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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총장 이호인
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듯, 미지의 부푼 꿈
을 그리며 대학 생활을 기대하고 있
을 여러분의 전주대학교 입학을 진
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대학생활은 단순한 학업만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청년들은 많은 학내외
활동들을 통하여 인생 황금기 20
대의 추억과 경험을 쌓아 가고 있습
니다. 
새로운 학문에 매진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
울 때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끌고 세계 일주를 한 선배처럼, 에베레스
트 산에 등반한 선배처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끝없이 펼쳐질 미
래를 향한 젊음의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정부기관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

급을 받아 온, 명실 공히 호남 최고의 기독명문사학입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에 걸맞게, 꿈을

만들고, 키우고,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도울 것입니다. 
수퍼스타로 성장해 사회로 뻗어간 선배들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자
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의 미래 수퍼스타라는 자긍
심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며,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와 소
중한 꿈을 향하여 마음껏 도전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2019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사

1965년 5월 15일 창간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월 27일(수) 오전 10시
2,660여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예
년과 다르게 단과대학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뉘어 수퍼스타홀, 하림미션홀,
온누리홀, 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1부 입학식에서는 단과
대학 교수의 기도로 시작해 이호인 총장의 영상메시지로
이어졌다. 
이호인 총장은 “새로운 학문에 매진하다 보면 때로는 지

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과대학장이 학과교수를 소개하고, 신입생 대표 선

서에서 신입생 입학 허가를 선언했다. 식은 교가제창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후 2부 순서에서는 학과별 장소에서 오

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경영대학 신입생 대표 신예희(금융보험학과 1년)는 “오고

싶었던 전주대학교에 들어와서 무척 기쁘다. 앞으로 선배
들과 동기들과 함께 어울려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말
했다.
김하늘(금융보험학과 1년)은 “대학교에 들어오니 설렘도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전주대에 있는 여러 활
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
를 밝혔다. 
이번 신입생들은 정시모집에서만 6.38대의 1의 경쟁률

을 뚫고 들어왔다. 수시모집과 합산하면 6.0대 1이다. 이
로써 우리 대학은 6년 연속 전북권 주요대학 중 경쟁률 1
위를 기록했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소중한 꿈을 향하여 마음껏 도전하길”

2019 신입생 입학식 2,660명 입학

방학동안 우리 대학을 응원하는 훈훈한 장학금 기탁 행렬
이 이어졌다. 먼저 기업의 기부소식이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드림(대표이사 송재흥)이 지난

12월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두드림’은 방과 후
학교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전주대학에서 방과 후 활동 교사를 양

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이번에는 두드림이 발
전기금을 통해서 전주대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의미를 전했다. 
전북 대표 향토기업 정석케미칼(대표이사 김용현)이 올 2

월 5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석케미칼은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페인트, 방수재, 합성수지 등
을 생산하는 우수 중견기업이다.               ▶2면에 계속

총동문회 장학금 1,000만원 · 제이스타투어&유학 500만원 
향토기업 정석케미칼 500만원 · 사회적기업 두드림 300만원
국토정보학 민규식 교수와 졸업생 2600여만원 기탁해

연이은 발전기금 기탁으로 훈훈한 겨울지내

이호인 총장

신입생 환영 첫 행사로 열린 ‘중앙동아리연합회 홍보박람회’



산업디자인학과 창업기업&쉐어라이트, 탄자니아에 물살균기 보급▶1면에서 계속
정석케미칼은 꾸준히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북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 장학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이사는 “전주대의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이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잠재 능력을 키워 자아를 실현
하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선배들 ‘후배사랑’ 기부도 이어져

전주 여행사 ‘제이스타투어&유학’의 대표 김영주씨는 전주대
졸업생이다. 그가 3월 6일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2013년 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 기부다. 이 여행
사는 2007년 전주대 벤처 창업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11년에는 전북대에 2호점을 개설하고 현재는 전주비전대,
전주교육대학교 등과 MOU를 맺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전북지역 학생의 여행 및 유학을 알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회에 진출하니 전주대가 더욱 자랑스러웠고 전

