제2]  보기의 4가지 동물 중에 물음표에 
들어갈 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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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총장 양병선 교수 인터뷰>

지난 2월 1일 오전, 100여명의 학교 내외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부총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영미언어문화학과의 양병선 교수가 우리 대학의 새로운
부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부총장으로 일해 온 최원철 교

수는 올해로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게 되었다. 그간 전
임 최원철 부총장은 대학행정과 교육역량의 강화,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신임 양병선 부총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영문

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언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3월에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후로 국제
협력교육부장, 신문방송국장, 선교봉사처장 등을 역임하
였으며, 한국영어학회 부회장, 한국언어학회 부회장, 대
한언어학회 회장, 문화체육부 국어심의회위원으로 활동
하였다. 현재는 전주신일교회 장로, 행정안전부 영어명칭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Q. 우리 대학의 신임 부총장이 된 소감은?
사립대학이 어려운 지금,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부총장
이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도 들지만 부총장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Q.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힘 쓸 것인지?
먼저는 3월 말에 있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선교봉사
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하는 자
세로 임할 것입니다.

Q. 임기를 마친 후에 모든 이들에게 어떤 부총장으로 기억되
고 싶은지?
부총장이기 전에 저는 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전주대
교수로서 임기동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
치고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총장으로서 저
를 믿고 세워 주신 학교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노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Q.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 8:1)
대학생은 이 나라의 지식인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를 얻을 때
에도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가지
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덕
을 세우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
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일하는 부총장이 되겠습니
다.

Q. 신문방송국장을 역임하신 부총장님께서 특별히 이번 신문
방송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취업과 학업을 집중하기 위해 학생 기자에 적
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
가기 전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한 가
지 직업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자

신을 가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를 높이는 일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문사와 방송
국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 기자는 학
교에서 부여해준 직책입니다. 사회의 일반 신문사 기자
처럼 직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시간의 일부만 투자한다고 생
각하지 말고, 학생 기자로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Q. 대학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투 운동이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운동이 확산되
지 못해서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고 말았습
니다. 앞으로 좀 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선 부총장은 학생들이 전주대신문을 통해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가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
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하겠다.”

<최원철 전 부총장, 학교미래를 위한 제언>

그 동안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
으로, 앞으로 전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을 담
아 몇 가지 제언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전주대 구성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소통과
협력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대내외 변화에 대처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한 방향으로 적극적
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의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와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
하면서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학 구성원들
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반문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덕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전주대는 창의 융복합 인재양성의 당면 과제와 학
령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대학의 체질 개선 등 대내외
적인 시대 흐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현안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 한마음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

과 각종 대외평가 준비 등으로 대학은 교육부의 요구
에 대처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적으로 교육부의 평가 준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실
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급변

하는 미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삶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교육이 실용 지식

중심 교육과 더불어 생각의 힘을 키우는 역량 강화 교
육 등으로 교육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차 산업혁명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대학은 어떠한 준
비를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냉철한 문제인식과 철
저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융복합성, 유연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식의 생명 주기가 줄
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대학교육은 시대에 걸
맞은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특화 산업에 맞춘 맞춤형 교육 전략은 우
리 대학의 상생의 길입니다. 또한 연구·교육·봉사
모든 면에서 더욱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의 지역화에 방점을 두고 협력 체제의 구
축과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
니다. 
△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및 교육
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원을 중심으
로 해외유학생 유치, 교육,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 규모가 커지기 때문
에 앞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국제교류원 일에 동참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중
소기업 및 벤처 창업을 위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굴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창업교육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스
타 창업가들은 대부분 20대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
편하였습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우리 대학 역시 다
른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
다. 
△ 수익창출의 길을 찾고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학교

기업으로 궁중약고추장, 농생명융합기술원, 법인기업
으로 에버미라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경영마인드로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경영 전략도
필요합니다. 신규 유망한 학교기업도 발굴하여 대학의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이 보
내고 싶은 대학,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우리 전주대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고 번창하면서 명실
상부한 글로컬 대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학 현안 사안의 구체적 실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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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주대학교 신임교원
조재천 (선교신학대학원 / 신약 또는 구약)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예일대학교 목회학, 신학 석사
노트르담 대학교 철학 박사

예일 뉴헤이븐병원 인턴원목 (CPE 1unit)
개신대학원대학교 조교수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학력

주요
경력

최규홍 (경영행정대학원 농생명융합학과 / 농공학 분야)

성균관대학교 농업기계공학 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농공학 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농공학 박사

농업공학연구소 기초기술기계과/농산가공기계과장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농기계 전문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학력

주요
경력

김장순 (경배와찬양학과 / 기독교음악학)

건양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백석대학교 기독교음악학 석사
백석대학교 기독교음악학 박사 수료

경배와찬양(ANM) 챔버팀 드럼, 퍼커션 연주
에이스 엔터테인먼트 음향실장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학력

주요
경력

이정욱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근대문화사)

전주대학교 일어교육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문학 석사
일본 츠쿠바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박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전주대학교 강사

학력

주요
경력

편용우 (일본언어문화학과 / 일본문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일본문학) 석사
도쿄대학교 인문사회계연구과 일본문학 박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학력

주요
경력

홍기석 (중국어중국학과 / 중국경제 및 중국경영)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中國人民大學 기업관리학 석사
淸華大學 공상관리학 박사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가톨릭대학교 강사

학력

주요
경력

박현진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교육)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출제 및 채점 위원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학력

주요
경력

조수혜 (법학과 /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University of Virginia LL.M.(법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J.S.D.(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학력

주요
경력

전대성 (행정학과 / 행정이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남가주대학교(USC)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학력

주요
경력

이현복 (금융보험학과 / 제3보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위험관리) 개발사업 집필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학력

주요
경력

임미화 (부동산학과 / 부동산학)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 학사
홍익대학교 실내디자인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한인건설, 도시건축종합사무소, 삼일하나로건축 설계·기획근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강의조교수

학력

주요
경력

김미은 (간호학과 / 간호학)

