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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我獨尊(유아독존)

분리수거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은
11월 셋째 주를 ‘산학협력 주간’으로 정하
고, 5가지의 행사를 진행했다. HATCH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이 15일(목) 공학2
관 HATCH Station에서 진행했다. 그리

고 학생회관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
회, 현장실습수기공모전, 창업동아리경진
대회 전시가 있었다. 
16일(금) 오후3시에는 하림미션홀에서

는 ‘산·학·연·관 협력 워크숍(JJ
Techno Festa)’가 있었다. 17일(토) 온
누리홀에서는 2018 TRIZ 전국경진대회
가 진행됐다. 같은 날 전주대 체육관에서
는 2018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이 있
었다. 
이번 산학협력 주간 행사는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전북지역 일
반인 및 대학생, 전국 각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큰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전주대 LINC+사업단은 2004년

부터 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을 선도해오면서 산학
연관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산·학·연·관 협력 워크숍을 진행
해 오고 있다. 

김하선 기자(haseon6317@jj.ac.kr)

지난 11월 13일 한국어문학과 임철호 교
수와 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이대현 이사장
이 한국어문학과 발전을 위해 학과 발전기
금 및 장학금 1,6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
혔다.
이번에 1,000만원을 기탁한 임철호 교

수는 81년에 전주대 교수로 임용된 후 열
정적으로 38년 동안 교직에서 학생들을
몸과 마음으로 가르쳤다. 내년 2월, 퇴직을
앞두면서 학교와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에
발전기금까지 내놓게 된 것이다.
또, 600만원을 기탁한 역락문화복지교

육재단 이대현 이사장은 출판업계에서 종
사하면서 전주대 한국어문학과와 연이 닿
아 몇 번의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주대 학
생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발전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 
한국어문학과 임철호 교수는 “교직을 떠

나서 섭섭하고 아쉽지만, 떠난 뒤에도 학교
와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생
각하다가 기부하게 됐다.”, “학교와 학과 그
리고 학생들을 위해 잘 써달라.”고 전했다.
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이대현 이사장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주대학교에 기
부하게 됐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전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학금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대현 이사장은 역락복지문화재단을 통

해 지역주민과 학생의 문화, 복지, 교육 활
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
다. 
이호인 총장은 “학교에 대한 두 분의 남

다른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부해
주신 귀중한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학과와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
다.”고 전했다.

2018 JJ 산학협력 주간

한국어문학과 임철호 교수·역락문화복지재단, 발전기금 16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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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5가지 행사 성황리에 마쳐

한국어문학과 발전 및 장학금 위해 , 퇴직 앞두고 학교사랑 기부

▲ <올해의 사진> ‘천잠관 가는 길’ 박영은(경배와찬양학과 4학년)의 작품 

2019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출 일정
▶후보 등록 기간 : 2018.11.09(금)~11.16(금)
▶선거 유세 기간 : 2018.11.26.(월)~12.03(월)
▶JEBS교육방송국 공개 공청회 : 

2018.11.28.(수) 저녁6시 예정
▶투표 및 개표일 : 2018.12.04.(화) 오전9시~오후6시
▶대학신문 ‘당선자 소감’ 

대학신문 제886호 발간일 : 2018.12.06.(목)

태태고고부부터터  
간간직직되되었었던던  임임의의  그그  
고고운운  기기운운을을
새새벽벽닭닭  울울던던  날날
팽팽개개쳐쳐왔왔소소이이다다..

세세상상  전전부부터터
비비밀밀스스러러운운  임임의의  그그
장장엄엄한한  빛빛을을
계계산산속속에에서서
잊잊고고  살살아아  왔왔더더이이다다..

그그  후후
풍풍상상일일광광으으로로  
감감싸싸  오오던던  어어느느  날날
높높은은  산산  맑맑은은  물물로로
적적시시더더니니

이이제제야야  임임이이  
주주인인임임을을
맛맛보보았았소소이이다다..

임임의의  그그  곱곱고고
숭숭엄엄한한  향향기기
시시공공을을  넘넘어어
유유유유히히
흐흐르르리리라라..

박박동동석석  명명예예교교수수
((경경찰찰학학과과))

태고부터 
간직되었던 임의 그 
고운 기운을
새벽닭 울던 날
팽개쳐왔소이다.

세상 전부터
비밀스러운 임의 그
장엄한 빛을
계산속에서
잊고 살아 왔더이다.

그 후
풍상일광으로 
감싸 오던 어느 날
높은 산 맑은 물로
적시더니

이제야 임이 
주인임을
맛보았소이다.

임의 그 곱고
숭엄한 향기
시공을 넘어
유유히
흐르리라.

박동석 명예교수
(경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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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하림-네덜란드, ‘농생명 전문가 육성’ 합의

전주대 LINC+사업단(주송 단
장)은 지난 5일 익산에 위치한
㈜하림본사에서 전주대 LINC+
사업단, ㈜하림, 네덜란드
AERES그룹, 세 기관이 국제
가금전문가교육센터(IPEC) 설
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 7일 밝혔다.
세 기관은 2016년부터 양계

교육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
을 해왔고 그 결실로 이번 협약
과 함께 국제가금전문가교육센
터를 설립하게 됐다. 그동안 전
주대 학생들과 ㈜하림 직원을 대
상으로 진행해 온 네덜란드 선진
기술교육을 보다 더 확장하고 체
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네덜란드 농림

부 마르조린 소네마 차관, 주한
네덜란드 로디 엠브렛 대사, 와
게닝겐대학 아르요 국제협력담
당관,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
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네덜란드 농림부 소네마 차관
은 “2016년부터 집중해온 네덜
란드-하림-전주대학교의 협력
관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
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연계 기술
혁신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
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네마 차관은 네덜란

드의 와게닝겐 대학, AERES
그룹(PTC+)과 한국의 국립축산
과학원, 농촌진흥청, 전주대가
연계한 협력 모델은 두 국가의
기업-대학-정부가 함께하는 세
계적 산관학 협력 모델의 좋은
예시가 된다고 평가했다.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전주대는 농생명ICT 융합전공,
하림 산학연계전공 등 고도화 전
문화 되고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
을 위하여 수퍼스타칼리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였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 단장은 “하림 그룹과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네덜란드
실무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투
-트랙 과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
한 기대를 표현했다. 
전주대는 와게닝겐 대학과 협

력을 통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기초-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네
덜란드 AERES(PTC+) 그룹과
의 협력을 통해 실무교육 프로그
램 도입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농생명 분야 교육 과정을 발전시
켜 나가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아르요 로터스 국제협력담당은
7일 전주대를 방문하여 지난 3
월 컨설팅했던 바이오기능성식
품학과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등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산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추계 학술 포럼 개최

교육대학원(원장 왕석순)에서는 지
난 13일, 전주대 연구동 8층 세미
나실에서 “ 전북교육의 현재와 미
래”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포럼을 개
최하였다.
이번 추계학술 포럼에서는 전라북

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연사로
초청하여 주제 발표와 원생들의 전
북교육의 현안에 대한 질의와 토의
의 장이 열렸다. 
이날 추계학술포럼은 2015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교육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전북의 혁신학교의
특성과, 삶과 배움이 하나가 되는
‘참학력’의 개념을 김승환 교육감으
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였으며, 이와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가 있
었다.  
학술포럼에 참여한 석사과정 학생

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들이 논의되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학생들

이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에 적
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한 도구
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겠다.”라고 말
했다. 
전주대 교육대학원은 교육이념인

전문 학술의 이론연구와 적응 능력
함양과 지도자적 인격도야, 국가발
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함을 연마하
기 위하여 본교 교시인 진리, 평화,
자유의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고 교과교육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심오하게 연구교육 하여 효율
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1994
년 10월에 설립하여, 그동안 설립
이후 교육학석사 2,000여명을 배
출하였으며 석사학위과정으로 현재
는 13개 전공에 300여명의 원생
이 학문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2019학년도 신입원생을 11월12
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모집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가 학교에 바라는 것들

국제가금전문가 교육센터(IPEC) 개설에 합의 

가금 전문가 육성에 박차 ‘동유럽 국제교류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방문

평생교육원, ‘젊다, 나는 살아있다’ 한마당 축제 성료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은 지난 10
일, 전주대 희망홀에서 ‘젊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한마당 축
제를 개최하였다.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는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학업의 문에 다시
들어선 성인 학습자들이 1년 동안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평생교육원생들은 라인댄스
와 음악, 시낭송, 난타 등 각자의
숨은 끼와 열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마음껏 뽐냈다. O Sole mio(오,
나의태양)와 Nella Fantasia(넬
라판타지아) 성악 등 수준 높은 공

연도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드립커피, 지문인적성
검사, 마술부스 등 다양한 부대시
설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발걸음
을 사로잡았다. 
올해로 4회째로 접어드는 전주대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는 매년
5,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는 JJ호스트패밀리 데
이 행사가 같이 진행되어 우리 대
학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과 지역
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
고 글로벌시티즌십 향상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혔다.
이날 양병선 부총장은 “그간의 노
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멋진 공
연을 통해 우리의 배움이 향상되
고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확
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
이 하나기 되고 지역민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문화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매년 5천여 명의 지역주민 참여

전주대,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과 

업무협약, 유학설명회 개최

국제교류원(원장 류인평)은 북방
외교의 한 축인 동유럽, 우크라
이나 지역의 국제교육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31일부
터 이달 5일까지 4박6일의 일
정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
을 방문하였다. 
전주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
국어의 붐 조성의 여건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했
다. 전주대는 우크라이나 한국교
육원과 연계하여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키예프 지역에
서 전북지역 3개 대학과 함께 한
국 유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휴일이 포함된 일정임에도 불구
하고 100여 명이 넘는 우크라이
나 학생들이 찾아와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갈 만큼 호응
이 높았다.
또한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현지
주요 대학들과 우수 유학자원 유
치, 국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학 학생
들 간 교환학생 교류 및 인턴십
배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세
미나 및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
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가 재정난
으로 인해 외국의 선진교육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으
며, 교사 성비 불균형과 교사의
부업이 만연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주대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지
만 공부에 열의가 높은 우크라이
나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 고급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에
유학생을 유치하여 우크라이나
교육과정 전반을 쇄신하는 목표
를 가지고 있다.
국제교류원 류인평 원장은 “아시
아 유학생이 주를 이루는 현 시
점에서 유럽 학생들의 유입은 우
리 전주대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인재 양성
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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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스타센터 3층 전시관에서 제 36

대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가 열렸다.