주대에서 생활했던 게 행운처럼 느껴진다.”라며 “학교에서 배
운 글로벌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전주대의 국제교
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총동문회(회장 임정엽)에서도 지난 2월 후배들의 학업 지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동문회는 최근 전주대가 교
육부 2주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정부재정지원사업에
100% 선정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더 높은 비상에 동행하기 위해 학교에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
다.
임정엽 회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가

큰 성장을 일궈낸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후배와 학교를 위
해서 총동문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응원하고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승의 제자 사랑, ‘국토정보학 융합전공’
장학금 기부

또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뜻을 모은 장학금 전달도 있었다.
‘국토정보학 융합전공’ 민규식 교수와 졸업생 7명이 지난 2월
12일 ‘국토정보학 융합전공’ 발전을 위해 장학금 2,650만원
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송
명수 박사와 정기순 박사가 국토정보학 융합전공의 발전을 위
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내놓자 민규식 지도교수, 부
동산학과 장한섭 동문회장과 김정오, 김종인, 이규수, 서예진
국토정보합 융합전공 졸업생(LX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직 동
문)이 장학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
‘국토정보학 융합전공’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에 이전하면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부동산학과와 법학과를
융합하여 만든 전공이다. 이 융합전공은 설치된 지 3년여 만
에 5명의 국토정보공사 합격자를 배출했다.
송명수 박사(68)와 정기순 박사(59)는 늦은 나이에 전주대

부동산학과 학부과정부터 시작해 올해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만학도다. 민규식 주임교수는 두 학생은 결석도 하지 않고, 질
문도 많이 하는 성실하고 모범되는 학생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송 박사는 어릴 적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만 58세, 이순(耳順)의 나이에 비로소 학업을 다
시 시작했다. 그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2년
만에 합격하고 곧바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냈다. 학교를
다니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공부와 현업인 농사를 병행해야
했기에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며 공부했고, 강의를 듣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
송 박사는 “전주대에 와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

다.”라며, “어릴 적 본인처럼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학업에 전
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기부 동기
를 밝혔다. 
정기순 박사도 어릴 적 가난한 형편으로 대학교 진학을 못해

오다가 모 은행 전주 소재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주대 부
동산학과에 진학했다. 정 박사는 학업 도중에 여수로 발령 난
뒤에도 왕복 5시간 거리를 오가며 학업을 마무리했다.
정 박사는 “훌륭한 지도교수님 밑에서 배우며 긍정적인 영향

을 받았다. 부동산학 명문, 전주대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전주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전주대와 쉐어라이트의 물살
균기 UVC-LED가 물 오염이 심각한
탄자니아 미케세지역 원주민에게 270
세트 보급됐다. UVC-LED 물살균기
(제품명:퓨리라이트)는 우리 대학 산업
디자인학과 1호 창업기업인 KCID디자
인협동조합이 디자인하고 (사)쉐어라이
트가 개발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오지에서도 세균에 오염된 물을 살균하
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 손
잡이를 돌리는 동력만으로 강한 살균력
을 지닌 자외선 C를 활성화하고 3분 만
에 물 속 세균과 박테리아를 99% 이상

죽일 수 있다.
탄자니아 현지에서 개최된 퓨리라이
트 전달식 행사에서 탄자니아 고위층 관
계자뿐 아니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보급
으로 탄자니아 현지에 물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보급된 이후 지역 원주민
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는 게 관계
자의 설명이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심각

하게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
으며, 매일 1,400명이 그로 인해 유발
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KCID 주송 교수는 “구호용품으로 디
자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든 디
자인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오지 원
주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에 뿌듯하
다.”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다
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쉐어라이트 박은현 대표는 “이번 제품

으로 탄자니아 물 오염에 의한 질병을
줄이는 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
다.

