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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2학기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의 좋은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운영 선정, 
안종석 교수회장 선출, 
이재설 노조지부장 선출 등 
방학동안 행하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주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끄시는 설립자요 
책임자요 경영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3주기 대학평가 준비에도 
은혜를 베푸사 
2021년도에 더 좋은 결과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캠퍼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전북 지역 사회와 이 나라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전주대 교수님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과 교육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직원 선생님들에게 학교를 움직이는 
지혜와 따뜻한 행정의 리더십을 부어주소서. 
학생들에게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학업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과 존경의 
끈으로 묶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모든 연구실에 뜨거운 탐구심을, 
모든 행정실에 향기로운 서비스 정신을, 

모든 강의실에 성실한 학구열을 
불어 넣어 주소서.

단대별로, 학과별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쌓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학과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이웃 사랑을 목적삼고 
추구하는 모든 전공 분야들이 
최고의 학문성을 발휘하고 
최고의 학문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게 하소서.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삶 속에서도 섬김의 실천으로 구현하는 
기독교 대학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되도록
<기도문>잘나가는 전주대

이제 모든 건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
학혁신지원 시범(PILOT)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 20억원 내외 수혜를 받게 되어 이로
써 미래형 인재 육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
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총 73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11개학

교만이 선정되었고, 전북권에서는 우리 대학
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
년간 진행되는 ‘혁신지원사업’에 연계하게 된
다.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역량기

본 기초교육, 경험기반 전공학습, 비경계 융
합교육, 학생주도 진로설계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전망이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
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
종선정되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2015년 1주기 ‘대

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서 대학교육 정상화
와 대학정원 감축을 위해서 교육부가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상위 60% 내외 대학
에 정원 자율 감축과 대규모 재정지원이 부
여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이번 결과에 촉
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진단이 대학의 미래
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국 187

개 대학 중 120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
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학생정원 감축에 대한 권

고를 받지 않고 대학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
로 정원을 감축하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또
한 2019년부터 대규모 일반재정을 지원받
게 된다.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40%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되어 향후 3년
간 정원 2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거기다 ‘재
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되면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우리 대학은 1주기에 이어 2주기 평가에

서도 최고 등급에 선정되어 정원 감축 대상
에서 제외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1주기에
는 전국 163개 대학 중 34개 대학만이 선
정된 최우수등급(A등급, 정원 자율조정)에
포함된 바 있다.

전주대 ‘자율개선대학’, PILOT사업 선정 쾌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전주대 산악부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
스탄 데케토르봉(4,441m), 우치텔봉
(4,540m)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등
정에는 지도교수 권용석 교수(토목환경

공학), 신소라 교수(경찰학)와 안성준(경
찰학4), 양우영(수학교육4), 한제헌(컴
퓨터공학4), 장혜지(시각디자인3) 외 졸
업생 등 총 12명이 참가했다.

“산악부 창립 40주년 해외원정”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정지원도 받게 돼

전북권 유일, 약20억 원 지원받게 돼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사업 
전국 11개 대학 중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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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위한 공간조성

방학동안 교내 곳곳이 새롭게 단
장되었다. 
LINC+사업단에서는 문화융합

대학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
성 공간으로 HATCH라운지를
예술관 1층에 조성하고, 9월 4
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HATCH라운지는 산학협력 확

산을 위한 오픈 4IR교육체험 인
프라로, 작년에 스타센터 도서관
에 처음 구축되었다. 그리고 금번
에는 인문사회 예체능계열로의
산학협력 확산을 위해 문화융합
대학에 추가로 구축한 것이다.
문화융합대학 HATCH라운지

는 실험, 흥미, 힐링을 통한 창의
사고 유도 공간이다. 4차 산업혁
명에 맞는 창의성을 키우면서 학

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대학은 LINC+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 교
육과정 모듈 2개 과정과 4차 산
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함
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공학1
관에서 해동학술정보실 개관식이
진행됐다. 이 날 개관식에는 이호
인 총장, 한병수 목사, 해동과학
문화재단 관계자 등 교내외의 여

러인사들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

로 제막식, 감사패 증정, 인사말,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호
인 총장은 “사실 나도 공과대학을
나온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 같아 너무
나도 기쁘고 감사드린다. 연로하
셔서 못 나오신 김정식 회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 공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
다.”며 인사말을 남겼다.

이어 공과대학 정명채 학장은
“작년에 이 공사가 계획될 무렵이
생각난다. 열심히 노력해주신 총
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나도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높일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
했다.
해동학술정보실은 학생들의 학

문 증진과 과학 기술 발전을 바라
는 김정식 회장의 뜻에 따라 해동
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건립됐
다. 공과대학의 강의실 4개를 개
조해 총 462㎡, 약 140평 규모
를 가진 정보실은 오픈스터디가
든, 첨단강의실, 독서실, 회의실
로 구성돼 있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황기하 기자(rlgk0421@jj.ac.kr)

LINC+사업단, 문융대 HATCH라운지 개관

소강춘 교수 제11대 국립국어원 원장 취임
우리 대학 소강춘 교수(국어교육
과)가 8월 27일 제11대 국립국
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립국
어원은 1984년 ‘국어연구소’로
설립,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으로 승경되고, 2004년에 ‘국립
국어원’으로 거듭났다. 이 연구소
에서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의 운용 방안을 마련한 ‘집현전’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여 한국어
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소 교수는 교수로서 국어 교사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사범대학
장, 교육대학원장으로 사범대 발

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전주대 한
국어문화원을 만들어 한국어 교
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에도 힘썼
다. 2013년부터 4년간 전국국
어문화원연합회장을 맡아 범국가
적으로 추진한 ‘안녕! 우리말’ 개
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
다. 
소 교수는 “앞으로 국립국어원

이 국민들의 언어문화 생활에 도
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민족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
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
를 밝혔다. 

제1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통령표창 수상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제1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기
술협력분야 산학연 단체 대통
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7월 30일부터 코엑스에서 중
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렸는
데, 400여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여 엄중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고, 전주대가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교내에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공동기기원, 산
학 협 력 단 , 창 업 지 원 단 ,
LINC+사업단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
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물
적·지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 발전을 도와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

42건을 출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기술지
도 253건, 상품화와 사업화
기술지원 33건 등 지속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

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를 받은 것이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살면, 청년이 살
고, 결국 지역이 살 수 있다.”라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지역 내 중
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
다.”라고 말했다. 

400여개 대학/기관 중 최고점 받아

공학1관 해동학술정보실 열어

“인재양성이 기술의 근본이다”

산악부 12인, 키르기스스탄 데케토르봉(4,441m), 

우치텔봉(4,540m) 등정 성공
우리 대학 산악부가 해외원정 등
반을 시행해 중앙아시아 키르기
스스탄 데케토르봉(4,441m),
우치텔봉(4,540m) 등정에 성공
했다. 이번 해외 원정등반 참가자
는 등반대장 안성준(경찰학과4)
외에 신소라 교수(경찰행정), 권
용석 교수(토목환경공학), 양우영
(수학교육4), 한제헌(컴퓨터공학
4), 장혜지(시각디자인3) 등 총
12명으로 정상 등정을 성공하는
기쁨을 얻었다.
특히 등정지인 키르기스스탄 악

사이 산군의 베이스캠프 라첵산
장은 전 세계 산악인들이 자주 찾
는 곳으로 산악부는 이번 원정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설악산과 지
리산, 대둔산 등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
원정대는 지난 8월 12일 출국

하여 14일 3,200m 라첵
BC(Base Camp)를 시작으로
17일 코로나봉(4,850m) 등정
에 시도했으나 기상이변으로
4,600m지점에서 베이스캠프
로 돌아와야 했다. 재정비를 마친
원정대는 22일 두 팀으로 나누
어 데케토르봉(4,441m)과 우치
텔봉(4,540m)등정에 나섰고 악
전고투 끝에 두 봉우리 정상에 올
랐다. 

안성준 등반 대장은 “산악부 창
립 40주년을 맞아 졸업생, 재학
생, 지도교수가 함께 원정대를 꾸
려 더욱 값지고 뜻깊은 원정이었
다”며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희
생했기에 성공적인 등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대학교 산악부가

이번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여 해
외 원정등반의 기회가 많아졌으
면 좋겠다”며 “해외 등반을 이끌

어준 산악부 선배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산악부는 2015, 2017년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일원으
로 히말라야 탐사에 참여 했으며,
특히 이번 원정등반은 단일 대학
산악부 팀으로 이루어진 이례적
인 원정이었고, 앞으로도 해외 원
정등반에 도전할 계획이다.

장건군 동문, 중국 ‘당산공업직업기술대학교’ 총장 취임
우리 대학에서 2016년 2월 학위
를 취득한 장건군 박사(교육학)가
지난 8월 13일 중국 하북성 ‘당산
공업직업기술대학’ 총장으로 임명됐
다. 그는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
위를 취득한 바 있다. 
2007년부터 부총장에 임명되어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적을 인

정받아 총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당
산공업직업기술대학’은 중국 하북성
소재 대학으로 1975년도에 설립
되었으며 학생 수는 15,000명 규
모이다. 대학원 교육학과(유평수 주
임교수)에서는 하북성 특별과정을
통해 많은 교육학 박사를 배출하였
으며 그들이 중국내 정부 및 교육기
관에서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회장 안종석    ▲노조지부장 이재설
▲대학원장 겸 선교신학대학원장 겸 특수대학원장 류두현 
▲교무처장 정흥진    ▲기획처장 백상용    ▲도서관장 전용석 
▲산학협력부단장 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안계혁 

< 전주대학교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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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의 때전주대, 폭염도 못 말린 열정의 농촌 봉사활동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우리나라 일부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우리  학생들의 폭염을 불사한 농촌
봉사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6월 25일부터 5

일간 ‘농벤져스’라는 제목으로 중앙동아리
연합회(이하 중동)와 8개 단과대가 각 팀
별로 농활을 진행했다.
▶ 경영대/ 남원 성내, 유곡마을 일대 ▶

공과대/ 익산 지장마을/ 40여 명 참석 ▶
문화융합대/ 순창 금상마을/ 37명 ▶ 의
과학대/ 충남 태안/ 49명 ▶ 문화관광대/
정읍 오주리 ▶ 사회과학대/ 충남 금산/
64명 ▶ 사범대/ 정읍 제내마을 ▶ 인문
대/ 정읍 모촌마을 ▶ 중동/ 정읍 부안마
을/ 49명
학생들은 “직접 밥도 해서 먹고, 서로 알

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마늘과 양파 농사
일을 직접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
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박 2일 같은 4박 5일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농벤져스 <천잠팬서>들의 가
슴엔 도내리 마을의 어르신들과의 추억과

49명의 대원들끼리의 추억은 영원히 남
을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고, “4박 5일동
안 저희들의 작은 손길이 지역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 것 같아 즐겁고 보람찬 농활이
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센터에서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정읍 월천마을, 보성초등학교, 마
태교회에서 농활을 진행했다. 25명이 참
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 돕기를 최우선으
로 진행했다. 학생들이 비록 서툴지만 고
추 따기, 농작물 심기, 제초 등의 작업들을

도우며 적막했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번 봉사는 사전에 지역과 현지 기관 실

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교육
과 예행연습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야외활동이 힘든 폭염 취약시간(2시부터

5시까지)에도 학생들은 쉬지 않았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가 하면
마사지와 미용봉사로 주민들의 누적된 피
로를 풀어드렸다. 
초등학교와 교회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

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육 행
사, 보물찾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활동
적인 교육으로 어린이들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냈다.
김세환 학생(사회복지학과3)은 “잠시지

만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라며
“날씨는 더웠지만 어르신들께서 좋아하고,
즐거워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도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보성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전주대 학

생 선생님들과 3일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 정말 아쉬웠고, 체육대회, 보물찾기
등은 정말 재밌었다.”라며 “동생처럼 잘 챙
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학생 손길 적막한 농촌에 활기 넣어
사회봉사센터,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활동 진행해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씨름부, 학산배 장사씨름대회서
금1·은1·동3 획득

우리대학 씨름부는 지난 8월 7일에 열린
제15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역사
급 1위, 경장급 2위, 용장급 3위 등 다수
의 선수들이 입상하며 우수한 결과를 냈다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김

기환 선수(생활체육학과4)가 역사급1위, 김
현우 선수(생활체육4)는 경장급 2위를 차

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2학년 신예 선수들

의 활약이 돋보였다. 2학년 유혁 선수(생

활체육2)와 문화룡 선수(생활체육2)는 각
각 용장급, 용사급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1학년 권기수 선수(생활체육1)도 소장급에
서 3위에 입상했다.