‘꽃이 만발하여 아름답게 피다’의 뜻을 지닌

‘백화요란’을 주제로 8일에서 15일까지 진

행이 되었다. 26명의 학생들이 2인 1조로

작품을 구상했다. 특별히 8일 오후 6시에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학생

들의 졸업을 축하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는 발걸음을 응원했다.

영화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구상한 4학년

신유진, 이채민 학생은 “우리는 남들과는 차

별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영

화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 우리의 작품은

시네마 닷(Cinema Dot)인데 Dot은 점,

마침표,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의 뜻이

있는 것과 점들이 모여 선과 면을 이루는 모

든 걸 함축적으로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

며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제작했

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졸업 소감도 덧붙였다.

이날 졸업 전시회에는 학생들의 4년간을

담은 결실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고 많은 사

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 넘쳤다.

신청우 지도교수는 “이번 졸업전시회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교수님들한테 칭

찬을 많이 들어 매우 뿌듯했다. 현재 사회

여건이 좋지 않아 학생들이 잘 버틸 수 있

을지 걱정되지만 2-3년 경력을 쌓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

까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버

텼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의 말도 아

끼지 않았다.

문주희 기자(wngml16@jj.ac.kr)

4년의 결실을 맺은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아름답고 단단한 꽃들,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다

지난 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

는 2018 산학협력EXPO 개막식 행사 중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VVIP 대상 오찬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산학협

력 반상”이 제공되어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유명 셰프의 요리가 아닌 전주대 학생들의 요

리가 오찬에 올라 이번 산학협력 행사에 의미

를 더했다. 오찬인 만큼 든든하면서도 곧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안한 식단을 선택했다. 그

러면서도 전국 8도의 식자재와 그 특징을 한상

에 담아냈다. 곤드레나물밥과, 기장미역국, 너

비아니구이, 삼색전, 들깨 무나물 등이 제공되

었으며, 오찬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이 입을 모

아 맛과 담음새를 호평했다.

특히, 이번 산학협력 EXPO에서 전주대

LINC+사업단 R&D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되

고 있는 비빔밥초코파이를 출품한 전주제과가

‘우수가족기업’에 선정되는 등 그 동안의 성과

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호평
전국 8도의 식자재와 그 특징을 한상에

우리대학 대학일자리센터와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 산학관커플링사

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인문·사회학도를

위한 진로·취업 Festival’이 지난 11월

14일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올해로 4회째 진행했으며, 전

주대 재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을 포함해 1

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꿈을 만나는 나의

첫 스케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

에서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입

사지원서 컨설팅, 면접 메이크업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 일자리센터의 최진실

은 (영문과 3) “행사를 참여해 진행할 수 있

어 뜻깊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인

문, 사회학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목

표를 설정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 찾아온 박효진

학생은 “학교에서 이 행사의 정보를 얻었고,

취업의 많은 종류와 다양한 길에 대해 알아

향후 목표를 빠르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인

문사회계열 청년들이 꿈을 만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

다. 앞으로도 전주대학교는 우리 지역 청년

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7년에 고용노동부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제 4회 인문·사회학 진로·취업 Festival 개최
도내 고교생 포함 1천여 명 참여

“인문사회계열에서 꿈과 희망 품기를”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연말 시상식

날씨는 추워지고...
올해도 이젠
한 달 밖에 안 남았네

한식조리학과,

2018 산학협력 EXPO VVIP 공식오찬

제호야,

완전 좋아하는 배우인데!
선정될 줄 알았다니깐~

연말에 하는 
연기대상 시상식에
오른 배우들좀 봐

오... 연말이 오니까
이런것도 하는 구나?

아! 그럼 우리도 올해 가장
좋았던 걸 써볼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사람이든 사건이든!

재밌겠는데?
하자하자!

뭐야...왜 그렇게
쳐다봐...?

잠시후

장애를 극복하고
교양체육 수업에 임하는 김준성 학우

김준성 학우(스마트미디어

2)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

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

그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

만 그는 전주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 ‘웨이트 트레

이닝과 생활 건강’이라는 생

활체육 교양 강의를 듣고 있

다. 이 수업은 생활체육학과

홍성택 교수의 교양 강의이

며 순영관 피트니스센터에

서 이론, 실습,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김준성 학우는 “수업을 들으면서 불편

한 점은 없고 운동하는 것이 재밌다”고

했다. 김준성 학우 어머니는 “남들이 봤

을 때 학교를 다니기에 부족한 점이 있

지만 “수업 전에 시간을 들여 인터넷 검

색도 하고 자료를 찾으며 노력하는 모

습이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한다.”고 했

다. 더불어 “미션스쿨인 전주대학교에

서 준성이가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꿈

과 희망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학과 교

수님과 학생들에게도 감사하고 장애인

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고 전했다.

홍성택 교수는 “김준성 학생이 수강신

청을 했을 때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이 되었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의지

가 강해서 도와주고 싶었다.” 김준성 학

우에게는 활동 보조 도우미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 했고, 편안한 무

게로 운동 하며 반복 횟수를 높이는 운

동법으로 처방하는 등 다른 학우들과

방식을 다르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 학생이 이 과목을 좋아며 적극적으

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도 빠지

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다른 학생들도 어려

운 상황에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보며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다미 기자(dlekal0327@jj.ac.kr)

올해의 친구

<제인>

내년에도

느~끼느~끼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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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추수감사예배가 지난 11월 14일
대학교회에서 진행됐다. ‘추수감사절’이란
감사절(Thanksgiving Day)이라고 불리
는 기독교의 절기이다. 이번 추수감사예배
에는 특별히 김관호 전도사를 초청하여 음
악 토크 콘서트를 했다. 김관호 전도사는
함께하는 사랑밭(NGO 단체) 홍보대사, 위
드맘(한 부모 가족)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
하며 국내와 해외에서 음악 작곡 및 편곡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
국, 말레이시아 등에 가서 찬양 콘서트로
사역하고 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서로를 축복하는 시

간을 가진 후 한병수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
다. 기도는 서화자 교수(교수선교회장)가
맡았다. 김관호 전도사는 사랑 씨앗, 여정,
이룰 수 없는 꿈 등을 부르며 절망인 시절

이 감사가 되고 삶이
위로가 되었다는 간증
을 하여 마음을 따뜻하
게 했다. 간증이란 자
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
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말한다. 
음악 토크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추운 겨

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국제 학생들에게
장갑을 선물하는데 쓰일 특별 헌금을 전달
이 있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학부
및 대학원생 16명에게 장학금 562만 원
을 지급하였다. 
예배 후에는 대학교회 잔디밭에서 가든파

티를 열었다.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소
시지와 핫도그, 감, 귤, 떡 등을 먹으며 파

티를 즐겼다. 소시지를 굽는 교수와 교직원
의 미소가 가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박두리 선교지원실장은 이번 음악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음악으로 영적인 부분을 나
눌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다미 기자(dlekal0327@jj.ac.kr)

음악 토크 콘서트와 가든파티

감사함을 전하고 음악을 전하다

처음 유학생 한국어 지도
사회봉사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내가 공부하
는 학과가 교육학과라서,
교수·학습 활동에는 자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꿈꾸는 사
범대학 학생으로서 내가
교사가 된다면 다문화 학
생과 어떻게 소통하고 정
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시작하였다. 
내가 담당한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 안은첨이

었다. 나이는 19세이고,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모르는 학생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글생글
웃는 미소와 친절한 태도가 나에게는 좋은 인
상과 설렘을 주었다.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을
세울 때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
아야 하는 문화나 표현, 상황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첫 수업을 할 때도 많이 긴
장하고 걱정도 했다. 하지만 서툰 나의 한국어
지도를 잘 들어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더 열심히 가
르쳐서 안은첨이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후 수업은 유학생을 위한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추가로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게 되
는 상황에 대해 역할극으로 공부하여, 더 재밌
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예를 들
어 택시를 탈 때, 내가 택시 기사가 되고, 안은
첨 학생이 손님이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 과
정에서 유학생이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는
상황에 대해 연습하였다. 그 외에도 식당, 병
원, 영화관, 배달음식 주문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당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말하는데 용기를 갖게 하고, 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교