탄자니아 미케세 원주민 270명 우선 보급

손잡이 돌리는 동력만으로 세균·박테리아, 질병 발생률 감소 효과

▲ 탄자니아 어린이들이 물살균기를 받은 모습

일본 (주) CAL 인사담당, 일본언어문화학과 채용위해 방문

지난 1월 일본 IT 중견기업인 (주)CAL
의 혼다료타(Honda Ryota) 인사부장
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주대를 방문
했다. 1차 및 2차 전형에서 합격한 일본
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의 최종면접을 직
접 진행하기 위해서다. 
(주)CAL은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에 근무지를 두고 있
는 일본의 대표 IT기업으로 매년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 우리 대학 일본언어문
화학과를 찾고 있다. 2016년도부터 방
문을 시작해 올해로 4번째다. 
혼다료타 인사부장은 “전주대가 한국

에서 가장 획기적인 융합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주대생들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JAVA/C언어 등 IT업계에 필요한 기
본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
다. 
우리 대학은 2016년부터 융합·연계

전공 과정인 수퍼스타칼리지(Super-
star College)에서 ‘일본IT융합 전공’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일본언어문화학과
와 스마트미디어학과가 전공을 융합하
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적합한 IT프로
그래머를 육성한다. 전공을 이수한 학생
에게는 ‘글로벌IT공학사 및 문학사’라는
2개의 복수학위를 부여한다. 
박강훈 일본IT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과 공학
을 융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의구심도 품
었지만,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선도하는 학과가 됐다.”라고 자부
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일본IT융합전
공 개설 후 매년 일본 IT기업으로의 취
직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학생
의 수업 만족도 또한 높다.
한편,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IT융

합전공 외에도 호텔관광 및 항공서비스
분야도 특성화시켜 운영 중이다. 매년
일본 호텔 업계에서도 전주대를 방문해
직접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이런 노력
탓인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2019학년
도 정시 경쟁률 8.8대 1을 기록하며, 호
남&제주권 동일 계열 1위를 차지했다.

IT 융합전공 실력갖춘 인재양성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70명 배출 ‘전북 수석 차지’
우리 대학 사범대학은 201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중
등특수교육과 16명을 비롯하여 총 70
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 9명, 과학교

육과 2명, 국어교육과 7명, 수학교육과
7명, 영어교육과 2명, 중등특수교육과
16명, 한문교육과 4명, 일반대학 기타
학과 23명이다.
특히 이번 임용시험에서 중등특수교

육과 한승훈 졸업생이 전북지역 수석을
차지하고, 수학교육과 백설아 졸업생이
충남지역에서 해당 교과 합격자 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범대학장 소현성 교수는 “그동안 교

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
육 과정 및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해 왔다”라며 “각 학과 교수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
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사범대학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
혜택과 더불어 각 분야별 전공 분야와
교육학 전문가들을 초빙해 특강을 열고
있으며, 수업실연 컨설팅, 예비 교사 아
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교수와 학
생이 서로 동행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
고 임용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
과 지난해 6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 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사범대학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도 다양한 현장실습경험, 비교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
서는 일선 교사들의 재교육 및 예비 교
사를 양성하는 등 수준 높은 중등교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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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 발길 끌어
전년대비 많은 회원 모집돼

“피카츄 인형이 걸어다니고, 다트를 던지고, 붕
어빵를 굽는다.” 34대 중앙동아리연합회 ‘매드
림’(이하 중동) 홍보박람회가 3월 5일부터 7일
까지 학생회관 일대에서 열렸다.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신입생이 동아리 홍보부스를 찾는 활기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4개의 동아리와
ROTC, 신문방송국이 학생회관 로터리, 학생회
관 1, 2층에 부스를 설치하고 신입회원을 맞기
위해 재능을 뽐내며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많은 이벤트도 시시각각 흥미진진하게 진
행되었다. 중동이 주관한 간식이벤트가 매일 열
려 발길을 끌었다. 포토존과 푸드트럭, 스티커

투어, 상품응모권으로 간식과 상품을 나눠주며
동아리 축제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중동 김성호 회장(건축학과 4년)은 이번 행사