태권도 종합격파 부문 세계 석권  
2018 세계태권도한마당 종합격파
국내·해외부 1위

우리 대학은 7월 28일부터 열린 2018
세계 태권도한마당대회에서 종합격파 국
내·해외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
서 박준희 선수(전주대 시범단 코치)와 권
호섭 선수(태권도학과4)는 공중발차기, 회
전돌려차기 등 고난도 태권도 기술을 선보
이며 각각 국내, 해외부문 최고점을 받고 1
위를 차지했다. 김정인(태권도전공4) 외 9
명 학생이 국내 팀종합경연 3위를 차지했
고, 이인욱 선수(태권도학과4)가 해외팀종
합경연 2위, 이소은 선수(태권도전공4)가
발차기 위력격파 2위, 이아현 선수(태권도
전공4)도 손날위력격파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불타는 열정으로
여러 활동에

도전 할 때도 있었고

자기계발에 
힘을 쏟을 때도

있었고

기다렸던 비가
태풍으로 찾아와

당황하기도 하지만
더 단단해 지기도하죠

이렇게 모든 일면엔
그에 맞는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하는 때일까요?

방학기간 태권도·씨름부문 우승소식

2학기는 오늘(12일) 진행되는 중앙동아리축
제 ‘추억, 너를 위하여’로 출발했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총학생회에서 야
심차게 준비한 행사 ‘We Higher(위하여)’가
기다리고 있다.
축제 제목은 ‘더 높게 올라가자’라는 의미

로, 영문 그대로 ‘위하여’라고 읽게 해, ‘더 높
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취지를 표현한다.
주요 행사로는 현재까지 비밀에 붙이고 있

는 ▶연예인 축하공연이 있다. 그 외 ▶교내
/외 퍼포먼스 공연, ▶팀별 퍼포먼스 경연대
회, ▶먹거리(푸드트럭) 및 문화 부스, 플리
마켓, ▶스크린 야구 등 오락시설 조성, ▶인

생사진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는 18일 오후 6시 노천극장과 그 일

대에서 시작한다. 공연에 참가하여 좋은 성
적을 얻으면 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학가의 술없는 축제가 공론화 된 후 갖

게 된 첫 번째 축제인 만큼 걱정도 많다. 건
전한 대학문화를 세워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편 ‘더기대 총학생회’에서는 10일 스타

센터 컨벤션센터 앞에서 개강이벤트를 진행
하면서 체험부스를 통해 많은 선물을 지급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에는 귀향버스
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동아리 축제
지난 11일(화) 오전10부터 오후10까지 전주
대 학생회관 1,2층/삼각지 일대에서 ‘제 2회
중동제 추억, 너를 위해’ 중동제가 진행됐다.
이번 중동제에서는 홍보박람회와 문화부스시
작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4시
부터는 중앙동아리 연합회 오프닝 공연, 장기
자랑, 버스킹 공연 등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
했다. 

중앙동아리 연합회 회장 태권도학과 12학
번 이형석은 “이번 중앙동아리 축제 컨셉은
7080, 복고로 잡았습니다. 각자에게 옛날 이
라는 의미는 추억이 담겨있다 생각하여 우리
학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중동제를 비롯한 모
든 동아리 활동들은 대학교의 꽃인데 최근에
참여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

간들을 통해 동아리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나
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2학기 시작한지 얼
마 되지 않았지만 파이팅해서 유종의 미를 거
두는 학우 분들 되길 바랍니다.”라며 응원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추억, 너를 위해” 중동제 열려, 7080복고 컨셉, 방탈출 등 다양한 이벤트
“대학교의 꽃 동아리활동에 많은 참여있길”

“We Higher(위하여)” 대망의 전주대 가을축제

‘술없는 축제’
수준 높은 대학축제 가능할지
추석맞이 귀향버스도 운영

이정환(상담심리·12)
오진희(상담심리·15)

위 사람을 그 직에서 면함

이상 8월 31일

김하선(경배와찬양·14) 편집장
진다은(법학·15) 정기자

위 사람을 그 직에 명함

이상 9월 1일

전·주·대·신·문
사 령

김하선 기자 (haseon6317@jj.ac.kr)
진다은 기자 (wlsekdms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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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월) 전주대 본관에서 이호인(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59개 교회담임목사들이
가족교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전
주대와 가족교회가 된 교회들은 전주대에서
자유롭게 캠퍼스 선교 및 선교 동아리 활동
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 1회 이상 전주
대를 위한 캠퍼스 선교주간을 지정하여 헌신
예배와 기도회를 갖게 된다.
특별히 협약식에는 전주샘물교회 서화평
담임목사, 전주신광교회 이순태 담임목사,
전주희년교회 강순흥 담임목사 등 59개 지
역교회의 담임목사와 전주대 관계자 1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가족교회의 발전기금 전달
식도 진행되었다. 지역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모은 후원금이
2,000만원에 달했다. 이 선교 후원금은 전
주대 학생들의 장학금과 선교 및 채플 활동
에 쓰일 예정이다. 
주되심교회 이희준 담임목사는 “교회에 출

석하는 청년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며, “전주대에서 학생들을 섬기며 캠퍼스 사
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우리 대학이 최근

정부 주관 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학교의 브
랜드가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함께 동역해주시는 지역교회 와 하나님의 은
혜인 것 같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 섬기고, 캠퍼스 사
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는 그 동안 지역교회와 함께 캠퍼스

선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소

그룹 채플 리더로 380여 명의 지역교회 목
회자와 성도들이 전주대 학생들을 섬기고 있
으며, 지역교회 성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 전주대의 선교활동에 동역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가족교회 협약을 계기로
캠퍼스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주대, 지역 59개 교회와 가족교회 맺어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신학기
와 학기말에 집중되어있다. 이유는 간단하
다. 신학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학기가 진
행되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생활을
도우며 종교 활동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쉽
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종
교단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관계
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접근한다. 
1. 설문지 작성
사이비 종교단체는 시회적인 이슈나 유

명단체를 사칭해서 설문을 진행한다. 하지
만 이들을 궁극적은 목표는 이름과 연락처
를 수집하는 것이다. 설문지에 이름과 전
화번호를 작성하게 되어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2. T.M(Telemarketing)
언론사나 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이
슈, 전공, 취업등에 대해서 물어본 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만남을 요청한다.
3. 모델, 승무원 모집
여학생 중심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키가
크고 예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델,
승무원 관련 수업을 진행하며 친분을 쌓고
나중에는 성경부로 이어간다.
4. 카카오톡 포교
사이비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 나
온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서 처음에는 메시
지를 잘못 보낸 것처럼 보내서 호감을 산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만남으로
이어간다.
5. 캠퍼스 단체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

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수시로 모
집한다. 특히 입학식, 오리엔테이션기간에
집중을 하며, 요즘에는 수시모집을 통해서
포교활동을 한다.
6.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교와

는 상관없는 단체인 것처럼 한 후에 봉사
활동을 통해서 포교활동을 한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방식은 갈수록 다양
해지고 있다. 특별히 최근 들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인지하고 주의해야한다. 

신학기에 주의해야 할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포교 방법

<이런 단체 주의하라!>

8월 20일(월)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2학
기 성품채플 리더로 신청한 지역교회 목회
자 및 성도들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리더가 모였고, 진행 및 강의
는 이진호 목사(전주동현교회 담임)가 맡았
다. 이어 이희준 목사(전주 주되심 교회)와
노은숙 집사(전주 대학교회)의 우수사례발

표가 있었다. 성품채플 및 소그룹채플은 총
416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 그룹에
7명의 학생과 1명의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리더 워크숍 가져

개강을 앞둔 9월 1일 오전 11시, 기
숙사(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로 이
사 오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회와 전
주동현교회 청년들이 협력하여 이사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특별히 대학교
측에서는 사다리차를 렌트하여 무거
운 짐을 가진 학생들을 도왔다.  

2018년 기숙사
이사 봉사활동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시위대 "이란 전기 공급 중단…
내정 간섭" 규탄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 바스라주(州)의 바스라
시에서 4일(현지시간) 민생고에 항의하는 주
민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군경의 실탄 발포
로 시위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다. 현지 인권활
동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망자
가 10명이 넘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시위는
전날 군의 총에 맞아 숨진 청년의 장례식을
겸했던 터라 감정이 격해진 주민들이 주 정
부 청사 부근에 모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
서 군경과 충돌했다.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

2명도 숨졌다. 시위대는 정부에 물과 전기
부족을 해결하고 바스라 주에서 석유를 생산
하는 외국 기업이 현지 인력을 고용해 심각
한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
스라 주 당국은 안전을 위해 4일 밤 야간 통
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위대는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관공서와 유전 관

련 회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바스라
주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남부의 민생고 시
위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6월부터 이어지
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얀 쿠비스 이라크
파견 유엔 대표는 이날 "이라크 정부는 주민
을 상대로 비대칭적이고 치명적인 군 병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깨끗한 식수와 전기

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시급히 대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스라를 중심으로
이라크 남부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실업과 전
기 부족, 식수 오염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
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무력 진
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자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시위대는 물론 공
중을 향해서도 실탄을 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하나
님, 생활에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 항의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라크를 다스려주사 더는 정부의 무력 진압
과 주민들의 격한 시위대의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라크 ‘민생고’ 시위 확산…
군경 발포 사망자 속출

일 시 설 교 자

9월 13일(목) 이진호 목사
9월 20일(목) 임기수 목사
9월 27일(목) 임기수 목사

전주대 가족교회 2천만원 후원금 전달해
캠퍼스 선교에 함께 마음 모으기로

416그룹의 성품채플

■일시: 9월 12일(수), 11:00 대학교회
■설교: 강순흥 목사(전주희년교회 담임) 

♥교직원 개강예배 안내♥

♥목요아침 기도회♥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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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속해서 축소되는 정시비율에 대해 ‘수시는
줄이고, 정시는 늘릴 것’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
다. 이에 대해 정시를 늘리는 학교도 있지만, 높은 수
시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은 어떠하며, 그런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주대 입학
처 이호준 처장과 하태수 계장을 만났다.                                                           

Q. 우리 대학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으며,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입학전형이 있는가?