정해주었고, 한글 중에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전과 인터넷 사진을 검
색하여 알아보는 방식으로 이해를 도모하였다.
문장을 직접 만들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
의 의사 표현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연습했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

수자와 학습자의 정서적 유대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비전에 관해 설
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것을 통해 서로의 꿈
과 생각을 보다 깊게 알고 친밀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 학습 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전주의 유명한 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
기 위해 유학생과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옥
마을로 갔다. 마침 전동성당에서 결혼식을 하
고 있었다. 친구들은 한국 결혼식 문화를 직접
보고 신기해했다. 그리고 한옥마을과 전주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
에 갔다. 그곳에서 옛날 전주 지역의 모습과 한
옥마을 형성과정을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부분
에 있어 유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모
습에 뿌듯했다. 모든 학습활동이 끝나고 친구
들과 함께 베테랑 칼국수 집에 가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었다. 한국 음식이라 입에 맞지 않을
까 걱정했었는데, 모두 배가 고팠는지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지막 헤어질 때는 함께 하면서 많은 정이

들었는지 무척 아쉬웠다. 유학생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다. 처음에는 유학생을 위해 봉사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더 많
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았다. 대화는 잘 통하지
않지만, 유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알
려주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 타국에서 열심
히 공부하는 유학생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을 하는 방법을 깨우쳤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내게 많은 희망
과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준 봉사활동

11월 추수감사 교직원 예배 [유학생 한국어 지도 사회봉사 후기]

▲김은성(한문교육과 3)

행복한 인생을 위한 힐링 에세이

지난 12일(월) 오후 7시 전주대학교 글로
벌 리더스 최고위 과정으로 JJ아트홀에서
장경동 목사 특별 강연이 열렸다. 침례신
학 대학교 겸임 교수, 대전중문교회 담임
을 맡고 있는 장경동 목사는 ‘행복한 인생
을 위한 힐링 에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목사는 중문복지재단 이사장, 정지선

지키기 운동본부 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
동 중이며 MBN 속풀이쇼 동치미 외 다수
의 방송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느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
를 시작으로 “행복한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나이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마음 먹

기에 달려있다”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나
누었다. 
전주대학교 글로벌리더스 최고위과정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돼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첨단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휴먼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김하선 기자(haseon6317@jj.ac.kr)

장경동 목사 초청 강연

일 시 설 교 자

11월 22일(목) 이청근 목사

11월 29일(목) 정용비 목사

12월 06일(목) 한병수 목사

■ 일 시: 12월 12일(수), 11:00, 대학교회

♥12월 교직원 예배♥

♥목요아침 기도회♥

우리 대학 선교지원실은 매 학기 마다 채
플과 기독교문화 수업, 교직원 예배를 통
하여 라면을 기부를 해왔다. 2017년도 2
학기에는 2,760개, 2018년도 1학기에
는 3,252개의 라면을 기부하였다. 이번

학기에도 라면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완산구청과 함께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대학교에서 라
면을 모아 기부하면 완산구청은 결식아동,
홀로계시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완산
구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선교지원실은 12월 14일까지 라면 기부

를 받고 있다. 기독교문화 수업과 채플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 및 교직원들은 많

은 기부를 하고 있다. 라면 기부를 희망하
는 학생은 선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
다.(063-220-3148)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섬김

우리 대학은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감
사패’를, 사회봉사센터 김광혁 센터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표창을 수
상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13주년 기
념 전북지사 연차대회에서 2018년도
적십자 후원회원 모집에 기여하고 나눔
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
은 것이다. 
우리 대학은 2015년 3월 대한적십자

사 전북지사와 나눔과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사
회봉사인증제 도입, 자원봉사활동 활성
화, 기부문화 확산, 생명나눔 실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재학생들은 전주대와 대한
적십자사 공동으로 사회봉사인증제를 도
입한 헌혈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인증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생

활 중 나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인성, 경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해 도입한 자율
참여 나눔인증제도다. 
사회봉사센터 김광혁 센터장은 “앞으

로 잠재적인 봉사자 양성 및 나눔과 봉
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헌
혈봉사를 비롯한 학생 사회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나눔과 사회공헌’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수상

김광혁 센터장, 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상 수상

사회봉사인증제, 재학생 나눔 봉사문화 확산 공로 인정받아

라면 한 봉지로 실천하는 사랑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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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질·대기오염 분석으로 
알아본 자연과 공존하는 법

최근 일회용컵 규제와, 초미세먼지, 태양광 폐패널 매립 등 다양한 환경적 이슈들을 접하며 ‘인간이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환경을 파괴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금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찰을 하게 됐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환경 특집을 준비
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행동들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가축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지구온난화

바쁜 현대인들은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축산업도 발전하면서 소와 돼지의 방귀
와 트림,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23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내
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지구의 온도를 점차 상승시키고 빙하가 녹아내려 지구의 전체적인 해수면
이 상승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침수가 계속 나타나고 토지의 염분수치도 높아져
이주민이 늘고 있다. 미국은 가축의 사료로 옥수수 대신 콩이나 아마 씨 등을 사용
해 메탄을 18%줄였고, 프랑스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사료에 섞어 가축의 소화를
도와 메탄을 줄이고 있다. 또 덴마크에서는 축산농가에 ‘방귀세’를 추진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중국 중공업은 서로 경쟁사가 많아 과잉생산을 하고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
지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
망할 수도 있다. 중국 발 미세먼지로 국제소송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 오기도 했지만 연구결과 중국만의 문제 아니라는 것을 밝
혀 지고 있다.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냈지만 실속 없는 방안이
국민을 답답하게만 만들 뿐이다. 외출할 때 반드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가용 보다는 대
중교통을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줄여야 한다.

태양광 폐패널 매립으로 인한 토지오염

친환경에너지로 국가 지원을 받는 태양광은 2004년 국내에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폐기처리시의 문제
다. 국내에서는 사후처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다. 25년의 평
균 보증기간을 가진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끝나는 2030년 폐패널이 1,900톤,
2040년에는 8만5,000톤을 넘어설 전망이며, 매립시에는 유해 중금속으로 엄
청난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환경단체 환경진보(EP)는 “태양광 패
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
고 밝혔다. 이런 흐름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0월 4일 ‘폐기물관리법’을 입법 예
고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제도와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야 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으로 인한 수질오염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환류를 따라 우리나라 면적의 14배가 넘는 플라스틱 섬을 만들
기까지 했다.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 페트병, 버려진 부표, 어망
등은 오랜 시간 해류와 태양 자외선에 마모되어 지름 5mm 이
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과 세안제, 그
리고 스크럽제를 통해서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상위 포
식자, 즉 인간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공기 중에 섞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 오염물질이 흡착된 플라스틱은 단백질이나 DNA
세포들을 해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 제품 제작을 금
지하고, 텀블러컵, 에코백을 사용하듯 ‘나’의 사소한 실천으로 인
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푸른 지구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기 자 평

진다은(wlsekdms1@jj.ac.kr)
인간의 편의와 욕심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고 또다시 그
피해가 인간에게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환경을 지
키기위해 해왔던 일들이 또다시 환경을 오염시켜 피해가
온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되어 놀라웠다.

배종모(1ockerz@jj.ac.kr)
매일을 살아가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공해를 일
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 환경을 보존해야한다곤 생각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서 오염이 일어나며 그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

다. 또한 2019년의 트렌드 중 하나도 ‘필환경’이라고 하
니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살기위해서라도 환경
과 함께 공존해야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
었다. 매순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한 알의 씨앗인지, 언
제라도 던져버릴 쓰레기인지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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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1.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
2.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가수. 유명한 대표곡 ‘Youth’
3. 가정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의 용어
4. 일본의 캐릭터 개발회사인 San-X에서 2003년 개발한 
곰인형 캐릭터.

5. 연금술사 형제들이 현자의 돌을 찾아 떠나는 일대기를 
그린 일본 애니메이션.

6. 영국 출생 여행작가 토니 휠러가 시작한 여행안내서
7. 헤비급 UFC선수. 최초로 연속 3차 방어에 성공. 

미오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8. 일본 창세신화의 주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났다고 함. 

나루토에서 나오는 사스케의 기술이름이기도 함.

세 로
1. 스마일게이트사에서 만든 국산 RPG게임. 대기열이 꽤 길다.
2. 제 4의 물질. 강력한 전기장 또는 열원으로 가열되어 

기체상태를 뛰어넘은 상태.
3.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국제음악 콩쿠르, 0000000000.

4. 국내밴드 산울림의 대표적인 곡. 훗날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하고 산울림 리더 김창완 씨가 피쳐링을 했다.

5.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의 
핵심 사상가 중 한 명.

6.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컴퓨터과학자.
7. 중국의 가수 겸 인터넷방송인. 고양이 송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8. 인터넷 기술과 통신규약을 이용하여 조직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가로세로 낱말퀴즈  “피부 당기는데, 올리브영 1만원권으로 스킨~어때?”