강조점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년에

는 홍보박람회가 동아리별로 각자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이 컸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
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신입생 뿐 아니라 재학생

의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혼밥, 혼술
등 개인적인 성향으로 특징지어지는 20대, 하
지만 이번 박람회에 동아리마다 성황을 이룬 것
을 볼 때, 행사 주관자는 학생의 무관심을 비난
하기 전에 참여로 이끄는 다양한 기회 창출이
필요하겠다.
신입생을 위한 동아리 선정 팁에 관한 질문에

는 “동아리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만 가입하지 말
고, 다양하게 가입해서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RCY 동아리에서 3년째 활동 중인 김성호 회

장은 동아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과생활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답했
다. 중동은 4월에 중간고사 간식이벤트와 탁구
대회, 5월에는 캠핑축제, 버스킹공연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송은자 (ysrest@jj.ac.kr)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미세먼지 최악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2,053명 학위 취득

전주대학교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슈퍼스
타홀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거
행했다. 이날 이호인 총장, 차종순 신동아학원
법인이사, 임정엽 총동문회장, 31사단장 소영민
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학생, 가족 등 2000
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학위 수여
식에서는 학사 1,936명, 석사 93명, 박사 24
명 등 총 2,053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호인 총장은 식사(式辭)에서 졸업생들에게

“자신만의 색깔을 찾길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정길 신
동아학원 이사장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서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전하신 뜻을 꼭 확인하면서 가십시오.”라고 졸
업생을 응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이사장상에 옥필훈(일반대

학원 신학과), 강새미(작업치료학과), 총장상에
김광숙(경영행정대학원 글로컬창의학과) 외 12
명과 성적 최우등상에 이연지(패션산업학과) 외
155명, 우등상에 최다미(회계세무전공)외
294명, 공로상에 이성국(경찰행정학과)외 10
명, 총동문회장상에 송여민(가정교육과) 외 3
명, 특별상에 안민재(금융보험학과) 외 1명이
수상의 기쁨을 맛보았다. 단대 수석 총장상을

수여한 김주희(상담심리학과)는 “먼저 제게 학
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수님 지도 아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행
복했다.”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1,000만원을
쾌척한 69세 만학도 송명수(부동산학과)가 이번
에 졸업했다. 송씨는 “전주대에서 공부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앞으로도 배운 학문으
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
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빛나는 수퍼스타, 세상 향해 전진하라”

성황이룬 2019 중앙동아리연합 홍보박람회

◀다양한 이벤트로
성황을 이룬 중앙동아리
연합회 홍보박람회의 
스텝진 모습

김하선 편집장 (신학과경배찬양 14)
배종모 정기자 (신학과경배찬양 15)

진다은 정기자 (법학 15)

위 사람을 그 직에서 면함.
이상  2월 28일

이혜린 편집장 (보건관리 17)
강민지 정기자 (일본어문화 18)
송민호 정기자 (한국어문학 18)
안혜란 정기자 (일본어문화 18)

위 사람을 그 직에 명함.
이상  3월 1일

사 령

저는 이미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같은
과 선배의 추천으로 국제학생 한국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유학생 친구들을 자

주 마주치곤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거
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이번 멘토링 활동이 시작 전부터
기대가 많이 되었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었는데 그 결과로 대상까지 받
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난 멘티 ‘굴샤노이’는 우주베키스
탄에서 온 성실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첫 만남 때를 떠올려보면 서로에 대해 아

는 것이 없어서 많이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
다. 첫 대화를 나눴을 때, 한국어를 공부한
시간이 길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해서 신기
했고 서로에 대해 알고 빨리 친해져서 활동
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멘티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자 전주 동물원과 객사에 방문했습니다.
멘티와 사진도 찍고, 동물들도 보고 맛있

는 것도 먹으며 정말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멘티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한
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멘티에
게 ‘수업시간에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었
습니다.