A. 우리 대학은 수시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
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으며, 정시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다. 우리 학교
만의 입학전형으로는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재학기간동
안 창업 강좌들을 수강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창업인재
전형’을 꼽을 수 있겠다.

Q. 전형별 특성에 따라 유리한 지원 전략은?

A. 고교 재학기간 동안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진로체험
활동, 자기개발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본인의 적성을 탐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채롭게 하였다면 학생
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

Q.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은 무엇이며 

향후 입학전형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A. 실제로 입시 박람회 때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진로체험 등의 기회가
예전보다 많고 풍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작년에 학
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 전형의 경쟁률이 6.99:1이었다.
앞으로도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
라 본다.

Q. 2019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시 비율은

12.9%, 수시는 87.1%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비중을

두는 이유는?

A. 우리 전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내신

과 다양한 활동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
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 비율을 높게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이런 비율로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A. 다른 사립대학들도 이렇게 수시에 모집 인원을 늘려
가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수시에 모집 인원 비
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대학들보다 한발 더 앞
서나가는 ‘입시전략과 그에 따른 실제 Action Plan’이
다.

Q. 최근에 교육부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의 몇몇 전형을 폐지한다는 말
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대응 전략은?

A. 우리도 방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가지고 학부모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접
수된 내용은  정시 비중을 30% 이상 모집해야, 고교교
육 정상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이 학생부교과전
형에 30% 이상을 모집한다면, 정시 비중을 따로 요구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 더 우리 대학에 더 유
리할지 전략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Q.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수
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대입에서 수능과 내신의 영향

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비교
과 활동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마다 대학별 고사
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A.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이다. 각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
의 변별력 약화에 따른 자구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고 본다. 우리 대학 또한 보다 우수한 학생, 잠재력이 많
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전략을 수립해 나
갈 예정이다.

Q. 우리 대학에서 입시박람회를 개최하는가?

A. 현재 입시박람회는 대교협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
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지난
8.25.(토)에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입시 준비생들
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는 모든 입시박람회에 참가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오
는 경우도 있다.

Q. 우수한 인재를 서둘러 뽑기 위해 그동안 수시 비율을
높여 왔는데 갑작스럽게 교육 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입장과 대처가 궁금하다. 

A. 언론에서 말하는 해당자들은 2022년에 입학하는 지
금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바뀐 교육 정책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 또 그 사이에 얼마든지 상황
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심도 있게 대비할 예정이다.

입학전형, 과연 우리 학교는?
전주대학교의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학전형, 과연 우리 학교는?
전주대학교의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학처장과의 인터뷰

학생부종합전형, 성적으로 줄세우는 
교육 정책과 철학을 바꾸려는 것

이호준 입학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2015 교육과정의 취지는 고등학교는 더이상 공부
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최우선 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
는 사람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꽃피우게 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2015 교육과정의 목적이며 이와 가장 밀접하게 관
련된 입학전형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이다.”라고 말
했다.

대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재능 꽃피워줘야

전국의 대학마다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 고교 교육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이름있는 학교
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 입학한 대학의 명성
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대학 간
판이 학생들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심리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의 대학 교
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정부, 교사, 학
부모, 학생들이 모두 냉철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발표하려고 자발
적으로 손을 든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
록 발표는커녕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만 늘어갈 뿐
이다. 정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상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학생
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다은 기자(wlsekdms1@jj.ac.kr)

기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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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교수님
궁금해요!!

1. 창업지원단은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창업은 ‘1단계 아이템 발굴(컨셉 정하기-아이
디어), 2단계 사업타당성 분석(사업화 할 가

능성), 3단계 제품 개발(시제품 개발), 4단계
마케팅’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단계는 창업 강좌, 캠프, 동아리, 멘
토, 교육을 통해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3~4단계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1년
의 25~30명 선정합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여시 전
시회(참가비) 100%, 항공권 50% 지원을
해줘서 개인이 식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렇게 창업지원단에서 각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 창업 동아리 지원할 때 2명(본인포함)
이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리더, 다른 한 명은 마케
팅, 또 다른 한 명은 기술을 맡아 분업화를
하면 팀이 더 잘 뭉쳐지고 효율성도 높습니
다. 그리고 최소 3명을 구하지 못했다면 창
업 동아리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자질 중 ‘리더십’이 있는데 2명의 파
트너도 구하지 못 구하고, 내 아이템에 공감
을 못 얻어 낸다면 과감하게 접는 게 현명합
니다. 

3. 외부인들도 전주대 창업지원단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주대+우석대+전북대 학생들이 모여 동아
리를 만든다면 가능하지만, 타 대학 학생들

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대 학생들 위해 전주대 창업지
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창업지원단 소식은 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소
식을 올리고 있고 모든 사업이 공지되고 있
습니다.

5.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업은 한 마디로 “성공 확신이 넘치면 하고,
성공 확신이 없으면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 선정
3천만 원 지원받은 산업디자인학과 EGBA팀,
상담심리학과 Dahlia팀

3학년으로 구성된 산업디자인학
과 EGBA팀(신지혜, 이세림, 유
근창, 김택현, 박종석)과 상담심리
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Dahlia
팀(구희성, 박정환, 김은후)이 정
부지원 창업사업화 사업에 선정
돼 ‘20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창업 지원금으로
약 3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지원 사업은 6개월 이내

창업기업과 신규 기업이 다수 참
가했고 심사를 거쳐 350개 기업
이 최종 선정되었다. 
EGBA팀 대표 신지혜 학생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
어 기쁘다.”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
화하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 발
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

혔다.
EGBA팀은 어린이가 잘 때 도

움을 주는 ‘AI 무드등’은 어린이가
잠드는 걸 인식하면 동요를 틀어
주거나 에어컨·가습기 자동조절
을 통해 쾌적하고 잠자기 좋은 환
경을 만들어 준다.
창업교육센터 김기정 센터장은

“학생이 정부 지원 창업사업화 자
금을 수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은 아닌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
쁘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노력한
맞춤형 창업 교육 시스템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번 성과를 계기로 보다 많은 학생
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CU에 우리 대학 학우가 만든 도시락이 등장한다
전주대 한식조리·외식산업학과 ‘CU 경연대회’ 1·2위 수상

8월 30일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진
행된 ‘2018 CU 대학생 레시피 경
연대회’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1·2위를 차지했다. 두 팀의 레시피
는 상품화 과정을 거친 후 전국 CU
편의점에 유통되며,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40여 개 대

학에서 응모한 100여 개 레시피 중
우리 대학 학생들이 최종 우수레시
피로 선정된 것이다. 대회 주제는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특색 레시피
를 활용한 편의점 도시락 및 HMR
상품’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조리법
을 활용하여 새로운 간편식 메뉴 개
발하고 그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하
였다. 여기서 우리 대학의 김유진,
박한솔 학생(한식조리학과 4학년)이
창의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1등
을 차지했다. 이 팀은 부산의 낙곱새

를 도시락으로 재탄생 시켜 심사위
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김유진·박한솔 학생은 “최근 유

행하는 부산의 낙곱새를 전국 어디
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며,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
로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소중
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2등도 우리 대학 학생들이 차지했

다. 강성원 학생(외식산업학과 3학
년), 박영민 학생(외식산업학과 4학
년)은 ‘대구 으뜸 불막창 도시락’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
은 “수상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만
든 메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
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
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업은 확신 있을 때
창업지원단 이종관 교수와 만나다

시작해야 성공한다!

주차 날짜 강의형식 강의내용 이름/직위 소속
1 2018.09.05 OT 교과목 소개 및 강의운영 설명 주정아 교수 전주대

2 2018.09.12 인문학으로 창업한 남자 이현우 대표 코스모스
인문논술

3 2018.09.19 내 정체성과 역량 발견 노하우 변은지 대표 쾌슈퍼
4 2018.10.10 사회적 기업과 청년창업 사례 신봉국 대표 RVFIN
5 2018.10.17 제조부분 창업 최우원 대표 판타스킨
7 2018.10.31 보강주(수) 창업 한마당투어

주차 날짜 강의형식 강의내용 이름/직위 소속

8 2018.11.07 요식업과 창업리더쉽 윤혁진 대표 잼잼칩스

9 2018.11.14 시대정신이 담긴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리더쉽 조윤성 대표 홀리코

10 2018.11.21 1인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창업하기 BJ임다(예정) 아프리카 TV

11 2018.11.28 역사 트렌드와 리더십 BJ한나(예정) 아프리카 TV

14 2018.12.12 강의정리 창의적 생각 프로세스 주정아 교수 전주대

▲'부산 낙곱새 도시락’

혹시 창업에 꿈이 있나요? 여기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전주대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창업 중점 교수이자 창업에 열망 있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이종관 교수와 그동안 창업지원단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풀어가도록 하자.

현직 대표의 현장 특강 <창업과 리더십> ◆일시: 9/12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온누리홀   ◆청강문의: 방성훈 매니저 (063-220-2848)

창업 NEWS

문주희기자 (wngml16@jj.ac.kr), 안혜란기자 (ah6038@jj.ac.kr)

▲'대구 으뜸 불막창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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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국제교류원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
화 체험을 통한 폭넓은 국제적 안목 및 도전정신을 배양
시키기 위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로
“Catch the World(이하 캐치 더 월드)”다. 해외 탐방에
앞서 학생 관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경제적 부분
까지 고려한 이 프로그램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학생들
이 해외 선진 학문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대학신문사는 캐치 더 월드를 소개하고, 다녀온

이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기 위해 2018 캐치 더 월
드 ‘AAC’ 팀의 중등특수교육과 16학번 장서영 학생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팀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뉴질랜드 특수교육이 한국의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

를 알고, 한국 사회도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인식과 원활
한 복지시설도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래서 의사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AAC(Augmen-
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와 같이
“사회와 장애인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힘써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팀 명을 AAC로 지었
죠.

▶ 캐치 더 월드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과가 중등특수교육과로 장애인 복지 교육을 공

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복지도 잘 되어있지 않아요. 반면, 뉴질랜
드는 복지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가 역시 잘 되어있다고 해서 뉴질랜드의 장애인 복지 프
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어요. 

▶ 선발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는 탄탄한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팀

이 왜 뽑혀야 하는지, 특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이죠.
일단 저희가 해당 기관에 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먼저

하고 계획서에 넣어서 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
여드렸기에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님께서 뉴질랜드에
아는 분이 계셨기에 기관과 연결되는 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중등특수교육과다 보니 주로 장애인 복지 기관에 방문

하였어요. 성 베드로 특수학교, 교육부, Waitakere
college, Kings wood Daycare center(주관 보호 센
터-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일자리 센터), Wairau Val-

ley Special School 학급, 밀알 토요 한글학교를 다녀
왔습니다. 여러 기관 방문을 통해 뉴질랜드는 어떻게 장
애인을 가르치고 뭘 배우고 학교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
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 다녀와서 소감은 어때요?
한국은 보통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정상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장애

인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반면에 뉴질랜드 장애 학생들
은 일반 학생들과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존
중받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때론 학습 차이로 인
해 분반을 만들기는 하는데, 아이들의 차별화되고 부정
적인 인식은 없어요. 장애인들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더라고요. 