축하드립니다! [884호 퀴즈 선착순 5인 中 정답자]

1. 김은진(중등특수교육과)       2. 김창기(금융보험학과)
3. 염현경(상담심리학과)         4. 곽세림(경찰학과)
5. 문혜선(상담심리학과)     

*알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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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1. 1. 6. 6.

2.

7.

7.

3.

3. 2.

8.

5.

4. 8.

5.

4.

지난

884호

퀴즈 

정답

가로 세로
1. 이터널선샤인 1. 폼페이오
2. 더닝크루거효과 2. 샤인머스켓
3. 미퍼스트운동 3. 루이암스트롱
4. 가브리엘레예스 4. 레토릭
5. 노모포비아 5. 구글어시스턴트
6. 오버마인드 6. 주화입마
7. 존파이퍼 7. 싫존주의
8. 아미타불 8. 화이트불편러

지난 11월13일(화)~15일(목)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자들의 졸업연주회가 있었다.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이번 졸업연
주회에서 학생들은 4년 동안 준비한 기량
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학부모님과 친
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올해 졸업 예정
인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피아노전공 4학년 김주연, 안은선,
구다현, 김홍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 공연 작품 소개와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주연 : 졸업 연주회 곡은 F.Liszt의
Faust waltz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졸업연주회 곡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은선 :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곡인
R.Schumann, F.L.iszt의 Widmmug
S.566과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F.L.iszt의  Faschingsschwank Aus
Wien Op.26을 연주했습니다.

구다현 : 제가 이번에 연주한 곡인
F.Liszt의 Venezia Napoli No.3
Tarantella라는 곡인데요, 리스트가 베

네치아에서 작곡한 3곡 중 3번째 곡으로
발랄하기도 하고, 테크닉한 부분도 있어
서 졸업연주에 적합해서 선택했습니다.

김홍지 : 제 곡은 쇼팽의 5가지 론도 중에
서 마지막으로 작곡된 op.16인데요 이
곡은 원래 유명하지 않아 졸업 연주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곡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곡을 해보고 싶고, 쇼팽의 마지막 론도이
기 때문에 화려한 기교가 있으므로 이 곡
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나에게 피아노란?
김주연 : 저음악을 전공하신 아버지의 영
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악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피아노
에 큰 매력을 느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피아노와 함께했습니다. 그래
서 저는 피아노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은선 : 저에게 피아노는 때어놓을 수 없
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렸
을 때부터 피아노랑 같이 생활을 하며 성
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아노를 하나
의 물건이자 악기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저에게 피아노는 희로애락을 같이 보낸
한 명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구다현 : 저에게 피아노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계속해
오고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함께할 동반자이자 살아갈 삶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홍지 : 7살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
작해서, 지금까지 피아노와 함께 했습니
다.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저에
게 피아노는 소꿉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입
니다.

▶ 이번 공연에 찾아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연 : 평일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분들
이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졸업 연주회에서 좋은 연주로 보답해드리
겠습니다.

안은선 :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와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격려
해 주신 우리 가족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구다현 : 졸업 연주회를 맞이하기까지 4년
동안 준비한 피아노 공연을  관람해 주셔
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지라도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홍지 : 관객들에게 더 좋은 연주를 들려
드리고자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었던 졸업 연주회에 멀리서도 찾
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매 공연 때마다 봐
주신 가족, 친구, 지인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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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잠벌에 울려퍼진 피아노 선율

우리 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음악학과가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오후 7
시 30분부터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클래식 콘서

트로 300여 년 전, 작곡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
팽 등 천재 음악가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이정욱 교
수가 음악사 해설에는 이주용 교수가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조예본, 오은성, 최성은, 조예은, 홍
세영 학생들이 연주했다.
두 학과가 콜라보를 진행한 건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

속 정치, 경제, 전쟁 등을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승화했다

는 점에서 기존 클래식과 차별을 두었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고 음악사 해설을 맡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를 오랜
시간동안 준비했다.”라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음악여행에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하다.”고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조승우(토목환경공학과 3)학생은 “이번

공연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
고, 역사에 대해 교수님들이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색다
른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환상적인 콘서트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음악학과 콜라보 

음악학과 제43회 졸업연주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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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어느덧 11월, 2018년도 벌써 저물어간다. 이번 한해도 신입생들과 함께 O.T를 시작으로 봄 축제, MT, JJ 체전, 단과대별 체육대회, 가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신문사에서는 한해의 추억들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올해의 OOO’을 기획했다. 먼저, 사회분야와 우리 학교로 구분했다. 사회에서는 ‘사건, 가수, 여행지, 영화’를 학교 측면에서는 올해의 ‘기자, 취재, 인터뷰, 책, 사진, 행사, 수업’을 조사했다. 
학교에서 ‘올해의 OOO’는 학우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보고자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이 기사를 보며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남은 11, 12월도 잘 마무리해보자.

이인준 기자 (iij7717@jj.ac.kr)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미투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이번 년 1월, 서지현 현직 검사가 JTBC 뉴스룸
에서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였다. 이후 시인 고은, 극
작가 오태석, 이윤택, 배우 故 조 민기, 조재현, 정치인 안희정, 정봉주 등이
가해자로 지목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신고상담센
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전문상담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 또 관련 대책에 대한 예산도 없이 발표한 대책이라 제대로 진행될지가
불투명하다.

올해의 이슈 - 미투(Me too)

사진 출처: 네이버 포스트 ‘두리무브’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으로 역대 대한
민국 아이돌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역대 한국 가
수를 통틀어 빌보드 HOT 100 최고 진입 순위 및 최초 빌보드 200에서  1위
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총회 무대에 올라 연설해 이제
그냥 K-POP 가수가 아닌 한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형 기
획사가 아닌 소형 기획사가 배출해낸 그룹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의 가수 - 방탄소년단

사진 출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 감
제가 담당한 지면에서 제가 뽑혔다고 조작을 의심받는 건 아닌지? 하하. 먼저 저
를 좋게 봐주시고, 뽑아주신 신문사 기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열정만 넘쳤지, 할
줄 아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학업만큼 신문사에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사 기자
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왜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고 나서 느껴지는 후련함과 편집을 마쳤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다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학우들에게는 한낱 신문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자의 노고가 녹아있습니
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 파이팅입니다.                                                                                               

- 이인준 기자

선정 이유
1. 늘 신문사에서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다. 
2. 홍길동같이 여기저기서 수고해준다.
3. 기자들끼리의 화합을 주도하는 분위기 메이커
4.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올해의 기자 - 이인준 기자

올해의 사진

<이인준 기자> 

소 감
신입생인데 희망 칼럼을 쓰게 돼서 글을 쓰면서도, 신문이 나오고 나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다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
다. 칼럼에 쓴 것처럼 전주대 학우들 모두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거기에 열정을 쏟는 삶을 살기를 응원하겠
습니다!    - 안혜란 기자

선정 이유
1. 대학 생활 하느라 바쁜 학우들이 
공감이 되는 글이었다.

2.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올해의 칼럼 - 카르페 디엠 
(884호 13면 ‘CARPE DIEM’ - 안혜란 기자)

소 감
“한글날 특집 서울 탐방 기사가 올해의 기사로 뽑힌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 대표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카메라 고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붐벼 취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
다. 그럼에도 같이 갔던 이인준 기자와 함께 사전 계획도 철저히 세웠고, 서로가 부족했던 점을 채워줬기 때문에 성공적
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취재의 기회를 주신 신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기하 기자

선정 이유
1. 휴일임에도 서울까지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 먼 길도 마다치 않는 취재 열정! 

아주 칭찬해~

올해의 취재 - 한글날 기념 서울 탐방기
(883호 8-9면 ‘한국어 열풍 속 맞이한 한글날’ - 이인준, 황기하 기자)

담당 취재 기자 소감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님을 인터뷰하면서 학생들에게 관심과 열정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밀접하
게 관계되어있는 범죄에 대하여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올해의 인터뷰에 뽑힌 만큼 학우들이 더욱 많은 관심
을 갖길 바란다.

- 이혜린 기자

“우리 학교는 벚꽃이 예쁘다” 박진희 (문헌정보학과 17학번)

선정 이유
1. 교수님께서 학과에 열정이 많으시다는 걸 엿볼 수 있었다. 
2. 요즘 불거지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기적절한 인터뷰!

<2018 전주대 도서관 베스트 대출 책 1~10위>

올해의 인터뷰 -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님 인터뷰
(883호 10면 ‘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다’ - 이혜린 기자)

2018 학우들이 꼽은 올해의 수업은 ‘인성’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강윤선(법학과
15) 학우는 “원래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 과목인데 때를 놓쳐 마지막 학
년인 지금 필수로 듣고 있다. 수업을 들으며 왜 이 수업을 1학년들이 들어야 하
는 필수교양인지 알게 되었다. 조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다”며 답했다.

올해의 수업 - 인성

학우들의 참여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행사는 가을 축제 ‘위하여’였다. 특히, 학우들은 이번 가
을 축제에서 인상 깊었던 점으로 ‘술 없이 진행되는 첫 축제’와 화려한 연예인 라인업을 꼽았다. 
경영대학 한 학우는 “주막이 없어 오히려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술 없이 진행되는 첫 축제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

만, 더 다양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어 새롭게 신선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인업이 공개되기 전에 초대가수로 다비치가 온다는 소식이 유출되는 해프닝 덕에 더 많은 학우가 축제에 참여했다

는 의견도 있었다.  