그러나 두 번 정도의 수업을 해보면서 멘
티가 어려워하고 부족함을 보이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습해온 부분은
받아쓰기를 통해 확인하였고 틀린 문장은
과제를 내주어 여러 번 다시 쓰면서 되짚어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어의 의미 알아보기, 가장
헷갈렸던 ‘ㅈ’과 ‘ㅊ’ 구분하기, 단어를 비교
해가며 발음해보기 등 필요해 보이는 부분
을 조사하여 직접 활동지를 만들어가는 노
력을 했습니다.
멘티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못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여 표현할 수 없어

도 표정, 말투, 몸짓을 통해서 서로가 느끼
는 감정, 말하고자 하는바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 따라와 주는 멘티를 보면

서 가르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더 가
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것인가?’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심이 많이 생
겼고, 한국어 공부와 동시에 말하기 대회
준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멘토링 활동을 끝마치고 보니, 주는 것

보다 오히려 받은 것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멘티 ‘굴샤
노이’를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
었던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또, 교
사가 꿈인 저에게 가르친다는 것에 대
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열

심히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을 나를 항상 믿
고 의지하며 불평 없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
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해 한국 유

학 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색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힘이 되어주
고 싶습니다. 너무 늦게 이 활동에 대해 알
게 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대부분 학생
이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로 생
각하는데,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은 값진 활
동이니까 많은 학생이 이 멘토링 활동에 대
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경험
해보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2018 동계방학 한국어학습지도 멘토링 참여 소감문

이은서 (가정교육과 4년)

와- 제호야,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래

이런 날은 삼겹살로 
속을 씻어줘야지

미세먼지 수치 
높은날삼겹살 매출이
엄청 올라간다면서?

오늘 뉴스에서
미세먼지랑 머리카락이랑
비교한 영상 봤어?

당연히 봤지! 미세먼지가
너무나 작아서 혈관, 장기,

뇌까지 침투할 수 있대.

문명발달로 18세기엔 
영국서도 1만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젠
아시아로 넘어온거지.

중국만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나눈 것보다 배운 것이 많은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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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취업? 답은 ‘학교’ 안에 있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어디로 취업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 대학은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실, 진로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4개의 센터는 모두 스타센터 24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취업지원실

(063-220-2129), 진로개발지원센터(063-220-4655), 대학일자리센터(063-220-465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063-220-2027)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알아보자.

취업지원실은 취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캠프, 취업동아리는 물론 취업과 관
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청년취업 역량 프로그램, 면접 기초
파해치기,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여러 회차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 중 ‘진로탐색과경력관리’란 교과목도 취업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즘 대학 교육에서 진로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진로 교육을 초, 중, 고등학
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확대시킨다는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 우리 대학은 ‘진로취업선도대
학’으로 선정이 되며 진로와 관련된 교육,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의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진로

개발지원센터를 만들었다. 대학 내에서도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까지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ONSTAR 프로그램은 진로에

특화시킨 교육을 진행하여 진로 개발을 돕고 있다. 학사지도사(CA 선생님)
도 진로개발지원센터 소속이며, Star-T 프로그램 역시 이곳에서 담당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센터로 이름 그대로 ‘여대생’
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곳이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

업이 어렵기도 하고, 유지취업률 역시 남학생에 비해 많이 낮다. 이처럼
취업에서 약자에 속하는 여대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련 취업

교과목(여성진로와NCS이해, 여성취업과NCS실전), 경진대회(양성평등 경진대회, 커
리어로드맵 경진대회), 공모전, 자격증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고 해
서 여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문호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어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우리 대
학을 포함해 전국 40여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일자리가 점점 없
어지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가 가장 많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취
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우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주권역의 모든 청
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센터들과는 달리 졸업생은 물론 다
른 대학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학일자리센
터는 취업, 진로, 여대생,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흔히 ‘취업서포터즈’라고 불리는 서포터즈 활동도 정식 명칭은 ‘대학일자리서포터즈’로 대학일
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활동이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진로선택을 돕고, 취업 서류 작성 및 구직 기술 강화를 위한 교육