을지대학교 간호학 학사
을지대학교 간호학 석사
을지대학교 간호학 박사

대전을지대학병원 분만실 간호사
대전을지대학병원 분만실 주임 간호사
김천대학교 조교수

학력

주요
경력

한철민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 소재공학 또는 나노공학)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The Ohio State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촉연구원

학력

주요
경력

김기정 (산업디자인학과 / 문화콘텐츠기획 또는 디자인경영)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학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학 석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학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
중원대학교 조교수

학력

주요
경력

정승은 (영화방송제작학과 / 영화방송제작)

그리피스대학교 영화방송학 학사
동국대학교 영화방송제작학 석사
동국대학교 영화방송제작학 박사

12편 이상의 상업영화 및 드라마 현장의 편집기사
디스커버리와 문체부 공동지원제작 및 방영 다큐의 라인PD
㈜시너지영상제작소 이사

학력

주요
경력

김대욱 (음악학과 / 관악(금관))

서울대학교 음악학 트럼펫 학사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지휘과 석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음악학 석사, 박사

미국 Dallas Semihan Youth Orchestra 음악감독 및 지휘자
미국 Richardson Symphony Orchestra 객원 수석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학력

주요
경력

도현욱 (한식조리학과 / 서양조리)

The Illinois Institute of Art at Chicago Culinary Art 학사
연세대학교 급식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외식경영학 박사

Intercontinental Hotel(미국 시카고) 라인쉐프
칸지고고 레스토랑 대표이사
(유)두가헌 레스토랑 자문이사

학력

주요
경력

백민경 (가정교육과 / 가정교육학)

전주대학교 가정교육 학사
전주대학교 가정교육학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 박사

무풍고, 전주솔내고, 남원고 가정과 교사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아동영양학 운영교수

학력

주요
경력

김준형 (수학교육과 / 위상수학 또는 미분기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이학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전담교수
건국대학교 수학과 박사후 연구원/학술연구교수
한남대학교 수학교육과 조교수

학력

주요
경력

김하라 (한문교육과 / 한문학(산문 전공))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강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학력

주요
경력

박찬흥 (기초융합교육원 / 국어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조)원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특별연구원
중원대학교 초빙교수

학력

주요
경력

이 난 (기초융합교육원 / 성품인성교육)

우석대학교 교육학 학사
우석대학교 문학 석사
원광대학교 교육학 박사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비전원격평생교육원 개발 및 운영교수
드림원격평생교육원 원장(주 티앤글로벌)

학력

주요
경력

임명희 (교육과정평가센터 / 교육학)

전주대학교 한문교육 학사
전주대학교 교육학 석사
전주대학교 교육학 박사

전북교육청 중등교사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전주대학교 교육과정평가센터 객원교수

학력

주요
경력

이상룡 (경영행정대학원 농생명융합학과 / 농생명 분야)

고려대학교 농학 학사
고려대학교 농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박사

美정부 농무성 농업연구원(USDA-ARS) 정규직 연구사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학력

주요
경력

최경복 (한국어교육센터 / 한국어교육)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군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석사

익산 원광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원광보건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어 강사
전주대학교 한국어센터 객원교수

학력

주요
경력

황명랑 (한국어교육센터 / 한국어교육)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석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박사 과정

건양대, 나사렛대, 우송대 강사
전주대학교 한국어센터 객원교수

학력

주요
경력

한국인 교원 26명
외국인 교원 21명

※지면관계상 외국인 교원 21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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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들어온 스모그의 악명에 긴장했던 것에 비해 처음
접한 중국 하늘은 무척 맑았다. ‘좋은 일엔 마(魔)가 낀다’
고 짙은 안개로 인해 자정부터 이어진 대규모 결항과 지
연, 여러 고민들이 겹쳐서 출발부터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베이징에 첫 발을 디딤과 동시에 이런 생각들이 날아가
버렸다. 사실 내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다. 

허베이(河北) 대학과의 만남

우리가 지낸
허베이 대학은
허베이 유일의
‘국가중점대학’
이다. 국가중
점대학이란 중
국의 대학 가
운데 가장 권
위 있는 대학
으로 국가가
인정한 대학교
를 말한다. 허

베이 대학은 바오딩 시에 위치해 있는데, 베이징으로부터
서너 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
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학생은 한국어를 전공하는‘가첨
예’라고 했다. 3년째 전주대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였다. 

엄청난 규모의 허베이 대학

허베이 대학
은 도시 곳곳
에 시설이 나
뉘어 있었는
데, 우리가 지
내던 곳은 수
업시설과 도서
관, 기숙사 등
이 모여 있었
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남은 시간에는

중앙의 거대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전주대학교의 스
타센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시설은 우리 것이 더 나았지
만 규모는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 지어졌다는 학생식당
도 훌륭했다. 층마다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 원하는 음식

을 골라 먹을 수 있었다. 3층에만 40~50개의 가게가
있었다. 식당 건물의 앞뒤로는 먹자골목과 큰 슈퍼마켓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찾는다고 했다. 실제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그 넓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붐비는 모습이 장
관이었다.

한국어 교육 봉사

한국어 프로
그램은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 시간에는
한국어 학생들
의 수업을 참
관하며 진행을
도왔고, 오후
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허베이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한국어를 가르쳤다. 두 일
정을 모두 끝내면 본부에 돌아와 중국어 수업을 받았다.
오전 시간은 1학년과 2학년의 두 팀으로 갈라져 일정을

진행했다. 나는 1학년의 수업을 맡게 되었다. 각자 중국
인 학생 몇 명과 짝을 지어 조를 이루었는데, 우리 조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
기 속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수업은 총 2교시로 진행되었다. 1교시의 수업은 선생님

께서 직접 진행하셨지만, 2교시는 우리가 직접 수업을 하
거나 다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을 만나 한

국어를 가르쳤다. 중국 학생들의 수준은 모두 달랐다. 한
국어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글
자음과 모음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들은 각자
맡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 내용을 준비하느라 진땀
을 뺐다.