선정 이유
1. 술 없이 진행되는 첫 축제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더 다양하게 놀 수 있게 마련되어 새로운 경험이었다. 
2. 다양한 플리마켓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서 재밌었다.
3. 술과 주막이 없어짐으로써, 더 깔끔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를 확립할 수 있었다.
4. 연예인 라인업 최고! 다비치 최고!
5. 발라드도 클럽처럼 느껴지게 하는 허각, 다비치 등 베테랑 가수들의 마법. 주점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
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이 정도면 트로트나 동요 가수가 와도 우리 학교라면 즐겁게 즐길 듯!

올해의 행사 - 가을 축제 ‘위하여’(We higher)

2018 전주대학교 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는 138회의 대출을 기록한 <82년생 김지영>이었다. 2016년 출간된 이 책은 2018
미투 운동의 여파로 여성 독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까지 100만 부가 판
매된 이 책은 영풍문고에서도 18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사범대학 김*빈 학우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그동안 여성의 일생을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보여준 책이 별
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상처받고 또 누가 상처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평
등을 더 공부하고, 세상을 한걸음 뒤에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라고 서평을 남겼다.

올해의 책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作

호텔스 컴바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꾸준히 한국인의 여행지 1위로 자리를 지켜왔다. 올해에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1위를 유지한 일본 여행의 인기 비결은 지속된 엔하 약세와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뛰어난 접근성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 여행’
이 각광을 받고 있어 나가사키, 가고시마와 같은 소도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의 여행지 - 일본

자료 및 사진 출처 : 호텔스 컴바인 블로그

올해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 해외

2018년 최고의 히트작은 바로 ‘신과 함께 - 인과 연’이다. 이 영화
는 누적 관객 1,200만으로 국내 영화는 물론 해외 영화를 통틀어
서도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힌다. 웹툰 ‘신과 함께’를 영화화한 이
영화는 전작이었던 ‘신과 함께 - 죄와 벌’과 합쳐 누적 관객 2,600
만을 기록해 시리즈 대기록을 달성했다.

<신과 함께 - 인과 연> - 국내

올해 4월에 개봉한 ‘어벤
져스: 인피니티 워’는 누적
관객 1,100만을 기록하며
2018년 해외 영화 최고의
히트작이다. 2012년에 개
봉한 ‘어벤져스’, 2015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속편으로 개봉한 이 영화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개봉 전 예매량 115만을 달성했다. 전 세계에서도 2018년 영화 흥
행 순위를 1위를 기록 중이다.

여행객 유형별 인기 국가 TOP 10

순위 가족(3인이상) 커플(2인) 솔로(1인)

1 일본 일본 일본

2 베트남 베트남 태국

3 괌 태국 미국

4 태국 홍콩 홍콩

5 미국 필리핀 대만

학교

사회

작가의 사진 설명
“벚꽃 시즌에 친구들과 평화관 앞에서 찍었다. 화창한 날씨에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예뻤다.”

순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대출회수

1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138
2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117

3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푸른숲 103

4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숲 93

5 고백 Minato,Kanae 비채 85

6 말의 품격 이기주 황소북스 72

7 나미야 잡화점의기적 동야규오 현대문학 72

8 꽃으로도 때리지말라 김혜자 오래된미래 72

9 신경끄기의 기술 Manson,Mark 갤리온 71

10 아몬드 손원평 창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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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서포터즈를 알게 된 계기는?
A.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 많이 떠요. 처음엔 ‘내가 들어

가게 된다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
펙이나 준비 정도 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했고, 서
포터즈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
은 학과 동기 유경현 형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신청해 보았
습니다. 
Q. 취업 서포터즈에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일
A. 서포터즈에 대해 제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제 자신을 가꿔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좀 더 많
은 사람들이 제가 알려주는 취업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멋진 미래를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Q. 취업 서포터즈를 소개하자면?
A.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을 하잖아요. 취업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취업하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대학 학
우들에게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취업 정보를 전해 주고,
학우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과 스펙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거죠. 서포터즈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전문가 직원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컨
설팅을 해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현재 홍
보를 맡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학생회관, 스타
센터 앞, 온누리홀 같은 곳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직접 취업 정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은 따로 없었죠. 물론 배우면 할 수야 있었겠지만 사람
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우리 학
우들에게 제가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면서 큰 기쁨을 느

낄 수 있었어요. 취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우들
이 답답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상담을 신청
해 주면 좋겠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플래시몹이에요. 홍보팀에 들어온 친구들은 대부분 활동
적인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플래시몹은 일자리센터
취업 서포터즈 자체를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 저와 친
구들이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율
동을 배웠던 게 재밌었어요. 
Q. 이전에 했던 일들 중 한 가지를 평가 해본다면
A. 청년친화강소기업 활동을 평가해보고 싶어요. 전북

에도 기업이 정말 많은데, 저는 원광전자, 대주코레스,
일진제강, 에버미라클. 이렇게 네 곳에 전화를 해서 인
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업에 대한 정보나 그 기업
이 무엇을 제작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최준(패션산
업학과, 16학번) 학우랑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
러웠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추진력과 판단력을 많
이 기른 것 같아요.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요.
Q. 취업 서포터즈 홍보 한마디
A. 모집일은 내년 3월이고요. 지원 방법은 우리 대학

일자리센터에 방문해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
니다. 이후 1차 합격이 되면 그룹 면접을 봐요. 그 면접
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법 많은 학우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
요한지 궁금하시면 현재 취업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
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

릴게요. 솔직히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보다 서포터즈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서포터즈 활동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활동으로 실천을 할 수 있으니 머
리에도 잘 들어오고 ‘나도 할 땐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서포터즈
학교를 알리고 학생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특집 - 1

▶취업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것부터 합격 요령까지 자세한
정보를 전해 들으면서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서포터즈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호를 통해 취업
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나누는 서포
터즈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서포터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있었다. 인터뷰 대
상자가 친절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주어서 그의 답변에
몰입이 되었기에 내년에 서포터즈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
음이 들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기자후기

우리 대학에는 여러 분야의 서포터즈가 있
다. 우리 대학을 홍보하고 학우들에게 도움
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 곳
곳의 서포터즈를 찾아 인터뷰했다. 이번 호
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활동하는 취업
서포터즈, 경영학과 14학번 김영훈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자 희망칼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
환을 핑계로 일어나는 지나친 범죄 행위
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피의자 김성수는 살인을
저지른 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필자는 우울증이
범죄 피의자의 죄를 경감해주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이 사
건을 미루어 보아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체감했다.

우울증이란 과한 슬픔보다 즐거움의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슬픔, 좌절
감, 공허감, 무기력감, 불면증, 기억력저
하, 식욕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
를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은 공황장
애와 더불어 오늘날 사회에서 현대인의
블랙홀이라 불린다. 현대인이 빠지기 쉽
고, 헤어 나오기도 어려운 질환이기 때
문이다.
암이나 백혈병과 달리 우울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자신이 불안감과 절망

감을 느껴도 아무도 알아주거나 이해하
지 못한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현실이나 대인 관계를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생각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외면을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자
신의 가치를 내면이 아닌 외면에 두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결국,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한 나머지 자존감이 하락하게 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

을 대할 때 쓰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이
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면이 아닌 자기 자신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
닫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수에 집
착해 자신을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
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
요하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병, 우울증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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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이가 바울(Paul)이
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형성되
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그는 복음전파를 위해 확고한 신념과 불굴
의 의지를 가진 자로서 이를 행동으로 분
명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터키 동남부의 다소(지금의 타르소

스)에서 출생하였다. 이곳은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안토니우스 장군이 처음 만난 곳이
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하
는 정통 유대인이고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

민이며 학문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 받은
엘리트이다. 바울은 또한 히브리어, 헬라
어, 라틴어 등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원활하였다. 특
히 그는 로마시민권을 가졌기에 타국의 출
입이 가능한 것도 복음전파에 한 장점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원래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돌로 쳐 죽
임을 당하던 현장에 있었으며, 그때 그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던 그가 어느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출동하던 도중 하늘
로부터 내려쬐는 강한 빛에 쓰러졌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일로 인해 그
는 회심하였고 이름도 작은 자를 뜻하는 로
마식 이름인 ‘바울’로 개명하였다. 
이때부터 바울은 박해자가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
작하였다. 그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소동
이 일어났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
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 간 것이다.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그는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은장색(銀匠色)이
었다. 그가 소동을 일으킨 이유인즉슨, 당
시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아
르테미스 Artemis)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이에 부응
하여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아르테미스
신상을 제작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
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출현하여 사람
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일 따름이
라고 설파한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발언이 자신의 영업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자 그는
분개하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의 동
행자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 간 것인데
이는 결국 바울을 성토하기 위해 벌인 소
동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시민권을 가
진 사람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에베소 관리가 중재하였다. 결국 소요는
잦아들었고 모인 사람들도 조금 후 흩어졌
다. 이상은 사도행전 19장 21-41절에 기
록된 내용이다.