▶ 캐치 더 월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해외를 나가려면 (아시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까워서 비교적 가기 쉽지만) 유럽권이나 세계 멀
리 가볼 기회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캐치 더 월드 프로
그램을 참여하면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가서 견문을 넓
히고 나아가 해외 취업도 고민할 수 있어요. 비행기나 숙
소 값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무엇
보다 그 나라의 기업 탐방,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제일 큰 장점이죠!

▶ 캐치 더 월드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캐치 더 월드 정말 추천합니다. 탐방을 다녀오기 전에
저는 꼭 한국에서만 취직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다녀오니까 시야의 폭이 확 넓어지고
해외취업을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
어를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고요. 뽑히는 비
법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에게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발표도 자신감 있게 잘하면 되
겠지요? 가고자 하는 기관과 미리 연락하여 현장 조사를
해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 팀으로 예를 들자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떻게 학교를 홍보할 수 있을지’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홍보 목적이 있
기 때문이죠. 평가하시는 분이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안
뽑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홍보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황기하 기자 (rlgk0421@jj.ac.kr)

해외 탐방에 최대 50%, 17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Catch the world’ 라고 들어보셨나요? 

▲ 평생교육 데이케어센터에서 선생님과 함께 찍는 
정유정, 김혜림, 김지우, 장서영 학생들

베트남전 희생자 위령비에서 
태극기를 달고 참배한 한국청년, 천승환

우리 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천승
환 씨(24)는 베트남전 위령비에서 태극기를 세긴 두루
마기를 입고 참배했다. 그는 15일 동안 베트남 전역에
있는 위령비 30여 곳 중 12 곳을 찾아가 참배를 드렸
다. 참배를 드리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한베평화재단에서 공개한 위령비는 3곳에 불과했다.

그 마저도 주소지와 실제 위치가 달라 일일이 물어가며
찾아다녀야만 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전
투부대를 파견한 데 따른 베트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
한 여정이었다.
그가 간신히 찾아간 베트남전 위령비는 풀이 무성하

고 적막했다. 사람의 발이 많이 닿지 않는 시골 위령비
에 낯선 한국인이 참배를 올리자 베트남 사람들은 “찾
아와 줘서 고맙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다. 그
는 지난달 11~16일 동안 광복절을 맞아 중국 상하이,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난징 위안부 기념관 등 관련 사
적지를 탐방했다. 이외에도 일본 군함도, 네덜란드 헤이
그 등 17개국 60여개 도시에 방문했다. 역사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 복무 시절 모은 월급과 각종 행사장
을 찾아 사진촬영을 해주고 받은 아르바이트비로 충당

했다.
그가 처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접했을
때였다. 그 후 직접 1,000회
차 수요집회도 참가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팔
찌의 공동 구매도 주도했다. 
그가 지금까지 역사 사진은

수천 장에 이르고, 지난 7월
9일부터 22일까지 ‘그들과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을

방문한 한 관람객은 “군함도 사진의 여운이 가장 강하
게 남는다.”라며. “천 작가의 사진을 보고 나서 난징에
도 보존된 위안소 전시관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유익한 사진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천 씨는 “누구든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행자들이 쉽게 다
른 나라에 위치한 우리나라 사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외 사적지 지도도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독도, 위안
부 문제 등 많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고 싶
다.”라고 말했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 ‘역사는 책이나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현장에 있는 것.’

- 140일 간 17개국 도시 60여 개 도시 방문
-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담은 사진전 열어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junholella@jj.ac.kr 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7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스타타워 식권 4장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하는 곳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1. 해먹  2. 댐  3. 비닐  
4. 사전  5. 바자회
※힌트 : 영어단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단어 하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문제1

1. 노가다  2. 뚝배기 3. 기합  
4. 다데기  5. 고참

다음 중 순우리말은?문제 2

전주대 학우 여러분들 알찬 방학 보내셨나요??
이제 개강 첫 주가 지나고 열심히 생활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돌아왔습니다!!^^

넌센스, 추리, 가로세로 낱말퀴즈 등등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뇌 속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전주대 학우 여러분들 알찬 방학 보내셨나요??
이제 개강 첫 주가 지나고 열심히 생활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돌아왔습니다!!^^

넌센스, 추리, 가로세로 낱말퀴즈 등등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뇌 속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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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 그보다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

우리 대학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와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외탐방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미얀마 양곤, 캄보디아 프놈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120여 명의 우리 대학 학생들은 낯선 나라에서 11박 12일간 지내며 봉사활동을 하였다. 

분야
- 교육 프로그램(한글교육, 풍선아트, 보건교육, 과학교육)                                  - 심리정서 프로그램(자존감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
- 문화·과학·예체능 프로그램(태권도, K-POP 및 동요, 축구 및 놀이 프로그램)        - IT 프로그램(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제작, 3D 체험)
- 선교 봉사 프로그램(전도, 찬양, 공동체 훈련, 달란트 시장)                               - 적정기술 및 환경개선 사업(EM 제조 및 활용 기술, 벽화)

미얀마팀 장소: 양곤    일정: 6월 24일(일) ~ 7월 5일(목) 

민소원(법학과 15학번): 환경이 정말 척박하고 어려워 마음이 아팠지
만, 그런 마음이 무색할 만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들
의 모습은 감동이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마음 한편에 있던 다른
나라에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구본우(사회복지학과 18학번): 우리가 가르쳐 준 내용을 아이들이 성심
성의껏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
꼈다. 난 아이들에 비해 많은 것을 가졌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작은 사탕 하나에도 날아갈 듯이 고마움을 표현하
는 아이들을 보며 바쁜 일상에 찌들어 모든 일에 불만을 갖고 살았
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최동현(생활체육과 13학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현재에 만
족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오승연(영화방송제작학과 15학번): 우리에겐 사소한 것들에 대해 그 곳의 아이들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특히 꿈을 적는 시간에 다수의 아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 진학이 꿈이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랐다. 이 말을 듣고 교육봉사에 대해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
고 임했다. 

천영진(사회복지학과 18학번):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가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심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캄보디아팀 장소: 프놈펜     일정: 7월 1일(일) ~ 7월 12일(목) 

하경호(경기지도학과 17학번): 처음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생
각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 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황한솔(경영학부 14학번): 베풀려는 목적으로 갔던 해외봉사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았다. 특히 사랑은 나눠야 커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해외봉사에서 느꼈던 사랑을 가
족, 친구, 교회 등 내 이웃들과 나누어야겠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많은 손길에 존경과 감
사를 표한다.

몽골팀 장소: 울란바토르      일정: 7월 16일(월) ~ 7월 28일(토)

제8기 국토대장정 "동해를 너에게"는 경상북도 포항 호미곶 광장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8박 9일간 약 260km에 우리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발자국을 남기는 프로그램이었다. 열
정과 청춘으로 똘똘 뭉친 45명의 우리 대학 학생들은 폭염 경보가 울렸음에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주에 성공했다. 기록적인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던 그들의 행보를 살펴보며, 수
고했던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일시: 7월 18일(수) ~ 7월 26일(목) 8박 9일       지역: 포항-대구-영덕-울진-삼척 (약 260km)

이번 대장정은 지난 18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26일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길을 따라 이동했다. 대원들은 체감온도 40~42도에 육박하는 기
록적인 불볕더위에도 매일 30km씩 걸으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완주했다. 

23일에는 이호인 총장도 깜짝 방문하여 대원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격려했다. 이호인 총장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번 도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국토대장정이라고 해서 무작정 걷지만 않았다. 동해의 아름다운 명소를 쉼터로 선정하여 대원들 간에 추억도 쌓고, 다양한 이벤트로 여독을 풀기도 했다. 연이은 폭염 특보에 일정
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다. 

총괄대장을 맡은 이성국 총학생회장(경찰학과 3학년)은 “모두가 처음 도전하는 국토대장정이지만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모두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힘들었지만, 인생에 큰 이정표를 새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동해를 너에게’, 8박 9일 260km 전원 완주 
15년째 순항 중인 방학 해외봉사,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3개국 해외봉사 제8기 국토대장정

참여자 인터뷰
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간호학과 17학번 김예진, 상담심리학과 15학번
김찬경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김예진: 최종 도착지인 삼척에 도착해서 들어갔던 해수욕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8박 9일간 더위를 참으며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는 동안 바다를 그냥 보기만 했는
데 마지막에 펼쳐진 삼척 해수욕장은 저희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학생이
가방을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 신나게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김찬경: 장소라기보다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해녀분이 생각나요. 저는 촬영을 해
야 해서 대열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야 했는데, 그 덕분에 해변에서 만난 해
녀분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
른 해녀분이 와서 “언니야, 바구니 어데갔노?” 하더라고요. 저와 이야기하느라 바
구니가 떠내려가는 줄도 몰랐던 거죠. 바구니가 없는 걸 알고는 "아이고야 바구니!"
하고 후다닥 바구니를 찾으러 가셨어요. 얼마나 웃겼던지.

Q. 가장 힘들었던 점

김예진: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잠을 자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해수욕장에 설치된 샤
워 시설에서 씻어야 하는데, 물을 틀자마자 정말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이 차
가운 거예요. 머리에 물을 적시면 머리가 띵할 정도여서 오래 씻지도 못하고 찝찝

함을 그대로 안고 나왔죠. 그런데 열대야라 밤에도 여전히 덥고 해수욕장 모래도
무척 뜨거워서 모래에 눕자마자 언제 차가운 물로 씻었냐는 듯 금세 더워졌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방에 닿는 부분에 난 땀띠, 그리고 발에 잡히는 물집 같은 것
까지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어요.

Q. 완주 소감

김예진: 사실 저는 이번 국토대장정이 두 번째에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한 일이
기 때문에 또 참석했어요. ROTC도, 국토대장정도 지금이 아니면 할 기회가 마땅
치 않으니까요. 총장님께서 저희와 같이 걸으시면서 해주셨던, ̀이번 도전을 바탕으
로 도전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처음 국토대장정을 할 때는 이
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에서야 이해가 돼요. 이런 가르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국토대장정, 여러분도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찬경: 이번 국토대장정에서는 대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했는데요. 휴대폰만 보며
각자 갈 길을 가던 일상을 벗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팀원들과 걸음으로써 그
만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 과정에서 어느새 개인의 한계를 넘어 한 발짝 더 성
장한 저 자신도 발견했고요. 여러모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김하선 기자(haseon631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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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학우들의 방학 들여다보기!
학우들을 직접 만나서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보았다 봉사활동, 가족&친구들과의 힐링여행 등 듣기만 해도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자.

Q. 방학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선배님들과 같이 학과박람회를 진
행하기 위해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
리 전공과 드론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같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과 부스에 쉽게 접
근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Q. 학과박람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리 학과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사
람이 모여서 방문자들이 실제로 드론을

날릴 수 있게 기본적인 조작법을 교육했
습니다. 

Q. 학과박람회를 진행해 본 소감
강제가 아닌 자율 참석이었는데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는 학생이 이렇게 많을 줄
은 몰랐어요. 또한 저희의 말을 잘 따라
주어서 많이 고마웠어요.

Q.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2년 연속으로 참가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토목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런 자리가 마련되면 항상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학생은 준
비된 드론보다 더 좋은 드론으로 체험을
시켜줬고 또 잘해서 기억에 남아요.