다양한 문화 체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기초 중국어 수업’, ‘한국 음식 체
험’, ‘한·중 문화 소개’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기
초 중국어 수업은 단순히 회화나 문법에 치중 되지 않고
중국 문화가 낯선 한국 학생들을 배려해 중국 역사와 문
화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요청

으로 영화 ‘나
의 소녀시대’의
OST인‘小幸運
(소행운)’을 중
국어로 불러
보기도 했다. 
일정 막바지

에는 중국 전
통 무술을 체
험하는 등 다
양한 수업 내
용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한국 음식 소개는 김밥, 비빔밥, 치킨 등을
직접 만들어 중국인 학생들에게 대접하는 프로그램이었
다. 각 음식마다 6명씩 조를 이뤄 준비를 했다. 한국어 수
업을 함께한 친구들과 공상학원 관계자분들을 초대해 직
접 요리해 보거나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분들이 큰 호
응을 보여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중 문화
소개는 각국 학생들이 언어와 생활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주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베이징에서 마주한 웅장한 중국

중국에서 맞이하는 첫 주말은 베이징에서 보내게 되었
다. 3일의 일정동안 자금성, 만리장성 같은 베이징의 랜
드마크를 비롯하여 천안문 광장, 국가 박물관, 왕부정 거
리 등 유명한 관광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바오
딩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탔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권이
나 신분증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했다. 베이징의 모든
장소들이 의미 깊고 즐길 거리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기
억에 남은 장소는 천안문 광장과 천단공원이었다. 국가
박물관, 천안문 광장, 자금성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거쳤
는데 웅장한 건물들과 위용이 흐르는 장식들에서 대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자처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길게만 느껴졌던 3주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다. 
‘소행운’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原是我最想留住的幸 (널 만난 건 나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보낸 순간들이 그렇다. 모

두가 커다란 행운이었다. 중국을 알고 싶어 갔던 3주간의
체험을 이제는 평생 추억하게 될 것 같다.

-조승호 (한문교육과 13학번)

♣원본 기사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하겠습
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경배와찬양
학과 학생 15명이 학과장 김문택 교수의 지도
아래 A국에서 예배사역자훈련학교를 개최했
다. 이 선교 사역에는 현지 선교사와 현지인들,
그리고 A국 소수민족 사역자들이 함께했다. 특
별히 신문사에서 이번에 A국 선교를 다녀온 경
배와찬양학과 임성현과 인터뷰를 했다.

Q. A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했나?
우리 팀은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를 일으키고,
예배 실기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
에서 특별히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맡아 아이
들에게 가르쳤습니다. 

Q. A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기타를 가르쳤던 반에 세 명의 소녀들이
있었어요. 제가 현지어를 잘하지 못하고 어눌

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들끼리 저를 따라하며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웃겨서 한참 아이들과
웃은 기억이 나요.

Q. 선교 사역을 다녀온 소감은?
이번 선교에서는 저를 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
어요. 낯을 가리는 성격 탓
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저
를,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주님께 한없이 감사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김하선 기자

방학 중 특별한 해외 봉사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방학, 특별한 시간을 보낸 해외 봉사팀 두 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팀
▶ 경배와찬양학과 예배자 훈련학교팀

교수님과 중국인 멘토들

도서관 앞에서

한국어 수업

비빔밥 축제

“小幸運” (소행운)

임성현학생이 기타를 가르치고 있다.

경배와찬양학과 선교지 ‘예배자 훈련학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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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기가 시작 되었다. 매 년 마다 늘 맞이
하는 학기이지만 마음은 새롭다. 매일 떠오르는
아침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늘 새로운 해가 된
다. 3월의 새로운 학기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
라면서 성지에서 맞이한 아침 풍경을 나누고자
한다.

여행 중에 아침 해를 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한 해 뜨는 시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돋이를 보려면 새벽 5시든 6시든
눈이 떠지는 대로 바로 나가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해는 바다에서 그리고 산에서 장엄한 모습
을 드러낸다. 그리고 햇살은 자연을 드러나게
하며, 또한 성소의 건물 벽을 비추어 깨어나
게 한다. 햇살은 삼라만상(參羅萬像)을 새롭
게 그리고 신선한 느낌이 들게 해준다. 같은
자연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침과 낮의 느
낌이 매우 다르다.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아침 해돋이

풍경은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 무
엇인가 특별함이 있다. 크레타의 일출은 파스
텔 톤 핑크 빛이 도는 풍광에서 떠오른다. 부
드럽고 잔잔한 바다위로 선명한 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유럽의 문명이
태동된 곳이라는 문화적 기이함도 있지만 기
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기에 다른 관점이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
하다가 로마군에 붙들리는데, 바울은 로마시
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
을 할 수 없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다. 그
를 태운 배가 크레타 섬 인근을 항해할 때 큰
풍랑을 만났고 배가 좌초되어 크레타 섬으로
피신한 바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두
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발길이 닿았던 곳이
어서 크레타의 해변과 그곳에서 떠오르는 해
는 다르게 느껴졌다고 생각 된다.

아씨시의 새벽은 평화로웠다. 성 프랜시스
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그는 옷 한 벌밖에 없
는 가난한 성자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았다. 그가 생전
에 살았던 오두막 같은 집이 지금도 아씨시
에 보존되어 있다. 숙소에서 어두울 때 들판
으로 나와 기다리는데, 동쪽 산에서 해가 겸
손히 얼굴을 내밀었고 햇살이 퍼지자 어둠이
물러나고 찬란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펼쳐졌
다. 평화의 성자 프랜시스를 생각하다보니 경
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다. 

예루살렘의 아침 풍경은 평온하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 낮에는 소란스
럽고 위태해 보이지만 아침은 더 없이 조용
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성안에 보이는 건물들
도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다. 숙소가 다마
스쿠스 성문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다행히 조
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
이 잘 보였다. 이아침처럼 ‘평화로운 성, 거룩
한 성’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날 아침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감람산의 아침은 예수님의 많은 흔적이 남
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다른 느낌을 준다.
감람산 입구에는 예수님의 고뇌에 찬 땀이 핏

방울이 되어 떨어진 겟세마네 숲이 있고 중
턱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
셨던 곳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가 있으며, 감
람산 정상에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
쳐준 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한 곳이
기도 하다. 