에베소 사람들의 성토장이 된 공연장은
2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의 거
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소동의 원인이 된
은조각의 주인공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다. 에베소 사람들
은 이 여신을 숭배하여 기원전 3세기경에
신전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지구상에 제일
가는 신전을 만들기 위해 아테네의 파르테
논 신전보다 두 배가 큰 규모로 건축하였
다. 높이 19m의 원주가 127개나 되었다
고 하니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제 7대 불가사이 이었던 신전은 전쟁
등으로 파괴되었고 지금은 아래 사진에 보
이는 것처럼 기둥 한 개만 남았다.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인 박해자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도자로 이스라엘을 시작
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등 유럽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다. 바울이 숫한 고난을 겪으며
전도한 현장에 대해서 다음 호부터 2~3차
례 이어 게재할 계획이다.

김천식 박사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25

바울 이야기(1)  터키 에베소 대공연장

▲ 에베소에 있는 이 공연장은 에베소인들이 바울을 성토 했던 곳이다. 
수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연장은 현재도 잘 보존 되어 있다.

게리 채프만은 저명한 인류학자이면서
결혼상담 전문가이다. 그는 40여 년간
의 풍부한 결혼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5
가지 사랑의 언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
은 세계 곳곳에서 널리 읽힘으로써 부부
들이 겪는 심각한 갈등 해결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결혼한 부부를 주 대상으로 삼

고 있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
랑의 지속을 위한 제안은 연인 사이, 친
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적용 가능
한 것들이다. 저자에 의하면, “사랑에 빠
진 경험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
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권고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성과 감성을 연합시
켜 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내포하고 훈련을 요구하며 성숙
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안에서 사

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자기를 사
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
받고자 한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물
론 같은 바람을 갖는다. 그러나 이처럼

상호유익이 되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
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실현해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결혼 후에도 ‘사랑의 탱크’를 늘
채워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랑의 탱
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언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
고 스킨십”이다. 이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
는 말과 함께 하는 시간이
다.
인정하는 말은 또 “칭찬하

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들로 이루어
진다. 사랑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
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선 배우자에게 ‘칭찬하는 말’
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격려하는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격려하는
말은 배우자의 아직 계발되지 않고 잠자

고 있는 잠재력을 깨운다. 그러기 위해
서는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
선순위를 먼저 알아내야 한다.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솔로몬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잠언 15:1)”라고 한 것처럼, 배우
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사
랑하기 원한다면 화를 부
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
운 말로 그를 대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
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
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하
고 정죄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투’가 중요하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에
쌓아두지 않는다. 혹시 실

수한 경우에는 “곧바로 내 실수를 고백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권고한다. 지난 과거 때문에 오늘의 새
로운 날을 망쳐서는 안 된다. 용서는 과
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용
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겠다는 선택이지 죄인에게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
다. 
두 번째 언어인 ‘함께 하는 시간’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화’이다. 진정
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
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
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
적 대화를 말한다. 공감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듣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하고, 배우자의 말
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
으며, 상대방의 감정과 보디랭귀지를 주
의 깊게 관찰하되 상대방의 말을 절대 가
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듣는 기술
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늘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터득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가 권장하는 ‘5가지 언어’를
자기의 언어로 익힐 때 부부 사이는 물
론, 연인, 친구,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
이 더욱 깊어지고 오래 지속 가능할 것
이다.

‘영원한 사랑’을 향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읽는 사랑방 

김승종 교수
(한국어문학과)

▲ 좌측 사진은 아르테미스 여신상이며, 
이 여신 모시던 신전은 엄청난 규모였으나, 
이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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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논란이 뜨거웠다. 변별력 있게 어
려워야 되지 공부 안 한 학생이 ‘찍기’로
점수가 더 잘나온다면 그게 무슨 시험이
냐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래저
래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

로 교육은 과정과 절차를 가르치는 것이
다. 결과가 과정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
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
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또한 인간의 노고와 희생이 값지

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위험한 상황에
서 먼저 나서지 말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교육자는 학생에게 그런 상황에서 먼
저 나서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값지고 아름답
고 감동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교육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익히게 하
는 것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
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
하다는 말을 흔히 한다. 우리의 살벌한
교육 현실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북유럽 복지국
가에서는 아이들에게 덧셈을 가르칠 때
우리 식으로 ‘1+9=□’라는 문제를 내지
않고 ‘□+□=10’이라는 문제를 낸다고
한다. ‘10’이라는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
라 정답은 1과9, 2와8…,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다.

공부라는 단어의 첫 용례가 보이는 것은
주자(朱子) 등이 편찬한 「근사록(近思錄)」
이라고 한다. 공부(工夫)는 공부(功扶)와
어원이 같다. 공(功)은 ‘일[工]에 힘쓰다
[力]’, 다시 말해 ‘힘을 더해 이루어낸 것’
을 말하고, 부(扶)는 ‘손[手]을 보태주는
사내[夫]’, 즉 ‘돕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부(工夫)는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게 아
니라 ‘온 몸으로, 온 힘으로 애쓰고 돕는
다’는 뜻이 담겨 있다. 중국 무술 ‘쿵후’의
한자가 공부(工夫)인 것은 이를 여실히 보
여준다. 
이 같은 공부를 교육자가 어찌 몇 마디

말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참된 교육
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친다. 일본
에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다.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
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이뤄
진다. 어쩌면 삶 자체가 교육이다. 때때
로 어른으로서, 상사로서, 교육자로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과정과 절차의 소중함, 노고와 희
생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익히게 하고 있
는 것인지, 이런 덕목들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신문방송국장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불수능 논란을 통해 
되짚어본 교육의 의미

[교수칼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뇌와 음악 간의 상관관계를 다양
한 사례들로 풀어낸 책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
를 담고 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뇌의 상태
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사례집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함에 대한 상실, 익숙함에 대
한 상실, 자아의 상실 등 상실의 심연 끝에서의 선택
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독후감의 주제를 ‘상실의 심
연 끝에서’라고 잡았다. 
당연함에 대한 상실
플라이셔는 유능한 연주자였지만 사고로 인해 한 손

을 잃게 되었고 결국 왼손으로만 연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은 양손
으로 연주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에게 대단한 상실이자
연주자로서의 종지부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실을 성장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지난 30~40
년을 지내며 깨달은 것은 손이 몇 개인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개념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악기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
요한 것은 실체와 내용이죠.”그는 자신의 상실을 성장
의 발판으로 선택했고 비로소 실체와 내용을 보게 되
었다.
익숙함에 대한 상실
음악가 제이컵은 뇌에 손상을 입어 실음악증에 걸리

게 되었다. 보통 전문 음악가라면 자기 분야에서 다져
온 입지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청력이 끝났다는 사
실을 적어도 대중 앞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겸허히 받아들였
고, 실음악증이라는 질환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며 영화‘미
비포 유’의 남자주인공 윌이 떠올랐다. 윌은 소위 말하
는 엄친아였다. 외모, 운동신경, 재력 등 그의 환경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삶의 형태였고, 그는 그런 자신
의 삶을 사랑했다. 하지만 윌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고, 그동안 익숙했던
환경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남았다. 결국
윌은 익숙함의 상실에 적응할 수 없었고 죽음을 선택
했다. 제이컵과 윌은 익숙함의 상실 가운데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제이컵은 청력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찾아가며 살아갔고, 윌은
전신마비로 인해 삶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해 삶을
놓게 된 것이다. 이들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전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결과이자 상실의
심연 가운데 자신의 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로
본다. 
자아의 상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병이 진행됨에 따라 기억상실, 언

어손상, 판단력, 통찰력, 계획할 수 있는 힘 등 자신이
가졌던 많은 능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상태,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도 인식하지 못할 지경
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자아의 상실로 볼 수
있는가. 책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제 2의 유아
기’로 퇴행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면, 개
성과 인격, 자아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도
거의 지워지지 않는 일부 기억과 더불어 여전히 살아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남아있는 ‘자아’를 자극하
여 전면에 불러내기 위함이다. 즉 존재를 살찌우고 넓
히는 것, 자유와 안정감, 구조와 초점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처럼 뇌 손상으로 인해 우리는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 생각의 방향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 하
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된 것
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는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감각기관의 상실을 보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

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익숙해서 소중
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기관들이었음
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내가 가진 생각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잊는 것이 두렵게 다가왔으나, 책을
읽고 난 지금 내가 가진 생각들을 잊게 되더라도 은연
중에 내 가치관으로 굳혀질 거라고 이제는 나를 위로
한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억이 나를 이루는 전체가 아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야겠다.

인터넷의 유명 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드라마 ‘태양
의 후예’가 방영된 후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전년에 비
해 몇 십 배가 높아졌다고 한다. 드라마 ‘허준’이 방영
되었던 때에는 한의학과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고 하
고 ‘응답하라 1988’의 천재바둑기사는 바둑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드라마의 주인공을 꿈꾸고 그 삶을 살고 싶

지만 현실과 드라마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공
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이런 웃지 못 할 일
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필자가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정책 이후 다양한 무역 협정을 체
결했고 그 내용은 모두 기사화가 되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수많
은 기업들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20대
중후반의 젊은 연령층이 나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행에 민감하고 한류, 특히 k-pop의 인

기가 상당하다. 또한 한국 기업에 입사를 목표로 하는
젊은 층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열의 역
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를 보고 현재를 판단한다. 그러다

가 미래가 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준비한 비슷한 스펙
을 가진 수많은 경쟁자들을 만나게 되고 현실에 직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지
금부터라도 미래가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고 바뀔 미래
사회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비록 몸은 현실의 드라마에 빠져 있어도 마음만은 미

래를 바라보고 변화에 준비하라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

상실의 심연 끝에서
「뮤지코필리아」(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황명랑 교수 (한국어교육센터) 

김예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지면 관계상 축약된 내용이며, 전문은 대학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후감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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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비록 잠깐이었지
만 그중 많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랍비의 모습
에 환호성을 쳤다. 봄볕이
따갑기까지 하다. 고향을 떠
나 먼 길을 달려 온 제자들
의 목이 타들어간다.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그립다.