구분 교육일정 시간 시수 대상
1차 3.25(월)~3.29(금) 18:00~21:00 15h 1~2학년
2차 4.29(월)~5.3(금) 18:00~21:00 15h 1~2학년
3차 5.20(월)~5.24(금) 18:00~21:00 15h 1~2학년
4차 6.3(월)~6.7(금) 18:00~21:00 15h 1~2학년
5차 6.24(월)~6.25(화) 9:00~17:00 15h 1~2학년

청년취업 역량 프로그램 능력중심채용제도 및 역량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직무탐색 및 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

구분 교육일정 시간 시수 대상
1차 3.25(월)~3.29(금) 18:00~21:00 15h 3~4학년
2차 4.29(월)~5.3(금) 18:00~21:00 15h 3~4학년
3차 5.20(월)~5.24(금) 18:00~21:00 15h 3~4학년
5차 6.24(월)~6.25(화) 9:00~17:00 15h 3~4학년

스피치 완성반  스피치 기본 교육 및 실습
구분 교육일정 시간 인원 대상
2차 5.14(화)~5.15(수) 18:00~21:00 20명

전 학년
3차 6.3(월)~6.4(화) 18:00~21:00 30명

면접 기초 파헤치기 채용과정 중 면접을 대비한 교육 (기초교육~모의면접)
구분 교육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4.13(토) 9:00~17:00 30명 3~4학년2차 5.25(토) 9:00~17:00

기업&직무 뽀개기 기업분석 및 직무분석

구분 교육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5.11(토) 9:00~17:00

30명 3~4
학년2차 6.8(토) 9:00~17:00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직무 이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구분 교육일정 시간 시수 대상

1차
2차 3.25(월) 18:00~21:00 30명

2~4학년
3차 4.1(월) 18:00~21:00

2차
1차 4.29(월) 18:00~21:00

30명2차 5.13(월) 18:00~21:00
3차 5.20(월) 18:00~21:00

컴퓨터 자격증반
컴퓨터 실무능력 증진과 취업 시 가산점 획득 목적

자격증반 구분 교육일정 시간 비고

CA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CC버전)

2차 5.13(월)~5.31(금)
18:00~21:003차 9.16(월)~10.7(금)

4차 11.11(월)~11.29(금)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차 7.1(월)~7.31(수)

13:00~17:00
2차 ‘20.1.6(월)~2.7(금)

3컴퓨터활용능력
2급

1차 7.1(월)~7.18(목)
2차 ‘20.1.6(월)~1.23(금)

MOS
MASTER

1차 3.18(월)~4.12(금)
18:00~21:00

2차 10.28(월)~11.22(금)
ACU Auto

CAD
1차 6.24(월)~6.28(금)

13:00~17:00
2차 ‘20.1.6(월)~1.10(금)

2019학년도 1학기 취업 교육 프로그램 일정

취업지원실 진로개발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청방법: onstar 온라인 신청 후 취업지원실 방문하여 예치금(2만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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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친일일파파  작작사사  ··  작작곡곡  교교가가는는  친친일일  잔잔재재??  예예술술  작작품품??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
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렸다. 7개의 도시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농촌, 국외로 퍼졌다. 독립운동
가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통해 인구 10%인 202

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3.1운동 이후 3개월간 7,509
명이 사망 · 15,961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3.1운동은 근
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1945년 광복의 원동력
이 되었다.

““우우리리는는  오오늘늘  조조선선이이  독독립립한한  나나라라이이며며,,  조조선선인인이이  이이  나나라라의의  주주인인임임을을  선선언언한한다다..””

최근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親)나치 의혹으로 ‘친일 잔
재 청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매해 이맘때면 항상 나오
는 이야기지만, 올해는 유독 뜨겁다. 애국가의 국가 논란과 더
불어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친일 교가’문제의 물꼬를 튼 것은 광주지역 학교들이었다. 광

주시는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지난 1월에 ‘광주 지역 17

개 학교가 친일 음악인이 작사·작곡한 교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자 충청과 울산, 인천 등 전국으로 친일 교가 전수조사
및 교체 작업이 확산됐다. YTN에 따르면 친일파로 분류되는
음악가들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국적으
로 214개였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
울 113개교, 광주 17개교, 충북 19개교, 충남 20개교, 전북

25개교가 친일파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전북권 내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고등학교 20곳이었다. 대
학교는 A 대학교(현제명 작곡), B 대학교(서정주 작사), C 대
학교(김동진 작곡), D 대학교(김해강 작사)가 친일파 작사·작
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E 대학교는 서정주가 작사한 교가
를 10년 전에 고쳤다. 