아무튼 아침 풍경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며,
신선한 느낌과 함께 기운 찬 활력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품도록 해준다. 이러한 느낌은
꼭 외국에서만은 아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본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씨시와 비슷
한 풍경을 볼 수 있고 좌측으로 보게 되면 대
학교회와 학생회관 진리관, 교수연구동 등에
서 낮에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경치
들이 전개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새로 시작
하는 학기에, 주위를 보는 눈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지에서 체험한 아침의 느
낌을 적어보았다.

■ 첫학기,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15

성지의 아침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 중 거처 간 지중해 크레타 섬의 일출

▲ 아씨시의 아침 ▲ 예루살렘 성 안 ▲ 주기도문 교회 ▲ 예수님이 승천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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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健康)’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정신
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
튼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
다. 주로 사람에게 쓰이는 이 말이 언제부
터인가 ‘건강한 학교’, ‘건강한 교회’처럼 기
관이나 공동체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도 쓰
이고 있다. 아마도 어떤 공동체의 체제나
구성원들의 상태가 마치 사람처럼 아무 탈
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보였을 때에 이를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언중들이 이 말을 많
이 사용하면서 점차 일반화되지 않았나 추
정된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예전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이 있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병원과 종교 단
체의 수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
하는 이도 있다. 극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날마다 피폐해지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약자들이 지금 우리 주위
에는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학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
금부터 54년 전인 1964년에 대학 교육
에 목말라 하던 전북 지역의 인재들을 위
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 자유,
평화’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우리
대학이 설립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
생, 교수, 직원 등 우리 대학을 거쳐 간 모
든 구성원들은 학교 안팎의 수많은 도전
과 시련을 이겨 내면서 이와 같은 학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진력해 왔다. 그 결과 이
제 우리 학교는 명실상부 호남권의 기독
교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현재의 성취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
이다. 교육 수요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구조와 체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혁신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
다. 대학에 대한 사회와 지역의 요구는 자
본과 산업의 논리에 의해 무한 경쟁에서
버텨 낼 직업인 양성이 되어 버렸다. 이렇
게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을 탓하거나 외
면할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인간다운 삶
과 공의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할 수
도 없다. 
이에 우리 대학은 미래를 대비하여 어떤

비전과 목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최
근에 ‘JJ VISION 2025’라는 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영성·인
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삼는다고 표방하였다. 이는 이상과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한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
적으로 튼튼한 ‘건강한 사람’을 가장 필요
로 할 것이다. 새로 선포된 우리 학교의
비전처럼 이제부터 우리 학교의 학생, 교
수, 직원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
로 정진해 나간다면, 우리 학교가 미래사
회의 주인공을 양성하는 ‘건강한 학교’로
우뚝 서리라 굳게 믿는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공 지능(AI)이 소설을 창작하고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이 예술의 알고리
즘을 학습하는 디지털시대에, 인문학은 대
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문학 위기의 본
질은, 1990년대에 탈근대를 논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대에 집
착하고 있는, “황혼녘에 날개를 펴는 미네
르바의 올빼미”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학문의 진앙지가 되어야 할 학회
와 학술지를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대학
교수의 연구와 교육 역량이 정량으로 평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학문공동체는 논문
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였다.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기 보다는 학회 심사위원들
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익숙한 주제
들이 재론되었고,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어
학문적으로 안정된 이론과 텍스트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등재지 중심의 학문 카르
텔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논문 게재율을
지켜야 등재지가 유지되는 상황에 순응하
기 위해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영할 수밖
에 없는데 이 엄격함이 배타와 순혈주의로
변질되면서 인문학 연구는 학문을 위한 연
구가 아니라 실적을 위한 연구로 추락하고
말았다. 반학문적 상황에서 인문학자들은
무기력해져 갔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이라는 논문을 발표한지도 80여년이 흘
렀다. 지금은 기술복제를 넘어 기술편집의
시대이다.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임의로 편집하고 저장하여

새로운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디지털시대
이다. 그러나 기술편집이 기술복제만큼이
나 혁명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벤야민
의 예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미학이론은
아직 창발(創發)되지 못하였다. 20세기 대
중예술의 아우라(Aura) 상실이 21세기
디지털예술에서는 어떻게 변주되고 변곡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도외시한 채 여전히
우리는, 벤야민의 아우라에 갇혀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이 창의와
융합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역할이 지대(至大)하다. 그동안
학문을 둘러싸 왔던 모든 관습으로부터 벗
어나야 하며, 위아래가 없고 오로지 토폴
로지(topology)만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학문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인
문학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학미*들
의 분발을 촉구한다.

*학미(學未): ‘학문을 이끌어 갈 미래 
세대’라는 뜻의 은어.

[교수칼럼]

인문대학장 이용욱 교수
(한국어문학과)

인문학의 위기와 학문 미래 세대의 역할

[2017 동계 교수연수회 기도문]

“본질에 충성하며 스승의 역할하기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도 좋은 학생들과 26분의 새로운 교수님
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학에 새
희망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주대학교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
게 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말로는 전주대학교를 하
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
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경쟁과
성장 그리고 규정 준수라는 세상적인 기준
과 원칙만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께서는 세상의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경쟁력이라는 이
름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
였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사랑으로 용납
하기보다 작은 허물도 찾아서 정죄하는 일
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
계, 그리고 분열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
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분열과 원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
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자백하
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
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대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전주대학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이 짠 맛을 지키고 있을
때 소금이듯이 전주대학교도 연구와 교육
이라는 대학의 본질에 충실한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의 본질에 충실한 전
주대학교를 통하여 학생과 지역 사회 그리
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빛이
세상을 밝히듯 전주대학교가 세상의 빛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우리 사회
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수들은 교수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회
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구와 교육에 의
욕이 넘치고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그 열정
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학생들
이 꿈과 생명력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
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하
나 되게 하시옵소서. 맡은 직분과 받은 달
란트 그리고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학생들을 잘 교육
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
에는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학기본역량진단