Q. 개강을 맞아 친구나 선배들에게 바라는 점
제가 1학년이다 보니까 한 학기를 다녔
음에도 학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고, 또 선배님들도 좀 더 다가오
시면서 선후배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으
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알고 지식을 얻는 
Catch the World!

Q. 방학에 어떤 경험을 했나요?
저는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
로그램인 캐치 더 월드에 선정되
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Q. 어떻게 캐치 더 월드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행사 포스터를 보고 친한 선배들
이랑 신청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작년에 단기어학연수 갔을 때 친
해진 친구들도 다시 보고 싶고,
지금 일본에 나가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보자고
작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계획을
짜면서 일본 취업이나 유학에 대
해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
게 정보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
서 유학, 워킹홀리데이,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
를 제공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해
서 참여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
들이 다들 좋게 평가해주셔서 참
가자로 최종 선정되어 다녀오게
됐죠.

Q. 일정을 보내면서 주로 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는 일본 6개의 지역을 다니
면서 유학생, 취업자, 워홀러들
을 만나 인터뷰를 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도쿄랑 오사카
에서 취업한 선배들을 각각 만나
인터뷰했는데 각자의 답변 내용
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어요. 같
은 나라라도 도시마다 물가도 다
르고 생활도 달라서 그런 거 같
아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희는 좋았어요!

Q. 일본으로 여행 갈 예정인 사람들
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오사카에 정말 맛있는 스시집이
있어요. 우메다 근처에 있는 ‘하
루코마’라고 붕장어랑 연어가 진
짜 맛있어요! 오사카 갈 때 꼭
먹어 보세요.

Q. 이제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
나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
다면?
제 친한 친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실명 거론해도 되
면 꼭 써주세요!! “현수야 이번
학기엔 학교에 잘 나오자^^”

[토목환경공학과 18학번 이원균]

[일본언어문화학과 16학번 이수아]

가족과 떠나는 
즉흥 부산여행

Q. 어디로 여행을 떠났나요?
부산과 김해 롯데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번 여름 휴가는 부산이 어떠냐
는 엄마의 의견에 가족 모두
동의를 해서 부산으로 결정했
고, 부산 근처에 워터파크가
있다고 해서 그곳까지 추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Q. 추천하는 장소와 음식?
한 군데만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대신 하루 동안
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부산
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 가볼
수 있는 부산 시티투어(BUTI)
를 추천해요. 티켓을 끊으면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면
서 원하는 관광지에 내려서 관
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
리하답니다.

Q. 기억남는 장면이 있나요?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는데 하
필 여행 갔을 당시 딱 부산 지
역에 폭염 경보가 떠서 돌아다
니기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하늘이 정말 맑아서
풍경을 보기에는 최고였습니
다. 사진 찍을 때 따로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광이 좋았
어요.

Q.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예산은 2박 3일 일정으로 1인
당 약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 따로 마련하지
는 않았고, 시기가 성수기라서
숙박비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
했어요.

Q. 여행을 떠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가족이 어렸을 때 다 같
이 여행을 떠난 적이 많이 없
어서 4년 전부터 시간을 내서
꼭 여름 휴가라도 가족이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여행은 아무
래도 추억인 것 같아요. 여행
시간은 짧지만 그 여행을 추억
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서 인
생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
습니다.

Q. 방학에 다녀온 곳이 있나요?
학기중에 학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자!’라고 약속
했던 걸 방학에 실행했습니
다. 우정여행 겸 학기 중에 받
은 스트레스를 풀러 떠난 힐
링 여행이었습니다.

Q. 추천하는 장소와 음식은?
추천 장소는 우도인데, 거기
에 있는 전기차가 너무 재밌
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음식은 흑돼지, 회 등등 많
이 먹었는데 특히 고등어회가 맛있어요. 꼭 두 접
시 먹으세요!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황우지 해안에서 스노쿨링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
장마가 시작돼서 날도 안 좋고 물도 깨끗하지 않
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수영해서 기분은 좋았어
요. 학과 형들이 다이빙할 때 혼자 겁먹어서 다이

빙을 못한 게 아쉽기도 했지만요.

Q.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학기 중에 근로장학금을 조금씩 모
아서 1인당 20만원을 모았어요.
예산 대부분을 먹는 데 사용했어요.
식비를 적게 잡으면 더 저렴하게도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Q. 다음 여행에 가보고 싶은 곳은?
다낭이나 코타키나발루요. 주변에
그곳으로 여행 다녀 온 사람들 이야

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좋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
습니다.

Q. 개강을 맞아 이번 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강의는?
이번 2학기부터 모든 과목이 3학년 종강 후에 가
야 하는 실습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과목을 정
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심리학과 16학번 길현정]

새내기 1학년, 학과박람회 참여

제주도로 떠나는 힐링 우정여행

Q. 일본을 다녀온 계기가 있나요?
학교 사업단에서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을 공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저랑 제 친구들
이 관심을 가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여행 계획도 짜야 해서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값진 여행을 하게 되어 정말 뿌듯했
습니다. 친구들끼리 가는 해외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가족 여행
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 음식을 먹을
때나 쇼핑을 할 때 통하는 점도
많아서 정말 좋았고 5박 6일 동
안 함께 있다 보니 더욱 가까워
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Q. 특별히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글로벌 노인
과 장애인 복지 탐방이었습니
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
어들었고 복지시스템도 탄탄하
게 잡혀있어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의 중심이자 수도인 도쿄를 선택하게 되었습
니다.

Q. 추천하는 장소와 음식은?
추천 장소는 도쿄 시부야의 하라주쿠 거리입니다.
하라주쿠는 젊음의 거리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의
홍대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다양하
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오코노미야끼를 추천합니다. 즉석
으로 만들어진 오코노미야끼를 철판 위에 올려서
먹으면 열이 식지 않아 따뜻한 맛을 유지할 수 있
고 맥주와 함께 먹으면 정말 환상입니다.

Q.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하루 일정을 끝내고 전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전철에 무사히 올라탔고 제
가 전철에 들어가는 순간 알림음이 울리면서 문이
닫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을 해 센서가 작동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일단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런데도 문이 닫히려고 해 무서워서 몸
을 바깥쪽으로 뺀 순간 문이 닫히고
전철이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
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서웠지만 다행
히 친구들과 연락이 되어 저는 다음
전철을 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
니다.

Q.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마련했나요?

저는 5박 6일 일정으로 여행을 했는
데 경비는 160만원 정도 들었습니
다. 그 중 100만원은 학교 프로그램
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나머지 60만
원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제가 그동

안 모아둔 자금을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Q. 개강을 맞아 세운 공부 계획이 있나요?
제 꿈은 보건직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 학기부터는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영어와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Q. 새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강의는?
중국어 수업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어 수업을 들
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즐겁게 공부했던 거 같
아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중국
어를 열심히 배워 다음에 중국 여행을 할 기회가 오
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하고 싶습니다.

[방사선학과 16학번 권오혁]

[보건관리학과 17학번 김은채]보건직 공무원, 그 꿈을 위해 일본으로

▶여름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낸 우리 학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인터뷰하는 동안 마치
나도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내내 즐거웠다.    송민호(immino@jj.ac.kr)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를 다녀온 학우, 교내 행사에 참가한 학우, 가족이나 친
구와 여행을 다녀온 학우 등 방학을 알차게 보낸 이들의 여러 가지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도 덩달아 새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이혜린(lhr8144@jj.ac.kr) 

기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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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문화유산인 동굴벽화가 어린이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 되었다.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를 동굴 구멍 속으로 들
어간 개를 찾아 들어 갔던 4명의 어린이에
의해서 였고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는 고고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동굴로 들어
간 소녀가 발견하였듯이, 겨울 어느 날 쿰
란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던 베두인족 두
목동이 잃은 양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양
을 찾아다니다가 절벽에 있는 동굴로 들어
가게 되었다. 캄캄한 그곳에서 한 목동이
돌을 안쪽으로 힘껏 던졌는데, 무슨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히 여긴 두 목동은 호

기심이 발동했고 소리 났던 곳으로 조심조
심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자신이 던진 돌에 깨진 항아리가 시야에 들
어 왔다. 대체 항아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무슨
종이 두루마리 같은 것이 보였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중한 성서 사본이

세상에 들어나는 순간이었다. 성서사본이
1947년 목동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
후 학자들에 의해 1956년 까지 쿰란의 동
굴 발굴이 진행되어 11개 동굴에서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사본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두루마리 성서사본을 만들고 보관한 사

람들은 B.C 2세기 경 이곳에서 수도(修道)
하며 생활 했던 쿰란공동체이다. 
이들은 종교적 세속화에 반대해 이곳 쿰
란으로 들어와 생활했던 에세네파 사람들
이다. 당시에 이들의 숫자가 4천여 명에 달
했고 엄격한 계율에 따라 수도원적인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와 보존에 힘썼다.
경건한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성서를 필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
과 마음으로 임하였다. 에세네파가 이곳에
서 두루마리 성서를 작성한 연대는 서기
3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서를 필사하고 보존에 힘썼던 에세네

파의 ‘쿰란공동체’는 유대인 열심당의 반란
이 있던 시기인 서기 68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 되면서 와해되었다. 이후 로마군
이 주둔하면서 공동체의 흔적은 묻혀 버리
고 말았으나, 1950년 경 고고학조사단의
발굴로 유적이 들어 났고 지금은 일반인들
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그리
고 이곳에서 발견된 사해성서사본 진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쿰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2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쿰란유적지에서 바라
보이는 곳에 유명한 사해(死海)가 있다. 그
리고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유대인 열
심당원들이 로마군에 항전했던 마사다가
있다. 사막 지역처럼 뜨겁고 황량한 지역이
지만 쿰란과 마사다는 기독교 역사에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1

쿰란 유적지 성경 사본 일명 “사해사본” 발견지

▲ 쿰란에서 발견된 진품 사해사본이 이스라엘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 유적지

재미 한인 작가 이창래(1965~  )는
2000년 ‘뉴욕 타임즈’로부터 ‘가장 주목
받는 작가’로 선정되었을 만큼 미국 문단
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노벨상 후
보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유명 작가이다. 
『생존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한국뿐만 아니라, 1934년
만주, 1980년대 뉴욕과 이탈리아 등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단지 한
국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고아의 문제만
을 다루지 않고, 전쟁 자체가 지닌 반인
륜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한
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중국인, 이탈리
아인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더불어 만주사변이나 솔페리노 전투 등
을 함께 다룸으로써 시공간적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요인물로는 재미 한국인

준과 미국인 헥터와 실비 등을 들 수 있
다. 준은 한국전쟁 중에 먼저 부모와 오
빠를 잃는다. 이후 두 동생들과 함께 남
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 기차 지붕에 오
른다. 기차가 급출발하면서 두 동생은 기
차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은 즉사하고 또
한 명은 기차에 깔려 두 다리를 잃고 피
를 흘린다. 준은 두 동생을 버려두고 기
차에 다시 올라 홀로 살아남는다. 

이로 인해 준은 평생 깊은 죄책감을 갖
게 된다.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려 죽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trauma)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준이 들어가 살
게 되는 고아원 원장의
부인인 실비 역시 전쟁
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만주국을
세운 일본군은 실비의
보는 앞에서 그녀의 부
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
라, 어머니를 강간하는
모습을 실비가 직접 보
게 하였다. 
또 다른 주인공인 헥

터는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했다는 자책감을
잊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중공군 소년
포로를 차마 죽이지 못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병사는 헥터
의 수류탄을 빼앗아 자폭한다. 전쟁에 환
멸을 느낀 헥터는 이후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전쟁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한국의 ‘새희망 고아원’에서 일하며 지낸
다.