그로부터 100년, ‘친일 교가’ 논란

“그걸 왜 아직도 안 바꿨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걸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일파 작사 교가를 사용하는 전북의 B 대학교 김모 학생과 윤모 학생의 시선이다.
친일파가 작사·작곡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김재호 민
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실제로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붕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에 대해서 예술적 판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고 한들 친일 행위를 품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 지역은 물론 충남, 충북, 경남, 전북 교육청은 교가 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전라북

도교육청은 중등음악교육연구회와 연계해 희망학교 대상으로 작곡 편곡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
병수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사무국장은 “가사를 바꾸거나 교가를 교체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
지만, 교육적으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서도 교가 개
선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친일파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진 31개교에 교가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가 수정과 존속 여부
는 동문회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 과정 자체를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 바꿔야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친일파 교가로 지목한 한 고교 교장은 “노랫말에 친일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단체가 친일파라 주장하는 음악가가 썼다는 이유로 교가를 바꾸라는 게 말
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객관성을 의심했
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학교
교가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친일적 내용이 없는데 친일파 혹은 친일파로
의심되는 사람이 작사·작곡했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교한 지 100여 년 된 한 서울 고교 교장은 “이런 식이면 이들이 작사·작곡한 동요나 가
곡을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
람의 작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논리면 어릴 때부터 들은 동요도 부르면 안 된
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요 ‘섬집 아기’는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했으나, 단순한 리듬과 화성 덕
분에 쉽게 아이들이 부르고 있다. 친일 논란 부분은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지만, 작품은
작품대로 인정해주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교가도 학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교가 교
체는 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작사·작곡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황당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글
로벌리서치에 의뢰한 ‘3·1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3·1운동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
에는 ‘친일잔재 청산 등 역사 바로 세우기’(43%)가 1위에 꼽혔
다.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이 가장
높은 비중(31.9%)을 차지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이 반성해야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

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을 정립했다.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는 친일 잔재인가. 한 예술가의 작품

인가. 쉽게 규정할 수 없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
성덕 교수는 “친일파가 썼기에 고칠 필요성은 있지만, 주체적
행위는 학교의 부분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될 문제다”라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했다. 이어 “작품은 인정할 수 있지만 친일
파에 있어서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예술, 문학적으로 뛰

어나면 반민족적인 행위가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
며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지향하길 권고했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황기하 기자(klgk0421@jj.ac.kr)

친일파 작사 · 작곡 교가는 친일 잔재? 예술 작품?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현제명작곡 서정주 작사｜정회갑 작곡조금느리게
A 대학교 교가 B 대학교 교가

메   와         물  -        아   름   다          운            이     나   라   이        곳
우   리         들 의        타    -   고          난            힘     을   다   하        여

뛰   어        난            인    재   들          이            모   이     어     들      어
참   다        운            이    살   림          을            늘   우     어     가      며

하     늘  의   -   깊   이   는                       그      얼     마       이     며
빛     이  라   면  어   느   밤                       구      석     까       지     도

인        류   의    -  지   혜     의                      끝      은     어       디     랴
속        속   들    이 비   치     는                      빛      이     되       리     라

작곡 김동진장엄하게
C 대학교 교가

보 아 라     ○  ○  ○    거 룩 한  터 전          정  각   의   종  소 리

울  려 나   는     곳              밝음과 참 됨 을 배우 고 닦 아  어 둠 과 거짓 을

김해강 작사｜김성태 작곡

D 대학교 교가

고         달    봉     우  뚝 솟    아           힘    차  게 물 길  치  는
역         사    를     창  조 하    는           새    나  라 새 빛  으  로

푸     -   른            메    뿌    리             퍼    - 지 는  햇  -    살
불     타  는            정    -     열             하    - 나 로  태  -    워

=4<정중하게>

33··11운운동동  110000주주년년  기기념념  취취재재3·1운동 100주년 기념 취재

친일 잔재인가, 한 예술가의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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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인정한 전주대의 맛집 추천해주세요!