에서 우리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소
망합니다. 대학의 환경과 경영 여건이 어
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가가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
연하였던 힘을 가진 사람들의 권한 남용과
부도덕함이 ‘Me Too’ 운동을 통하여 곳곳
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운동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
고,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이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절제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계기
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학생들을
대할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스
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총장을 비롯한 학장, 부
서장 등 전주대학교의 모든 리더들도 구성
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살피게 하시
고, 더 열심히 소통하게 하시고, 상하고 아
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교수회장 김창민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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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란’, ‘삼포세대’,
‘니트족’... 이런 말들 앞에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있
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에
대하여 어디서 돌파구를 찾
아야 할지 청년들이 방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들려준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
일4:18). ‘온전한 사랑’의 근
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
도이시다. 따라서 인간은 누
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

은 외모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과 같은 조건에 기초한
사랑이기에 상황에 따라 너
무나 쉽게 변하곤 한다. 그
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
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
져온 사랑은 근본부터가 다
르다. 그 분은 “네가 아름답
다면, 네가 많은 학식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다면 사랑하겠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 분은 있는 그대
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
신다. 그 ‘온전한 사랑’을 위
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
으셨다. 그 십자가야말로 ‘온
전한 사랑’의 큰 증거가 된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
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
여 멸시받는 사람들을 섬기
느라 엄청난 값을 치루셨다.
무거운 짐, 우리의 죄와 고
통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 단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
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
여 주옵소서”(눅 23:34).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
고 순수한 ‘온전한 사랑’의
원형이다. 이 ‘온전한 사랑’
은 단순히 2천 년 전에 주어
진 본보기가 아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사
랑이다. 
▼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곁에 살
아계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문을 두
드리신다. 불확실한 미래 때
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 사도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으
로 힘차게 새 출발을 하는
새 학년 새 학기가 되길 바
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 (롬 5: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기준을 따라 겸손한 것
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극히 작
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라고 기준하는 것은 사람
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나
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

실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
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결코 작
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
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
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라…” 분명히 사도는 맞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
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런 바울이 낮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
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비결을 알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면 알 수가 있
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전
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
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자신을 타인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좀
더 경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민
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 되겠습니까. 좀 더
낫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더욱 깊이, 오래, 열심
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지극히 낮아지
셨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

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겸손의 원조이신 예수님
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겸손이 전염이 됩니
다. 잠언 16장 19절에서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
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
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서 더 작은 자가 되십시오. 
겸손함은 마냥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

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정말 영광을 얻고 싶으십니까? 참된 지혜자가 되
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
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인지 확인하면 하나
님 앞에서는 큰 으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드러나는 일에 목말라 하지 마
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주대학교 캠퍼스
가 더욱 겸손해지는 서로 간의 선한 경쟁을 겨루
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무한대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더 낮아지기 원하며”

진리의 샘
<목요 아침 기도회 설교 중>

꽤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한 나의 인식은 나쁘
지 않은 편이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
끼고, 그 분의 무소부재에 대한 확신이 생긴
후 성령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서 무엇
을 하든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확신이 아닌, 그

저 개념적으로만.
꽤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인생의 참된 스승, 멘토,
스스럼없이 나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그래본 적은 없지만, 만약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비신자나 초신자가 나
에게 다가와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다면, 나는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
다. 그 사람의 구원에 직결된 순간이니깐.
하지만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하며 성령
님을 소개한다 할 지라도, 그저 오래전 그 시
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 하나를 설명
하듯, 그러니깐 지금은 여기없는 이를 설명하
듯 말을 했을 것 같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서운함을 느끼실 테지

만 할 말이 없다. 꽤나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
던 나의 인식이니까.
집회를 가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나는 나

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마음은 마치 바쁘
고 유명한 스타강사에게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는 교직원의 마음이었다고 할까나.
나는 그 분과 나 사이에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던 중 읽게 된

이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은 자주 보는 사람, 지금 시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대하는 인사를 성
령님께 드린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일 분 일 초도 내 곁

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곁에 계시는 성령님
이심을 나타내는 뉘앙스.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서 베니 힌 목사의 성령님은 곧 나의 성령님
이 되었다.
마치 나는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자신감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하지, 면접관이 압박질문
으로 나올 때 떨면 어떻게 하지, 대답 잘 못
하면 어쩌지 이러다 떨어지는 건 아닐지 오만
걱정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나아갈 때 그
동안 지었던 죄를 품고 어떻게 나아갈 지, 성
령님을 마음 속에 초대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누추한 곳에 초대 하는 것도 한 두번
이지 어쩜 갈수록 더러운 마음을 품는지, 성
령님께서 참다 참다 결국 “넌 안되겠다” 라고
하시며 포기하시는 건 아닐 지 오만 걱정이
참 많았다.
하지만 면접관과 성령님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사람에 대하는 방법이다.
면접관은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보고 입사를

시키려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장
점, 부족한 점, 더 나아가 함부로 입 밖에 꺼
내지도 못했던 치부까지 다 아시면서도 하늘
나라에 이미 입사를 시켜 놓으셨다는 점.
이젠 사람이 그 사실을 확신하는 마음만 가

지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는 점.
뭐가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성

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마음가짐을 재정리 해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성령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언제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를 원하신다. 이제는 성령님을 조금 편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싸우시지 않고 잠시
뒤로 물러나 내가 다시 성령님을 찾기를 기다
리신다는 점을 알고 내가 그걸 악용하여 “어
차피 인생을 이끄시지도 않을 텐데, 멋대로
살렵니다” 라는 무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게
두렵다.
이제 더 이상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
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
럼,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고, 계속해서 성령
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려한다.

국준호(경배와찬양학과 13학번)

[안녕하세요, 성령님 / 베니 힌 목사]을 읽고서신앙 서적 소개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알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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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най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д дэл-
хийн 20гаруй орны 1100орчим гадаад
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2014оноос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боло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үнэлгээгээр 'Гадаад
оюутан элсэн оруулалт болон гадаад
оюутанд хяналт тавих үзүүлэлтээр
магадлан итгэмжлэгдсэн сургууль'-
иар сонгогдсон юм. 