고아원에 모인 준, 실비, 헥터 등은 이
곳에서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하지
만 도리어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실비
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헥터와 관계
를 맺고, 이를 질투한 준은 고아원에 불

을 지른다. 준 자신도 불
길 속에서 죽길 원하였
으나 헥터가 구조해 주
는 바람에 그녀는 살아
난다. 실비는 불길을 빠
져나오지 못해 죽는다.
헥터와 준은 모두 본인
때문에 실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깊은 상처
를 갖게 된다. 
준과 헥터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는 이탈
리아에서 행방불명된다.
아들을 홀로 키워 온 준
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헥터를 찾아온다.

헥터에게 자신의 친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아들을 찾자고 제안
한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자 니콜라스는
이미 죽은 이후였다. 준은 솔페리노 교
회가 바라보이는 호텔에서 헥터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난다. 솔페리노는 북이탈

리아 통일을 위해 1859년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
이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치다가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된 앙리 뒤낭은 큰 충격을
받고 전 세계 난민을 구호하는 봉사 단
체인 적십자사를 창설하게 된다. 준은 바
로 이곳 솔페리노에서 죽는 것이다. 준
은 헥터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씻고 순
백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마치 엄숙한 의
식을 치르듯이 임종을 맞는다. 
이 작품은 전쟁이 지닌 비극성을 그 어
느 작품보다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전
쟁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
족과 친지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깊은 정신적 상
처를 남기게 마련임을 이 작품은 충격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상처는 당사자
가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깊은 것이다.
작가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이 일어나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의 주요인물
들이 겪는 심각한 고통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앙리 뒤낭이 세운 ‘적십자사’가 행
하는 바와 같은, 전 지구적 연대와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치
유가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극적 전쟁이 남긴 고통과 상처의 치유 

이창래의
『생존자(Surrendered)』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사    설

“전주대학교가 요즈음 굉장히 잘나가고 있다.”
근래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두고 하는 말

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전주대 구성
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쭐해하며 대답한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큰소리는 쳤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그렇

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확실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
아서 답답한 마음에 가슴 한쪽이 불안해진다. 인구
절벽이라고 할 만큼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 현실
에서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우리 대학과 같이 지방에 소재한 사
립대학은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대학이 최근에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대학기
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대학혁신지원시범
(PILOT)사업 등 각종 대학 평가나 국가 지원 사
업에서 좋은 결실을 거둔 것은 전주대학교의 학생,
교수, 직원, 동문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쾌거를 얻기 위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휴일도 반납한 채 애를 쓴 교수
와 직원들이 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러한 학교 발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명실상부 ‘호남 최고
의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각
고(刻苦)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
는 현실 여건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하게 지금의 성
과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居安思危(거안사위)
思則有備(사즉유비) 有備無患(유비무환)’, 즉 “편안
할 때 위기를 생각하면, 그에 맞춰 대비를 하게 되
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이러한 선현들이 남긴 지혜의
말을 되새기며,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난관을 극복
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대학 본부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학교 모든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학교의 모든
기관과 부서의 리더들은 항상 소속원 사이에 반목
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를 살피
고, 매사에 소속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수와 직원은 처음 이 학교에 몸담았던 때의 초

심과 사명감을 환기하여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동문과 지역 사
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속적인 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잘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되

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밤을 새운다”는 말이 있
다.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단합되길 소원한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 대학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
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모인
많은 스텝들과 배우들은 각각의 프레
임마다 관객이 기억할 수 있는 최고
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운 자
연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 몇 달간 장
소를 찾아 헤매고, 인물의 심리를 그
림자로 반영하기 위해 조명기기들을
테스트 해보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한
다. 심지어 화면에 크게 부각되지 않
는 소품들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배치
하는데, 이와 같은 시각적 요소들뿐
만 아니라 바람소리와 대사의 톤, 음
악 등의 사운드 요소들도 적극 활용
하여 관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달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

여 스타일만으로 치장한 영화들이 관
객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가
능성은 낮다. 영화 한 편을 견인하는
큰 힘은 스토리, 즉 영화의 주제와 내
용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리
만 의미롭다고 해서 훌륭한 영화, 좋
은 영화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영화
는 활자와는 달리 시청각적인 요소들
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관객의 자
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설계
하는 것이고, 그 스토리를 부각시키
며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스타일의
연구와 적용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영화제작은
스토리와 스타일의 적절한 마리아주
(mariage)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우리

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크게 다르
지 않다고 본다. 삶의 목표를 영화의
주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목표에 접근할 것인지를 영화의 내용
및 형식적 요소들이라고 생각해보자.
목표만 있고 부유하는 삶, 혹은 목표
없이 노력만 하는 삶이 쉽게 그려지
는가?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얼마만큼의 노력
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결말과 과정의 즐거움은 달라
질 수 있다. 심지어 비슷해 보이는 인
생들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
가 드러난다. 마치 기승전결이 유사
한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 영
화들이 약간의 설정과 스타일적인 차
이로 인해 각각의 매력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예기치 않은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표가 바뀌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은 유일무이한
스토리와 스타일의 영화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나만의
영화’를 힘내서 멋지게 만들어 볼 만
하지 않은가! 

[교수칼럼]

정승은 교수
(영화방송학과)

이혜린 기자
(lhr8144@jj.ac.kr)

인생 영화 만들기

“우리가 녹는 온도”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면 베스
트셀러보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
물 같은 책을 발견하리라’ 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 곳, 저 곳 둘러보는 습관
이 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은 베스
트셀러 코너에 있는 책들이 많은 사람
들이 발견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 곳을 찬찬히 둘러보다 책 제목
이 마음에 들어 집어왔다. “우리가 녹
는 온도” 책 안에는 10개의 단편소설
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아직도 기
억에 남는 한 줄이 있다. “내 곁에 있
는 사람이 내가 즐겨 마시는 커피의
온도를 기억해주는 것은 꽤나 중요한
사실이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

은 중요한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고,
나이를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억한
다. 함께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자
연스러운 것이 된다.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소한 것을 기억해 줄 때
우리는 감동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사
람의 마음은 사소한 관심에도 크게 움

직인다는 의미의 저 문장이 딱딱하고
심심한 표현이 아닌 ‘커피의 온도’로
전달을 한 것이 정말 감명 깊어서 더
욱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

스를 받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쌓
고,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스트레스는 피해갈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 보다 ‘괜찮아’ 라며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후자
를 택하며 살아간다. 내가 지쳐있을
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온
도를 기억해주는 사실을 깨달으면 큰
기쁨이 올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가
녹는 온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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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바크 (Frank
Laubach)는 문맹자를 위한
선교로 일평생을 보냈다. 글
을 읽지 못해 ‘복된 소식’, 복
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하면 글을 빨리
깨우치도록 가르칠 것인가?’
를 놓고 연구하여 나름대로
의 교육방법을 완성했다. 그
의 교육방법은 전 세계에 알
려졌고 그만큼 정신없이 바
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교
육사역이 화려한 꽃을 피우
기 시작할 때 그는 이런 결
심을 했다. 

▼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 분의 뜻에 온
전히 반응하며 살겠다.” 그
날 이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
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3월 1
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신다는 이 의
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
가고 있다.” “4월 18일: 하
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
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
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 의
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
다.” “5월 14일: 매순간 끊
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점점 된다. 물론 아직 한나
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
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사고
에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
이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
이 아닌 끊이지 않는 하나님
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
다. 5개월이 조금 지난 6월
1일자의 일기이다.

▼ “오,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닫
고 나니 주님과 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 졌는지요!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
신 사랑으로 바라보니 그들
의 시선과 행동도 마치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
처럼 바뀌었다. 예수님이 날
마다 하나님과 끝없는 영적
교제로 광채를 발하며 ‘하나
님께 취하여’ 이 땅을 사실
때 맛보신 그 놀라운 위력을
나도 하루나마 약간 느낄 수
있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전주대학교의 신앙고백이었
으면 좋겠다.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본문의 10절에서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
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이 무엇으로 정해
져 있습니까? ‘은’이라는 재물, 비인격체를 사
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대상 그 자체가 목적
일 때,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랑하고 있
는 대상이 수단이라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
니다.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은
을 사랑하는 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
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는 많은 것
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사랑
의 대상, 다른 하나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
다. 한종류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이용하고,
사랑의 수단을 향유하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종류는 사랑의 수단을
사용하고,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
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
는 것, 즉 사용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은 결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
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을 사랑하게 되면 참된 것을 향유하고, 만족
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은 그
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단인데, 마치 목적
이 되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과연
은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수단으로 살아가
면 수단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
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요청합
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 하
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사랑
의 대상 때문에 동원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
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

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뒤 이웃을 사
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이 합법적
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이
종류 이외의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된다면, 하
나님과 인간은 수단의 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지요. 이용의 가치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존
재의 질서가 왜곡되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흐
트러지게 되면, 결국 초래되는 것은 불행입니
다.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이 아니라, 인생의 수단만 추구하다가 생을 마
감하는 슬프고 추악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올 인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 향

기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랑의 대
상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의 대상
으로 분류됩니다. 성경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
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이
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은과는 차원
이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이 중 첫 번째로 우
리의 목숨을 수단으로 두는 것이 쉽지가 않습
니다. 그러나, 수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우
리의 목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존재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기쁨
과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틀어지게 되어있습
니다. 우리의 목숨,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사
는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는 역
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세계의 가치관, 질서, 기호, 규
범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가
치관,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
가 거절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힘 또한 수단입니
다. 우리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뜻, 계획, 내가 설정한 것, 그것

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뜻
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
리는 이처럼 이 네 가지를 수단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참된 목적, 사랑의 대
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수단삼아 나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병수 목사
(전주대학교회 담임)

“사랑의 대상”(전도서 5:10-13)

진리의 샘 [9/6 목요아침기도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저자 탤런트 김혜
자가 세계 곳곳 10년이 넘도록 구호활동
을 하며 체험한 전쟁과 가난 기아의 현장
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제목은 모든 사
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글귀다. 왜 꽃으
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까? 책의 첫 장을
넘기며 나는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또 다
른 세상,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
했던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초마다 한명의 아이
가 전쟁과 기아로 죽고, 매일 3만 5천 명
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전쟁
터의 총알받이가 된다. 2억5천 명의 아이
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
도 관심이 없다. 조그만 사고 소식은 제때
방송을 보내주면서 이러한 사실 대부분은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다. 케냐의 투루카
나에는 에꾸아무라 7살짜리 소녀가 살고
있다. 사금을 캐러 간 엄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는데,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다 허물어져가는 헝겊과 지푸라기로
된 삼각형 모양의 움막에 살고 있다. 그들