▼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와 식탁에 둘러앉
았다. 벽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대야와 바
가지가 놓여있었다. 제자들
중 누구라도 나설 수 있었을
텐데 여행길에 지친 그들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그 때,
그 랍비,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수
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
고 대야를 들고 와 제자 앞
에 무릎을 꿇으셨다. 신발
끈을 풀고 발을 들어 대야에
담은 뒤 물을 붓고 씻기 시
작하셨다. 그 당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몫이었다. 그런데 만왕
의 왕이신 그 분께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바다
와 사람을 지으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내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 분
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
이었다. 자기가 얼마나 제자
들을 사랑하는지를 제자들
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예수
님은 그들의 때를 씻기신 것
이 아니라 사랑 없는 그들의
마음을 씻기신 것 이었다.
사랑이 없기에 잠시 후면 3
년을 동행하며 숱한 이적을
보고서도 등을 돌리는 가장
비열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씻기셨던 것이었다. 그리하
여 새날이 밝아 그들이 행한
부끄러운 일로 수치심과 자
괴감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자기의 발을
바라보며 떠올리라고… “선
생님이 무릎 꿇고 나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 발이 아직
도 깨끗하지 않은가.”

▼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신 예수님, 그
용서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
한 시기를 살고 있기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립다. 세
상의 이치야 어떠하든 하나
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나의 하
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13:7).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많거나, 많이 배
우거나, 경험과 능력이 있고 어느 분야에 전
문성이 있으면 남들보다 앞장서는 것으로 생
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삶에 필요한 요소들
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힘의 대명사인 삼손을 예로 들면, 삼손은 나

실인 이었고,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인 것을 성
경은 증명합니다. 하지만 삼손도 이 힘만 가
지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에게
도 한계, 위기가 왔었고, 결국 그를 넘어뜨린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그
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
게 건강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지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
금 더 힘이 있거나, 조금 더 배우거나, 조금
더 경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렬한 의지를 가

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결
박하려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 맞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정도 결박을 풀 정도의 힘이 되
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그 결박에
서 풀려나지 못하고 힘에 겨워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때마다 결박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선사하시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 이름
의 능력. 그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은
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삶을 사

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종 위기를 맞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과 전문성. 이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위기
에 봉착 하였을 때 해결을 주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를 사모
하는 자가 되고, 이미 임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임하는 하나님
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
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삼손은 심히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
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에 샘이
터졌는데, 그 샘의 이름을 삼손은 ‘엔학고레’라
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엔’은 ‘셈’이라는 뜻이
고, ‘학고레’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부르
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
했더니,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니 거기서 샘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
진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고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
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입니다. 
이것이 삼손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

늘도 사방이 둘러 막혀있다 할지라도 전능하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
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엔합고
레의 은총이, 기가 막힌 은혜가 삼손에게 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
실 줄 믿습니다. 엔합고레, 샘물이 터지게 하
여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
어졌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삼손에게 엔합
고레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
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 엔합고레의 놀라운
은총이,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힘 입게 되는 기가 막
힌 은혜가 삼손에게뿐 만 아니라 오늘 부르짖
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화평 목사
(전주 샘물교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사사기 15:14~20)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

‘세계사를 거꾸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전
개될 것이라는 기대로 책을 읽은 나에게 독
서가 끝난 후 ‘왜 이게 세계사를 거꾸로 읽
은 것이지?’라는 의문이 남았다. 그 후, 곰
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는 이미 세계사를
어느 정도 거꾸로 읽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 이 책은 초판이 1988년에 나왔다.
따라서 유시민 작가가 초판을 쓰던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 현재 책에 나온 작가의 역사
인식과 대부분 유사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이는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이
작가가 초판을 쓰던 그 당시와는 상당 부분
‘거꾸로’ 자리 매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을 하여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 소
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에 대일 배상청구
권을 넘겨주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
했던 이전의 역사 인식을 뒤집은 판결이라
는 점에서 크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응당 3권 분립이 이루

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판결이라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의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잘못을 국가적
차원에서 명백히 선언하고 그 책임을 질 것
을 국제 사회에 대외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과, 대내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
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
온다.
다음으로 흥미 있게 읽었던 챕터인 ‘핵과

인간’과 관련해서는 수개월 전에 있었던 원
전 문제가 생각났다. 이번 정권은 정권 초
기에 건설 중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계속 여부를 공론화위원
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공
론화 과정에서는 결국 건설하는 것으로 결
정이 났는데, 나는 이러한 결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
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의 역사를 통해
원자력의 위험성을 인지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
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른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에게 이 문제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
고, 반성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보인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유

명한 어구가 있다. 나는 국어교육을 전공하
고 있지만, 복수전공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어구는 얼마 전 헌법 전공
시간에 들었던 격언인데, 이에 비추어 지금
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의 피가 식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다소 소름
이 돋는 듯하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옆에 두고 마시며 글을 쓰는 중간에
창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바
라보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 당연
한 자유가 실은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의
산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여전히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

급급하고, 중국도 한반도 역사의 일부를 자
신들의 역사에 편입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
러한 공세 속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올바
른 역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
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냉철하게 대
응하는 여론 형성으로 국가의 통치권자들
이 국민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는 아직도 남
아있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거꾸로’읽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채수성(국어교육과 4학년)

지면 관계상 축약된 내용이며, 전문은 대학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후감 경진대회
우수상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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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lifetime the average person will
spend: Six months sitting at stop-
lights. Eight months opening junk
mail. One year looking for misplaced
objects. Two years unsuccessfully re-
turning phone calls. Four years doing
housework. Five years waiting in
line. Six years eating. Ben Franklin
said, "Time is the stuff life is made
of." How do you use your time?
Christians need to think about time
and how we use it. Why? 
1. It is limited (16) 
Paul did not use chronos (continu-

ous clock time: hours, minutes and
seconds) but he used kairos which
means "a measured, allocated, fixed
season or epoch" of time. He is saying
that God has set certain boundaries
to our lives. The rules at a particular
university were such that if the pro-
fessors were not present in the class-
room by 15 minutes past the hour,
the class was considered a "walk" and

the students were free to leave, with
no penalties for missing a class. The
rooms were equipped with the type of
wall clocks which "jumped" ahead
each minute, in a very noticeable
fashion. These clocks were also not
the most sophisticated. Some enter-
prising student discovered that if one
were to hit the clock with an eraser,
it would cause the clock to "jump"
ahead one minute. So, it became al-
most daily routine for these students
to take target practice at the clock
because their professor was not the
most punctual. A few well-aimed
erasers, and 15 minutes were passed
ahead easily, and then the class dis-
missed itself. When the day for the
next exam rolled around, the profes-
sor strolled into the room, passed out
the exams, and told them, "You have
one hour to complete it." The profes-
sor then pulled out a box of erasers
he had collected from rooms around
the university. He gleefully took aim
at the clock and when he had suc-
cessfully "jumped" the clock forward
one hour, he collected the exam pa-
pers. We’ve all been in situations
where we would like for time to jump
ahead and move faster than it does.
But, as we get older, we become
aware that time is moving quite
faster. We need to remember that
time is short and we need to value it. 
2. It needs to be effectively used (15-16) 
We are told to, "make the most" (16).

God through Paul says we are to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we have here on the earth. We mas-
ter our minutes, or we become slaves
to them; we use time, or time uses us.
So, Paul means, don’t let any suitable
moment go by and not live for God.
How do we make the most? By walk-
ing/living carefully (v. 15)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v. 15) A person
is unwise/a fool when he/she doesn’t
believe there is a God. The Bible says
in Ps. 14:1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A believer is a fool
when they do not believe God com-
pletely. A believer is a fool when they
add to the gospel message. A believer
is a fool when they desire, the wrong
things. 
3. It is not going to be easy to use our
time wisely 
Considering time, it is not going to

be easy to use our time wisely. Why?
(vs. 16 “the days are evil”)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and opposes the
things of God. (James 4:4) “You adul-
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means en-
mity against God? Therefore,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Satan often brings about persecution
on the church. We have to contend
with the flesh. 1 Peter 2:11 says,
“Dear friends, I urge you, as foreign-
ers and exiles, to abstain from sinful
desires, which wage war against your
soul.” There are temptations to be
greedy, dishonest, immoral, etc. and
we need to be careful and wise with

how we use our time going after such
things and avoiding them. Time is the
scarcest resource, and unless it is
managed, nothing else can be man-
aged. 
4. It is essential to use our time wisely
Again, wh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is world is lost and many will
not be saved. It is because this world
is evil, and in desperate need of sal-
vation that we need to, “make the
most of our time.” Someone once said,
“I wish I could stand on a busy cor-
ner, hat in hand, and beg people to
throw me all their wasted hours.”
Imagine there is a bank that credits
your account each morning with
$86,400. It carries over no balance
from day to day. Every evening
deletes whatever part of the balance
you failed to use during the day.
What would you do? Draw out every
cent, of course! Each of us has such
a bank. Its name is TIME. Every
morning, it credits you with 86,400
seconds. Every night it writes off, as
lost, whatever of this you have failed
to invest to good purpose. It carries
over no balance. It allows no over-
draft. Each day it opens a new ac-
count for you. Each night it burns the
remains of the day. If you fail to use
the day's deposits, the loss is yours.
There is no going back. There is no
drawing against the "tomorrow". You
must live in the present on today's
deposits. 