Гадаад улс оронд нэр хүнд өндөр
байх тусам тэр хэмжээгээрээ манай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 2018онд ОУ-
ын оюутнуудыг төв болгосон ОУ-ын

оюутнуудыг дэмжих хөтөлбөрийг сон-
гон хэрэгжүүлж тэргүүний оюутан су-
рагчдыг өсгөн гаргахын төлөө хичээх
болно.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н аюулгүй оюу-
таны амьдарлыг дэмжих, мэргэжлийн
чадамжаа батжуулахыг дэмжих, хувь
хүний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цаашдын ам-
ьдрал болоод ажлын байранд
хүрэхэд дэмжих зэрэг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ОУ-ын боловсрол со-
лилцооны гадаад оюутны төвөөс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Жонжүг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ОУ-ын оюутнуудыг дэмжих хөтөлбөр

Hiện nay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1100
du học sinh gồm 20 nước trên thế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 Từ năm 2014 đến
nay , hàng năm Bộ giáo dục và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ánh giá , xác nhận là "
Trường đại học có chất lương cao trong
việc đào tạo và quản lý du học sinh"

Do được sự đánh giá cao của cơ quan
nhà nước , Trường chúng tôi cần phải cố
gắng lỗ lực hơn trong việc đào tạo cũng

như chương trình hỗ trợ tốt cho du học
sinh trong năm 2018.

Hiện tại khoa quan hệ quốc tế , trung
tâm hỗ trợ sinh viên nước ngoài chúng
tôi đang có những chương trình như : hỗ
trợ sinh hoạt an toàn , hỗ trợ lựa chọn
chuyên ngành, hỗ trợ phát huy khả năng
cá nhân , hướng dẫn nghiệp vụ việc làm
cho du học sinh

Thông báo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hú trọng chương

trình hỗ trợ cho du học sinh

전주대학교 국제학생
중점 지원 프로그램 안내
우리 전주대학교는 세계 20여개국 1100여명
이 공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교육
부와 법무부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우리 전주

대학교는 2018년 국제학생 중점 지원 프로

그램을 선정하고 우수 유학생들 양성을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유학생들의 안정된 유학생활 지원, 전공역

량 강화 지원, 자기개발 지원, 진로·취업 지
원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원 유학생서비스센
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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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mous actor was a speaker at a big
function and when he stood up to speak,
he invited his audience to choose a poem
for him to recite. There was a long si-
lence until a retired pastor raised his
hand and asked for Psalm 23. The actor
was slightly surprised but agreed to do
so provided the pastor would recite it
after him, which the pastor reluctantly
agreed to do. The actor recited Psalm 23
and received a standing ovation. When
the pastor recited the Psalm, there
wasn’t a dry eye in the house. Then the
actor said to the guests.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his version and
my version? I know the 23rd Psalm but
he knows the Shepherd." Knowing the
Shepherd is key to reaching the lost in a
such a dark world. I will share with you
three things needed in order for us to
reach the lost. 

1. Compassion (Luke 15:1-2) 
Jesus had the "tax collectors and sin-
ners" gathering around him. These are
lost people who were not running from
Jesus but rather running to him. They
were not avoiding him, ignoring him, or
even hostile towards him. Why were sin-
ners so willing and even eager to listen

to Jesus? It wasn’t because Jesus com-
promised on sin and said everything they
were doing was acceptable. So, WHY did
the "lost" seek out Jesus rather than run
from him? I believe the answer is His
compassion. Jesus loved them and
showed compassion instead of a con-
demning attitude. Compassion is the ca-
pacity for feeling what it is like to live
inside somebody else’s body and mind. It
is the knowledge that there can never
really be any peace and joy for me until
there is peace and joy for them as well.
For us as individuals and as a church if
we are to reach people, then we are going
to have to show love and acceptance. 

2. Effort (Luke 15:3-5) 
Jesus emphasizes the effort that went
into finding the lost. In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Jesus said that the shepherd
would "leave the ninety-nine sheep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In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the
woman lights a lamp, sweeps the whole
house, and searches carefully for the lost
coin. In both cases the thing that was
lost had to be sought after with great ef-
fort. The shepherd did not wait for the
lost sheep to wander home and the
woman did not wait for the lost coin to
show up. In our Christian lives and in
the church, it sometimes seems that we
do the opposite. We tend to wait for the
lost to come to us. We’re passive rather
than active. We’re waiting for people to
come to Christ instead of putting an ef-
fort into bringing them to Christ. I have
been guilty of doing this as well. I want
people to be saved but haven’t gone out
searching for the lost with great effort.
If we are to reach the lost, great effort
must be made.

3. Persistence (Luke 15:4, 8) 
In both these cases Jesus notes specif-
ically that the person continued seeking

after the lost item until he or she found
it. In other words, Jesus points out that
persistence is a needed quality for suc-
cess. During a particular drought several
years ago, much of the seed that had
been planted did not come up. The seed
that did, produced plants that would give
little harvest, if any at all. Grass burned
up in the intense heat, and the cattle
nearly starved. Many farmers were
forced to sell their possessions. Except
those who faced bankruptcy or foreclo-
sure, few farmers were giving up. In
many cases they could be seen plowing
up hopelessly lost crops and planting
other seed. They worked in hopes of rain
and an eventual harvest. My point is
this, if they were so persistent, should
sowers of the seed of the Word of God be
as persistent also? It is true that many
will reject our witness. Others will re-
ceive it but give up when the going gets
rough. Some will truly be saved but will
yield little or no harvest as they get
caught up in things of this world. But we
must persist, knowing that some will be
saved and will give themselves whole-
heartedly to the service of the Lord. And
one day they will yield an abundance of
souls led to Christ. Jesus pointed out the
one thing that matters most to God is the
lost. Over the years I have seen several
traffic accidents, some of them with very
severe injuries. At the scene of these ac-
cidents there are three groups of people,
each with a different response toward
those involved in the accident. The first
group is the bystanders and onlookers.
They are curious and watch to see what
happens but have little active involve-
ment. The second group is the police of-
ficers. Their response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accident, assign blame,
and give out appropriate warnings and
punishments. The third group is the