은 오로지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구호품
에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 에꾸아무라의
엄마가 사금을 캐러가서 버는 돈은 고작
물 한 컵을 마실 수 있는 돈 밖에 되지 않
는다. 그래도 물 한 컵이라는 돈을 벌기 위
해 에꾸아무라의 엄마는 오늘도 사금을 캐
러나간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시에라리온
은 어떨까?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 광
산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상 이곳은 부족
간 전쟁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우리는 흔히 다이아몬드 하면 축복, 아름
다움을 떠올린다. 하지만 시에라이온에서
다이아몬드는 전쟁의 원인이며 재앙이다.
다이아몬드를 돈줄로 삼아 무기를 구입하
는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소년병들은 사람들의 신체부위
를 자르고, 강간을 저지르며 생명까지 앗
아간다. 어쩌다 소년들이 이 지경까지 이
르렀을까? 전쟁에서 소년들은 대부분 전
쟁으로 가족을 잃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소년병이 된다. 소년병을 하면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배고픔에 시달
린 아이들은 차라리 이 길을 택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독초, 본드인 걸 알아도 허기를 달래
기 위해 먹는다. 우리나라만 봐도 좋아하
는 음식만 먹고, 그마저도 버려져 음식물
쓰레기만 수십만 톤이다. 주어지는 음식들
을 편식하는 우리는 과연 그런 음식을 먹
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한번쯤은 억울하
고 불만스러운 일을 겪어봤을 것이다. 그
러나 이 책을 보고나면 우리가 일상 속에
서 겪는 불행과 내뱉은 불만들을 과연 그
것들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누리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
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이 부끄
러워졌다. 대학생활에서도 과제가 많아 한
숨 쉬던 나.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유경현 기자 (richman@jj.ac.kr)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김혜자>

기자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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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ước sang tháng chín, tôi dần cảm nhận được sự
thay đổi của thời tiết. Trời hơi se lạnh vào buổi sớm
và khi màn đêm buông xuống. Thu đã ghé Hàn.
Nhưng lại vẫn muốn lưu giữ sự ấm áp, gần gũi từ
những ánh nắng của Hạ.
Đây sẽ là mùa thu thứ hai của tôi ở xứ sở Kim Chi
này. So với Thu trước, bây giờ tôi lại mang trong mình
một cảm xúc khó tả, có chút gì đó man mác, có chút
gì đó da diết. Ngày mai là ngày khai trường, tôi thấy
nhớ Việt Nam, nhớ hơi thở thân thương của quê
hương nơi mà những người tôi yêu thương đang ở
đó. Bao kí ức ùa về trong tôi. Cảm xúc nhớ nhung
dồn nén như muốn bùng cháy, tôi thèm được trở về
ngày khai trường trước đây… Bởi lẽ, khoảnh khắc
thiêng liêng nhất của đời học sinh có lẽ là ngày khai
trường, nó mang cảm giác đặc biệt mà tôi khó có thể
tìm lại được. Tôi đã là một sinh viên năm hai của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Hàn Quốc.
Trải qua một kì học, cùng với sự giúp đỡ nhiệt tình
từ nhà trường, các giáo sư và bạn bè tôi đã dần thích
nghi với môi trường đầy bỡ ngỡ này. Có lẽ đáng nhắc
tới nhất là quá trình chọn môn học. 

Trước ngày khai giảng khoảng hai tháng……………

Chắc cũng giống như các bạn ở Việt Nam, việc chọn
môn học không khác gì một trò chơi may rủi, một
cuộc chiến tranh mưu lược khốc liệt. Nhà trường đã
cho quan sát, chọn lọc môn học mà mình mong
muốn trước đó nửa tháng. Giống như tạo điều kiện
để rèn luyện và nghĩ kế sách trước một cuộc chiến.
Vậy mà đến khi ra trận, tôi mang đầy tự tin, kiêu hãnh
ngồi chờ trước màn hình máy tính. Có lẽ vì còn khá
non nớt tôi đã bại trận ngay trong lần đăng kí thứ
nhất. Bạn có thể tưởng tượng chỉ cần chậm vài khắc
thôi là bạn sẽ ôm đau đớn trong cả kì học. Lo lắng,
hoang mang cho tới lần đăng kí thứ hai. Ông bà ta
có câu” Thất bại là mẹ thành công” – quả đúng như
vậy, nếu chỉ xét đến dự tính ban đầu thì có thể xem

như tôi đã hoàn thành dù không mấy xuất sắc. 
Đêm trước ngày khai trường………..

Như một thói quen, trước khi đi ngủ tôi chuẩn bị kĩ
lưỡng từ trang phục, cặp sách đến cái bút chì, viên
tẩy với mong muốn có một khởi đầu thật suôn sẻ để
bước sang một hành trình mới với nhiều hi vọng. Tôi
đã trải qua hơn chục lần tựu trường, vậy mà cảm xúc
vẫn y như ngày đầu với nhiều suy nghĩ đan xen lẫn
lộn. Cứ vậy, tôi trằn trọc khó ngủ….
Buổi sáng ấy tôi dậy sớm, bầu trời thật đẹp. Những
đám mây trắng bồng bềnh, thướt tha như đang bước
dạo trên không trung mới thơ mông làm sao!!! Những
làn gió mát nhẹ nhàng lướt qua như muốn thôi thúc
bước chân tôi. Tôi hít một hơi thật sâu và rảo bước
tới trường với niềm vui háo hức, mong chờ. Niềm vui
thật khó tả khi nhìn ngắm sự đổi thay của khuôn viên
trường, và gặp lại bạn bè cũ sau ba tháng nghỉ. 
Ngày đầu mà, không được để ấn tượng xấu chứ nhỉ?
Tôi nhanh chóng tìm đến phòng học trước khi giáo
sư lên lớp. Trường tôi xịn lắm. Điểm danh cũng dùng
hệ thống tự động qua kết nối trên điện thoại. Vì là đại
học nên toàn là bạn bè xa lạ, ai cũng ngại ngùng,
nhất là những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như tôi. Hiểu
được điều đó nhiều giáo sư tổ chức chơi game hoặc
tiệc chào hỏi để thân quen hơn. Sau đó các giáo sư
sẽ giới thiệu qua môn học và kết thúc sớm. Nhờ sự
nhiệt huyết của các giáo sư đã hấp dẫn tôi vào những
bài giảng, tôi hoàn toàn bị thu hút vào những tri thức
đó. Mặc dù tôi nghe không hiểu hết nhưng tôi nghĩ
đó lại là lí do khiến tôi cảm thấy tò mò và thích thú
hơn.
Học sinh nào cũng có vài nỗi sợ chung. Nào là bài
tập, nào là thi cử. Bây giờ quen rồi, chứ nhớ lại kì
đầu, trước những đợt thi. Đâu đâu cũng thấy học,
từng nhóm tụm năm tụm bảy chật kín cả thư viện với
những chồng sách dày cộp. Váy vóc, thời trang sành
điệu và rực rỡ hàng ngày cũng khó thấy, thay vào đó
là đồng phục gồm khẩu trang, mũ, quần áo thể thao

được lên ngôi.
Không còn phải ghen tỵ với sinh viên ở Việt Nam,
chúng tôi cũng đượ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ừ việc họp để thiết kế đồng phục hoành
tráng, lên kế hoạch rồi tổ chức hoạt động như: giúp
đỡ người khuyết tật, đi tuần tra an ninh,… Thời tiết
dù nóng, mệt nhưng ai ai cũng rạng rỡ trên môi nụ
cười hạnh phúc. Thật sâu lắng và ý nghĩa biết bao!
Cả một học kì tôi không thể đếm được hết các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của nhà trường, đặc biệt là trung
tâm hỗ trợ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tổ chức để giúp
đỡ những du học sinh như tôi có thể hòa nhập với
cuộc sống của Hàn Quốc. Từ những chương trình
đó, được kết bạn được vui chơi,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tình yêu, sự giúp đỡ. Những hình ảnh đó nối tiếp
nhau hiện ra khiến lòng tôi cảm thấy ấm áp đến lạ kì.

Reng! Reng!Reng! 

Chuông báo thức vang lên, tôi giật mình tỉnh dậy, hóa
ra đó là một giấc mơ. “Thật vất vả khi phải dậy sớm,
hay nằm thêm chút nữa nhỉ?” Vội gạt phăng ý nghĩ
đó, tôi nhanh chóng chuẩn bị để đến trường, trên
đường đi tôi không ngừng suy nghĩ về những hình
ảnh từ giấc mơ ban nãy. Đó thực sự là một cuốn
băng không theo trình tự nhưng lại ghi chép một cách
đầy đủ cảm xúc, kí ức của tôi một cách sống động
và chân thực đến khó tin. Mỉm cười nhẹ …và cứ thế
tôi bước vào một kì học mới!

Tâm sự nhỏ của tôi

JEONJU UNIVERSITY

Nguyễn Thị Quyên- Khoa Quản trị kinh do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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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ike to start by considering the
analogy of a gas tank. A gas tank
is simply a container that holds the
gas needed by your car. You fill it
up at the gas station and then
slowly the level goes down as the
gas is used. When it gets close to
being empty, you fill the tank up
again. We sometimes get the idea
that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like a gas tank because we all have
times when we feel spiritually "low."
And there are times after an in-
spiring worship service, we fill en-
couraged, as if our tank has been
filled back up. But such an analogy
can be dangerous. Faith is not like
a gas tank that constantly needs
filling. And church is not a gas sta-
tion that merely exists to service
your Christianity. The original dis-
ciples made a similar mistake in
their thinking. They thought it was
possible and necessary to fill up
their faith tank. In Luke 17:5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They felt if they could
have more faith, they could be bet-
ter disciples. We often look at our
life and we are not pleased at what
we see. So, we say to ourselves, "If
only I had more faith. Then I could
be better." And we might say to God
the same thing the disciples said,
“Increase my faith!” Previously in
Luke's account, Jesus had given the
parable of Lazarus and the rich
man. The parable teaches that we
need to have sincere compassion for
all people. Now, in verse 1 of chap-
ter 17, Jesus continues to talk
about the great responsibility we
have as disciples. In Luke 17:1-2
Christ is warning us about the se-
riousness of sin. We ar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and our words. Here
Jesus reminds us of two things: We
need to be accountable to each
other. And we need to be forgiving.
Grace and Mercy are the hallmarks
of Christianity. Jesus is giving
some pretty heavy teaching and
now the disciples feel the weight of
all of this on their shoulders. In
verse 5,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It's as if
they are saying, "We're not able to
do all of this. You didn't give us
enough faith and we are afraid to
fail." Then in verse 6 it says, “He
replie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ill
obey you.” I don't think this was the
answer the disciples were looking
for. Jesus answers almost in a sar-
castic way. If we look at the Greek

verb here, the sense of the original
language is that the disciples did
have faith. 
A better paraphrase might be,
"You do have faith. And even if it is
small, you can still do great things!"
In other words, "You already have
faith! You just aren't using it!" The
disciples didn't need to increase
their faith - they needed to in-
crease their faithfulness. There is a
big difference. Faith is a gift from
God and it never runs out. To ask
God to increase our faith is kind of
an insult. Faithfulness, on the other
hand, is our response to our faith.
It's what we do with our faith. And
that is up to us. Faithfulness is de-
fined as being loyal and obedient to
the person we put our trust in. We
put our faith in Jesus. We also have
to be faithful to him. When we ac-
cept Jesus as our Savior, we put our
faith in him. When we accept Jesus
as Lord, we put our faithfulness in
him. Jesus needs to be both our
Savior and Lord. It's not enough to
say, "Thanks Jesus for dying for
me. I’ll see you later." When we ac-
cept salvation, we die that day. We
are no longer who we were before.
At baptism, we are resurrected as
a new person and we no longer live
for ourselves. We have to say, "God.
Here I am. Use me as you wish."
And when we do that, we have to
be faithful. When God says, "Okay.
Here's what I want you to do," we
have to be faithful to do it. It's not
a matter of faith, it's a matter of
faithfulness. As humans, we like to
use excuses and we say things like,