Have You Checked the Time? (Eph. 5:15-17) 

By Scott Radfor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roposed a policy that young stu-
dents, first and second graders, stay
at school until three o’clock. They
argued that the policy will help solve
the low birth rate problem. This
proposal caused lots of controversy.
Many people were divided on this
issue and debated about it. I oppose
it because I think that it doesn’t help
at all.
First of all, all children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parents.
Especially for young kids,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 is very im-
portant for emotional development,
but the proposal takes away the
children’s free time at home.
Second, it is not a solution for the

low birth. The big reasons for the

low birth are that house prices are
too expensive and there is no child
care policy, so parents, especially
mothers are forced to work in spite
of very unfavorable working envi-
ronments or take care of their chil-
dren by themselves without social
help. Some might say the policy will
be one of social help for working
parents, but the really helpful thing
is not to lengthen school hours but
to make a more permissive social
atmosphere of flexibility in working
whenever parents nee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 strongly oppose the proposal to

leave young students at school until
three o’clock. It doesn’t help the chil-
dren, the parents, or the low birth
rate.

Is it really for children?
Some people love watching creative TV
commercials, but I think ads are harm-
ful. I know that an ad has functions: it
is interesting, makes you feel better
sometimes, attracts consumers and
gives information, but sometimes ads
are harmful.
First, consumers can spend lots of

time and money. While I watch TV or
YouTube, even if the program is not too
long, ads are a big part of my time. I
sometimes wait quite a long time to
watch some programs or short video
clips. I spend a lot of money too. Some
ads attract me too easy, so I buy some
products without any plans.
Second, to make an ad, companies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As com-

panies spend a lot of money the price of
products must rise. The increasing of
prices is clearly harmful to consumers.
A big company can make an ad more
attractive than a small company can do
because of capital. Consumer may buy
the products of big companies instead
of good quality products of small com-
panies because they don't know the
products of small companies. The gap
between small companies and large
companies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 know there are many great ads but

I worry about too many ads and the
harm of many ads. People have to know
the dark side of ads and distinguish
ads. We should be wise consumers.

Advertising Is Harmful

By Young Ran

Some teachers don’t have plants in their
classrooms because they are too diffi-
cult to take care of.  I agree with their
opinion, but there are many advantages
that can come with it.  If you try to
grow plants in your classroom, you will
continue to do it through your teaching
career.
The first advantage is that students

can learn a lot about plants and develop
a good attitude towards them.  They
can learn about seeds, flowers and fruit.
Students can plant their own plants and
name them.  Students can learn to love
their plants by watering them every
day and watching them mature over
the course of the school year.  
The second advantage is that plants

can improve our classroom environ-
ment.  Plants make the classroom a

comfortable and pleasant place to learn.
Plants can purify the air and stabilize
our mind as well as helping to control
the humidity in the classroom.  Also,
the plants make the classroom look
more colorful and naturally attractive
to your students, making it a more en-
joyable place to be.
Growing plants has many benefits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By grow-
ing plants, students can understand
nature while watching the growing
process and having a proper attitude
towards them.  Also, plants can help
create a more comfortable classroom
environment.  It would be helpful to
everyone and keep your classroom
looking alive by growing plants each
semester.  

Growing Plants in Your Classroom

By Lee YouSun

By Jin Kim

There are many kinds of pleasures
in our lives. When we eat delicious
food, buy something new, travel to a
wonderful place or so on, we usually
feel happy, but I found there is a
special pleasure in learning some-
thing new.
Let me introduce my latest pleas-

ure. Before I got married, I was
originally very energetic and enthu-
siastic about learning things which I
had been interested in, but after my
marriage, I struggled to manage
housework and schoolwork. I spent
a lot of time without any purpose. I
lost myself for a long time.
I wanted to get out of my monot-

onous life last semester, so I applied
for this English training course. I am
very happy with my studying. I
sometimes find that I am sinking in
the pleasure in learning English.
Imagine that we lived without any

pleasures. Our lives would be very
monotonous and boring. If you want
a happy life, try to learning some-
thing that you are interested in. You
will find yourself enjoying the pleas-
ure of learning. Learning something
gives one as much as pleasure one
can possibly have.

The pleasure of learning

By Yu Young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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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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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육육대대학학원원  
신신··편편입입생생  모모집집  안안내내

교육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안내

전주대학교 2019학년도 

▶ 원서접수기간: 11. 12.(월) ~ 11. 30.(금) 17:00까지
▶ 원서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진리관 103호)    
나. 우편접수: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진리관 103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 모집전공: 교육행정,국어교육,다문화교육,미술교육,상담교육,수학교육,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 면접(실기)/필기전형일시: 12. 8.(토) 09:10 ~ 
▶ 합격자 발표: 2018. 12. 19.(수) 14:00(예정)

▶ 문의사항: ☎063)220-2647,2648
▶ 기타

가. 강의시간: 매주 월, 화요일 18:30
나.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가. 신청 기간: 2018. 11. 20.(화) 09시 ~ 12. 17.(월) 18시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8. 11. 20.(화) 09시 ~ 12. 20.(목) 18시 
(※ 가구원 동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부, 모 모두 실시. 기혼자는 배우자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를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동의 절차 필요 없음)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다. 신청 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 URL 
ㅇ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ㅇ IOS: https://itunes.apple.com/app/id1400580506 

12월 모의토익시험 접수 안내

★ 교내 모의토익 응시하고 장학금 받자~! ★

응 시 대 상 전주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접 수 기 간 11월 19일(월) ~ 12월 3일(월)
모의토익 접수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www.testclinic.com/toeic/toeicb2b_2.jsp?gc_code=0405
→ 응시날짜 체크 → 학번 입력 → 신청하기 → 회원로그인 
→ 결제 → 신청완료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시 험 날 짜 12월 4일(화) 18:00~20:00 
(17:50까지 입실완료, 지각 시 응시불가) 

시험 응시료 3,500원
시 험 장 소 스타센터 204호
준 비 물  신분증, 연필, 지우개, 컴퓨터용 싸인펜 
문의 및 접수처   학생회관 2층 어학 상담실 ☎220-2885 

환불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플레이&아이디어-톤
(Play&Idea-Thon) 

■ 창업캠프 개요 
1. 일 시 : 2018. 11. 30.(금) ~ 12. 1.(토), 1박2일
2. 장 소 : 남원 켄싱턴 리조트
3. 참가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 모집인원 : 30명

■ 지원내용
1. 창업캠프 참가 수료증 수여  2. 우수참가팀(자)에 대한 포상 등  3. LINC+ 마일리지 적립

■ 접수방법
1. 신청접수: 2018. 11. 28.(수) 17:00까지

신청서 양식: LINC+사업단 홈페이지(http://linc.jj.ac.kr)첨부파일 다운로드
2. 접수방법: 전주대학교 공학2관 HATCH Business(마로니에 옆) 방문제출

담당: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소현진

■ 시상
대상 /장학금(20만원) 및 상장
최우수상 / 장학금(15만원) 및 상장 
우수상 / 장학금(10만원) 및 상장
※ 현금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문의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소현진
Tel. 063-220-2069/ Fax. 063-220-2995 / E-mail. jjstartup@jj.ac.kr

캠프안내

아이디어-톤(Idea-Thon)이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동안

단기간에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기획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델분야 [0명 / 사진영상분야 [0명] / 기획취재분야 [0명]
전주대학교 재학생(1학년 ~ 3학년)
■홍보대사 기간 내 미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실 분
■SNS(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활동에 적극적인 분
■파워블로거, 서포터즈 경험 다수자 우대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
(http://www.jj.ac.kr)

홍보대사
지원서 다운로드

지원서 작성 이메일 접수
(hongbo@jj.ac.kr)

※ 선택사항 : 본인의 역량 및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양식의 포트폴리오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주세요

※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수습교육 실시

■서류전형: 2018. 11. 30.(금)
■면접일정: 2018. 12. 05.(수)~12.06.(목)
■최종발표: 2018. 12. 10.(월), 개별통보

■대내 · 외 행사 지원, 홍보모델, 캠퍼스투어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매월 3건 이상 콘텐츠 제작(SNS 업로드)

■홍보모델: 장학금 총 1,600,000원(학기별 800,000원)
■SNS서포터즈: 장학금 총 3,600,000원(월별 300,000원)
■공통사항
- 활동 종료 시 수료증 발급
- 팀별 단체복 지급
- 매월 활동 우수자 시상
- 연말 우수 홍보대사 전주대학교총장상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