paramedics. They are the people usually
most welcomed by those involved in the
accident. They could care less whose
fault the accident was and they did not
engage in lecturing about bad driving
habits. Their response was to help those
who were hurt. They bandaged wounds,
freed trapped people, and gave words of
encouragement. Three groups - one is
uninvolved, one is assigning blame and
assessing punishment, and one is helping
the hurting. When it comes to reaching
the lost and hurting, we’re going to be in
one of these three groups. We will be un-
involved and let others do the work. Or
we will condemn people for their foolish
behavior saying, "It’s your own fault that
you’re in this mess. You should’ve been
more careful or living a godly life." Or we
can be concentrating on helping those
who are lost and hurting. I pray we will
be those who are showing compassion.
Much of the church is responding to the
lost like the bystanders or the police of-
ficer instead of the paramedics. This is
what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did.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condemning and criticizing sinners than
in showing compassion. The same atti-
tude is sometimes seen in the modern
conservative church. We’re rightfully
upset about the current state of moral
values, abortion, the LGBT agenda, and
the immoral entertainment in society
today, among other things. It is fine and
appropriate to be concerned about these
issues, but we must be careful that our
concern about these issues does not turn
into condemnation toward the lost. The
lost have never flocked to hear those
who were condemning and they never
will listen to us if we have that same at-
titude. Which group are we in? JJU Let’s
be people with compassion, make an ef-
fort and be persistent.

“Are We Looking?” (Luke 15:1-10) 

By Scott Radford

Welcome to and welcome back to Jeonju Uni-
versity. As the semester gets underway, I
would like to look back at the just finished
winter Olympics hosted here in S. Korea. Be-
fore the opening ceremonies had even
started, curling had become the topic of
many conversations in this country. The Ko-
rean team of Jang Hye-Ji and Lee Ki-Jeong
delighted the home town crowd with a vic-
tory over Finland. Even though this team did
not make the medal round, new f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starting to realize
the entertainment value of this somewhat
strange sport. Although curling is not new to
Korea as the world junior championship was
held right here in Jeonju in 2006, many Ko-
reans were new to the rules and strategies
of this sport. It was not surprising when
Canada won the mixed doubles gold as
Canada has been dominant in this sport for
decades.  After the Russians got caught for
cheating yet again, the Korean team ended
up with 5th place. This is a fine showing for
a country not seen as a curling power. The
excitement was just starting to build. 
However, the country turned its attention
away from curling for a while as the short
track events started to heat up. The ever
classy Choi Min-Jeong, seemed carefree even
after a questionable call prevented her from
medaling in her first event in the short track.
Gold would not evade, Min-Jeong for long
though as the world’s number one female
short track skater showed the world just how
brilliant she is. 
Ladies curling started on Tuesday after-
noon, but both the favourite Canada and
soon to be national heroes ‘Garlic Girls’ had a
bye. With 10 teams and only 4 sheets of ice
two teams sit in each round. Early Wednes-
day morning Team Korea shocked the curl-
ing world with an 8-6 victory over world
champion Canada. While this one victory was
impressive, the slow steady climb of a round
robin tournament can keep an entire country
on the edge of their seat as the elusive medal
rounds slowly edge forward. A loss to Japan
in their second game seemed to mean that
underdog Korean team had returned to their
expected spot in the curling world. This is

where the magic began. They did not lose
another game during the round robin. Each
ensuing win gave greater promise of a medal
round match. With a 9-0 lead after 3 ends
against Russia, the girls from Uiseong had
secured a medal round game. Next time out
they hammered Denmark to claim first place
in the round robin and a matchup with their
only loss, the Japanese team.  Team Japan
was also amazing the curling world with
their ‘Let’s have fun approach’.  Win or lose
they seemed to be enjoying their time in the
spotlight more than any athletes I have seen
before. What better setting for two miracle
teams from Asia battling for a spot in the
gold medal game but Friday night at 8 p.m.
The result, one of the most exciting times of
the entire Olympics. A nation gasped with
every stone as the two teams traded blows
like prize fighters in a 10 round match.  A
last rock hit and roll would give Korea their
spot in the final but the rock rolled to far and
a tie game was going to extra ends. In the
11th end, skip Kim Eun-jung would not miss
with her final stone and the entire country
from the DMZ to the tip of Jejudo cheered at
once.  These lovable ladies with their lovable
nicknames, Annie, Steak, Pancake, Sunny
and ChoCho were playing for gold. Sunday
morning, unfortunately, the same magic
could not be repeated but five amazing ladies
from the garlic fields of Korea had captured
a nation. In the end, the emotional rock,
Eun-jung broke down in tears as her dreams
of gold faded into the morning calm. 
As the years go by, these Olympics will
probably be remembered as the Curling
Olympics, as figure
skating, hockey and
bobsledding had risen
to the top of previous
Olympics. Thanks
Garlic Girls, it was an
amazing performance.
You not only made
your country proud of
you, you made the
entire sporting world
proud of you.

Korea Hosts the Olympics
This winter, I returned to my home-
town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six
years. It was quite the adventure. I
hadn’t flown in so long, I actually found
myself getting nervous before the first
flight. 
But there was a time a number of
years ago when I flew internationally a
dozen times per year, filled up every
page in my passport with different
visas and stamps, and was linguisti-
cally skilled enough to make my way
around China, Japan, and Korea unas-
sisted. Those days are long gone. They
seem a distant memory, a reflection of
someone else’s life perhaps. But though
some things have changed drastically,
I noticed that some things never
change. Namely, my love for a good
video game, particularly The Legend of
Zelda.
My brother just so happens to have a
Nintendo Switch and the latest Zelda
game: Breath of the Wild. I was imme-
diately hooked by its expansive world,
superb gameplay, beautiful cinematics,
and mysterious storyline. The last time
I enjoyed a Zelda game (or, in fact, any
game longer than Temple Run) was in
2011 before my son’s first Christmas.
These past six years, I’ve been so busy
on my self-built “hamster wheel” of
work, paycheck, bills, feed the family,
that I have intentionally hidden away
my Nintendo Wii to avoid distractions. 
But, as I found myself getting sucked
into the story, I started waking up ear-
lier, going to bed later, and stretching
out my playing time as long as possible.
I was attempting to “level up” as much
as possible and reach as many “boss
fights” as I could before my brother re-
turned to work - and took his Switch
with him. When he left, I found myself
longing for the open fields, infinitely
scalable mountains, and wind in my
hair as I parasailed over lake and
stream. 
After returning to Korea, it got me
thinking. Why can’t life be more like