"I'm not ready yet. I need to learn
more. I need God to give me more
faith." If you are a Christian, you
are ready to do whatever it is God
wants you to do. He's God. He
knows you. If you weren't ready, he
wouldn't have asked you. If you are
a Christian, you have the Holy
Spirit. You have the gift of faith. All
you need to do is be faithful. Faith-
fulness is merely part of our job
description. It's expected. A servant
is expected to serve. A Christian is
a servant and is expected to serve,
to be faithful. When we get the
feeling that something is not quite
right in our walk with God, it's not
that we lack faith. It's that we lack
faithfulness. There was once a
Christian celebration on the west
coast of Africa, when converted na-
tives brought their meager posses-
sions to show their devotion to
Christ. A young girl who recently
became a Christian brought a silver
coin and handed this to the mis-
sionary as her gift to show her de-
votion. The missionary was
astounded at the size of the offering
and hesitated to accept it. He deli-
cately asked for an explanation for
the lavish gift. She told him that
she had gone to a neighboring
planter and bound herself out to
him as a slave for the rest of her
life for this coin. She brought the
equivalent of her life and placed it
as a single gift to show her devotion
to Jesus. Jesus says,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Have you lost your life yet? Let’s
show our faith in our faithfulness

“Faith or Faithfulness” (Luke 17:1-10)

By Scott Radford

'Muscle memory' is a term we use
in English when we talk about
the ability to do complex physical
tasks that require a lot of coor-
dination. We develop muscle
memory by doing a task over and
over until we can do it almost
unconsciously. Put simply, the
more practice you get, the more
you improve. Allow me to illus-
trate with a few personal exam-
ples.
When I started learning guitar,

I remember watching my teacher
play a song, thinking that it was
impossible for me to play, and at
first, it was. I was so frustrated
the first few times I tried that I
honestly thought it was much too
advanced for my ability. After
practicing the new chord changes
over and over again though, I
eventually learned to play it all,
and I could do it without even
looking at the sheet music. 
I had a similar experience when

I started going to the rock-
climbing gym last year. At first,
my arms would get so tired as I
attempted to complete some of
the easiest courses, and certain
holds and grips were just too
hard to hang on to or balance my
weight. As time went by though,
each course became more famil-
iar to me, and each step became
easier, not because I was getting
stronger, but because I was
learning the course and my mus-
cle memory was developing. 
My third example is true for al-

most any computer or mobile
game. Over the summer holiday I
started playing PUBG mobile, and

it seemed so complicated my first
few times playing. I lost so many
times without making much
progress, but eventually the con-
trols became second nature, and
I finally got my first chicken din-
ner (that means I won). I still lose
often when I play, but I'm always
getting better with every game.
My point is that we develop

muscle memory in many different
areas for a variety of tasks that
may often seem impossible. For
those of you that struggle with
speaking English, this is part of
the problem. You need to develop
your speaking muscle memory.
Any language can seem too dif-
ficult at first because you aren't
used to using certain muscles in
your mouth. But the more you
practice and train your lips and
tongue to form the new sounds,
words, and phrases, it will get
much easier. 
Nobody learns to speak a lan-
guage by only studying grammar
and vocabulary. The only way to
really improve your speaking
ability is by actually speaking. So
if you really want to become a
better English speaker,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practice as
much as you
can. Trust me.
Doing so will
greatly improve
your English
muscle memory
along with your
speaking ability
and confidence. 

“Improve your English Muscle Memory”
The summer is over and we are all
back to school.  Most people like to
get in shape before summer, working
on their “beach body” as we say in
English.  However, once back at
school, we all have less time and
spare energy.  It can be hard to get
some exercise to keep your mind and
body in shape.  
When many people think about ex-
ercise, they envision gym member-
ships, training clothes, personal
trainers, and more.  This can make
exercise seem like a monumental
task.  However, it doesn’t have to be.
There are many ways students can
exercise without spending a lot of
money, or even a lot of time.
If you are crunched for time you
should consider doing some HIIT
workouts at home in your spare
time.  HIIT stands for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An effective HIIT
workout can burn calories, build lean
muscle, lose fat, improve heart
health, push your limits, and in-
crease efficiency.  The workouts can
be built to match your level of fit-
ness, everything from beginner to
advanced.
HIIT use interval times with a spe-
cific work-to-rest ratio.  A common
example is 30 seconds of exercise,
followed by a 15 second rest, followed
by the next exercise.  This repeats
until all the exercises are finished.
You can then repeat the cycle as
many times as you like.
HIIT grew in popularity several
years ago when an article in the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claimed that a 7 minute workout
using high intensity training would
promote a wide range of benefits for
a person.  Many people were quiet
excited about this because it made
getting into shape sound quick and

easy.  While working out about 7
minutes a day will not really help
you get into great shape,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rom this
research is that working out does
not need to take hours and hours of
your time.
The authors presented a basic
workout which can be done any-
where and only takes about 7 min-
utes.  It is a good starting point for
beginners and gives a good example
of a standard HIIT workout.  You do
as many of each exercise as you can
for 30 seconds, then rest for 10 sec-
onds.  The rest time is also used to
prepare for the next exercise.  There
are 12 exercises in total.  1. Jumping
jacks 2. Wall sit 3. Push-up 4. Ab-
dominal crunch 5. Step up onto chair
6. Squat 7. Triceps dip on chair 8.
Plank 9. High knees/running in
place 10. Lunge 11. Push-up with
rotation 12. Side plank.  Doing all
over these with rest takes about 7
minutes, and then you can repeat it
all as many times are you like.
You can find a wide variety of
workouts online, especially on
youtube.  Most don’t take a lot of
time to complete, however, if you
want to get into shape, you should
be repeating the circuits as much as
possible.
Remember that

HIIT workouts are
a great tool for
students who may
not have a lot of
time, money or
both.  You can go
online and find a
set of exercises
that are right for
you, make your
own workout, and
do it at home.

Staying or Getting in Shape

By Joel MacDougaldBy Daniel Kilduff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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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신ㆍ입학 수시모집

FIND YOUR DREAM AT JEONJU UNIVERSITY

나도 몰랐던 나의 가능성을 만나는 곳,
전주대학교에서 꿈과 기회를 찾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원서접수 2018. 9. 10.(월) 09:00 ~ 9. 14.(금) 18:00

1단계 
합격자발표

2018. 11. 2.(금) 17:00 예정 -

면접/
실기고사

일반학생전형: 
2018. 11. 23.(금) ~ 11. 24.(토) 예정

창업인재·고른기회대상자전형 : 
2018. 11. 17.(토) 10:00 예정

2018. 10. 20.(토) 10:00 예정
(해당 학과에 한함)

합격자
발표

일반학생·창업인재·고른기회대상자
전형 : 2018. 12. 7.(금) 17:00 예정

모든 전형 2018. 11. 2.(금)
17:00 예정

2018. 12. 7.(금)
17:00 예정

2018. 11. 2.(금)
17:00 예정기회균형선발전형: 

2018. 11. 2.(금) 17:00 예정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일반학생전형)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학습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 스스로 구성한 자발적 학습조직에서 교과과정과 연관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지원내용 스쿨구성현황  지원대상

 신청기간

● 특강, 워크숍, 온오프라인 외부교육 등 프로젝트를
해결을 위해 요청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 재료비, 관련행사 참관비 등 프로젝트 해결에 필요한
직접경비

● 사업 종료 시 운영되는 결과물 발표회 준비를 위한
직접경비(시제품 제작비 등)

● 스콜 별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HATCH 공간 및
기자재 지원

● 3~5인으로 이루어진 LINC+참여학과(36개학과) 재학생

2018. 9. 21.(금) 까지

● LINC+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ideahj@jj.ac.kr)
또는 방문제출(HATCH Station 2층)

 신청방법

School 분야 주요내용 및 구성

3D모델링 3D모델링, 3D프린팅, 시제품제작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초, 데이터 시각화

사물인터넷 센서 어플리케이션, loT프로그래밍

드론 드론 운영 및 드론 프로그래밍

코딩 프로그래밍 기초 및 개발 프로젝트

혼합현실 가상·증강·홀로그램 등 혼합현실기술

문의: LINC+사업단 4IR교육혁신센터 담당 정현진 063)220-2989

1. 사업명: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2. 활동 기간: 2018. 10. 09. (화) ~ 01. 18. (금)
3. 봉사 대상: 팀 별 자율 선정
4. 활동 내용: 전공 관련 봉사활동
5. 지원 금액: 1,000,000원
6.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18. 9. 3.(월) ~ 28.(금) 오후18:00까지
● 모집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 모집규모 : 10팀(재학생 최소 10명 이상~최대 30명 이내)

- 1과 1팀 선정

● 면접심사 : 2018 .10. 4.(목). 오후 18:00 개별연락 및 문자공지

● 결과발표 : 2018. 10. 5.(금). 오후 18:00 개별연락 및 문자공지

● 신청방법 : 전주대 홈페이지(공지사항 - 일반)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제출

● 접 수 처 : 사회봉사센터(스타센터 239호) 방문제출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참여자 특전
● 학점인정(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1학점)
● 1365 자원봉사포털 32시간 인정 등록
● 팀 별 활동비 지급

8. 의무사항
●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교육, 팀장 모임(1회)
● 최종 평가회, 수료식 참석(봉사단 전원)
● 결과보고서 및 평가회 발표 PPT, 사진자료 제출

문의 사항: 사회봉사센터 (220-4710,4708)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수퍼 루키(Super Rookie) 장학제도
수퍼 루키(Super Rookie)는 ‘실력 있고 잠재력 있는 촉망받는 신예, 인재’ 라는 
의미로 대학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수퍼 루키 신입사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를 표현한 명칭. 
자격증 취득활동을 별도 관리하여 취득한 자격증의 월별 접수 및 월별 즉시적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활동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취업역량을 
극대화시키고자 함. (※ 수퍼 루키 프로그램의 포인트 명칭은 SRP)

- 장학금 지급 대상: 취득한 자격증 원본 제출, 2018. 7. 1.일자 후 취득한 자격
증을 제출하는 자(단,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월별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장학금 지급 방법: 개인통장 지급

■ 문의·신청 : 각단과대학 CA상담실

■ 자격증 신청 절차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증 CA실 제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장학금 지급요청장학금 지급

단과대학
학사지도사 (CA)

학생지원실
단과대학

학사지도사 (CA)

단과대학
학사지도사 (CA)

학생학생

자격증 접수 & 
장학금 지급 결정

장학금 지급 명단 취합
(매월 말)

글쓰기 클리닉 안내

● 접수기간 : 9/20~11/30
● 접수장소 :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 

(☎. 063-220-2603)

● 상담기간 : 10/10~12/28
● 상담장소 : 학생회관 319호

(신문방송국 내 글쓰기 클리닉 센터)

● 상담 방법 : 학생 1인당 3회 
(대면 상담 2회, E-mail 상담 1회)

● 지도 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포트 및 논문 
- 예술문(시,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 기획서 및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