this? The Zelda game was fun, exciting,
epic, and filled with adventure. There’s
always more to do and more to see.
There’s a princess to rescue and a world
to save. There’s always a new chal-
lenge, and I’m always up to the chal-
lenge. But “ordinary life” is so much
more boring and I meet my personal
challenges far less often than I imagine
I can. It’s no wonder young people find
it so easy to get sucked in and lost in
video game worlds. “Ordinary life” is far
from epic and many people feel less
than heroic in their own lives. But what
if you could change that?
One of the most compelling books I’ve
read in recent years is called “Level Up
Your Life” by Steve Kamb, owner of
NerdFitness.com. The book’s main
premise is to ask you the question:
“What would Level 50 (the maximum)
look like in your own life?” The author
builds a framework for greatness in an
“ordinary life” by combing through
popular movies (The Matrix, The Lord
of the Rings) and video games (Mario,
Zelda) and encouraging readers to con-
sider what “leveling up” and “boss
fights” might look like in their own
lives. 
For example: “leveling up” in my life
could include writing a book, getting a
certification, or doing 20 pull-ups in a
row. A “boss fight” might be changing
careers, or biking across the whole
country. It’s got me thinking. Life
doesn’t have to be boring. My own ear-
lier life is evi-
dence of that.
Life can be epic if
you ask yourself
the right ques-
tions and ap-
proach it with
the right atti-
tude. So isn’t it
time to “level up
your life”? What
does “level 50”
look like for you?

Level Up Your Life

By Aaron SnowbergerBy Stuart Scot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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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교내】 장학사정관제장학금 학군사관 후보생(ROTC) 59, 60기 모집
2018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1. 선발인원: 50명 내외 

2. 지급금액: 1인당 1,000,000원
(수업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3. 신청기간: 2018. 3. 26.(월) ~ 
2018. 4. 6.(금), 18:00 까지

4. 지급시기: 2018. 5. 1.(화) 이후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 대출상환)

5. 장학생 선발방법
6.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재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자격: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7.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

(상담자: 학과교수 또는 학과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  
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8. 문의처: 학생지원실 김희수(063-220-2167)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 · 녀)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학군 제 59기(남 · 녀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학군 제 60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 2018년 3월 1일 ~ 4월 4일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일정 : 1차 필기고사 : 4월 7일(토) / 발표 : 4월 26일(금) 10:00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월 28일(토) ~ 5월 25일(금) 
발표 : 6월 20일(수) 10:00

▶신체검사 : 5월 14일(월) ~ 6월 22일(금)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17일(금) 10:00
▶문의처 : 전주대 학군단(063)220-2474 / 상담관 : 010-9376-0788

전주대학교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전주대의 얼굴”
“SNS를 타고 지구한바퀴를 도는 내 기사 자랑스럽다”
“장학금혜택도 받고 대학생활을 맘껏 누린다”

| 모집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 지원방법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방문

지원서 작성 후 제출
| 선발절차 : 지원서 검토(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면접 / 수습1년 / 정기자발탁
| 혜     택 : 정기자 발탁 시 

매월 장학금 지급
| 문의 및 연락 : 063)220-2441
| 홈페이지 : news.jj.ac.kr
| Facebook :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검색

2018 대학창의 발명대회

2018 star-KING 스타·킹!

접수기간: 3. 9(금) ~ 4. 16(월) 18시 마감
■ 접수방법: 대회홈페이지(www.kipa.org/invent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최종결과물 및 최종심사 발표(PT)자료 이메일 제출처 : inventkorea@kipa.org
참여기업 출제 공모부문 및 자유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 출품자격: - 자유 부문(발명제안서 제출)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

- 공모 부문(과제해결안 제출)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제출
※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은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에 제한 없음

■ 시상내역

■ 참가자 특전
- 출품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변리비용 포함) 지원
-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

■ 문의전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13) 및
대회홈페이지(www.kipa.org/inventkorea)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도교수상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

상      명 상  금 상수

대통령상 300만원 1

국무총리상 200만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각 150만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각 150만원 2

특허청장상 각 150만원 2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각 100만원 3

후원기관장상 각 50만원 16

참여기업 CEO상 각 50만원 12

지도교수상 각 50만원 2

발명동아리상
각 100만원 1

각 100만원 1
· 최다신청
· 최다수상

2018 취업 장기 컨설팅 프로그램 ‘스타·킹(star-KING)’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18. 3. 5. ~ 3. 16

● 대      상 : 재학생 2~4학년
● 교육기간 : 2018. 3. 19. ~ 2019. 1. 31.(11개월)

[선발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2018. 3. 5.(월) ~ 2018. 3. 16.(금) [2주간]
● 절차 : 서류전형 → 면접 평가 → 최종 선발
● 서류전형 : 평점 3.5이상

우대조건: TOEIC 650점 이상 / 타 어학점수, 직무관련 자격증
● 취업지원실 방문 접수

[주요 운영 내용]
개인별 맞춤형 로드맵을 통한 컨설팅 지원, 집중교육, 스터디

[참가자 특전]
학기별 장학금 지급 / 기업체 교내 추천자 선별 시 가산점 부여
/ 수료 시 총장인증서 발급

[문의]  063-220-4722 (2465, 2165)

■ 등록방법
- 모집대상: 전주대학교 신입생 정원의 15% 
- 강의기간: 2018년 3월 22일(목) ~ 2018년 12월 6일(목) 
- 등록기간: 2018년 2월 27일(화) ~ 200명 접수순 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bolg.naver.com/jjtoeic2885

전화접수  063-220-2885/063-905-2266/환급형 장학프로그램 
■ 접수처

- 제출서류: 3월 2일(금) 개강 후 학생회관 217호 어학 운영실 방문 제출

■ 수강료: 강의비용 760,000원/ 온라인강좌 180,000원
스마트폰영어회화 200,000원/ 모의토익 32,000원
45%학교지원(원수강료 1,172,000원)  650,000원

■ 문의처: 기초융합교육원 063-220-4648, 2009

2018년 신입생을 위한 환급형
장학프로그램 전주영어특별과정

2018 대학창의 발명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