마음만은 새내기 

학생회관에 있는 ‘컵밥열차’와 ‘최고당 돈가스’가 맛있다. 
또 구정문에 위치한 ‘국민수육국밥’의 육회비빔밥이 
잘 나가는데 전주대만의 상징 메뉴 같다.

신문사 곽윤기

구정문에 있는 ‘열정 도시락’의 수육 도시락이 맛있고 저렴하
다. 또 학생회관에 있는 ‘짬뽕상회’의 짬뽕이 맛있다. 만약 짜장
면을 시켰다면 짜장면을 먹는 순간 ‘아, 이 집은 짬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신문사 무신사

구정문에 위치한 ‘흥이 닭갈비’를 추천한다.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고, 조별 모임 할 때 모이기 좋은 곳이다. 
시간이 없거나 빨리 먹어야 할 때 한솥 도시락도 추천한다.

볼드모트

구정문 거리에 있는 ‘부대통령 뚝배기’를 추천한다. 적은 메뉴
이지만 맛있어서 계속 가게 된다. 또 전주대 파리바게뜨 샐러
드를 추천한다. 매일 아침 싱싱한 재료로 만들고, 다른 파리바
게뜨 매장보다 양이 많다.

팁 : 학생회관은 11시 30분 전과 1시 이후에 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학생회관에 사람이 많거나 바쁘면 배달음식을 추천한다.
12시와 1시 사이에 여유롭게 밥을 먹고 싶다면 신문사로 와도 좋다! 

Q.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요?

마음만은 새내기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초반에 학과 행사를 많이 참여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친해져 있을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
가 없어서 걱정인 사람이 많은데, 혼자인 걸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3학년 되면 혼자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 또 친구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와 안 맞는데 꾸
역꾸역 같이 다니면 스트레스만 쌓일 것이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난다면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 같다.

신문사 곽윤기

나는 내가 분위기를 이끌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다. 굳이 친
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각 학년에 한 명씩만 친
해져도 대학 생활하는 데 좋다. 대학에 와서 진짜 친구 찾기 힘
들다는데 좋은 친구 한 명만 찾아도 인간관계 성공이다. 그 친
구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된다.

신문사 무신사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집에 같이 가거나 “밥 같이 먹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자. MT나 학과행사도 많이 참여
하는 것도 좋다. 또 교수님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잘 교류를 하
면 취업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도움이 된다. 대화를 많이 나
누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볼드모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틀
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
계 문제 무! (조별과제 하다가 화날 수 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
하는 순간 마음이 비워진다. 다만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요

마음만은 새내기
이제 갓 새내기를 벗어난 

2학년 통학러. 집에 나오기 전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한다.

“네? 
제가 이제 새내기가 아니라고요…?”

신문사 무신사
이제 3학년이 된 신문사의 패피. 

옷 정보가 궁금하다면 
무×사를 찾아봐.

“내가 고학년이라니….”

신문사 곽윤기
신문사의 4학년 화석. 

졸업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하다. 
건들지 마시오.
“안녕하세요. 

신문사가 인정한 곽윤기입니다.”

볼드모트
4학년이지만 아직 
궁금한 것도 가득하고, 

희망도 가득 찬 프로 긍정러.
“얘들아 너무 행복하지 않니?”

새새내내기기분분들들,,
이이  지지면면을을  전전적적으으로로

믿믿으으셔셔야야  합합니니다다..

새내기분들,
이 지면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새 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커뮤니티에는 새내기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이런 새내기들을 위해 대표적인 궁금증 4가지를 뽑아 4명의 선배를 만나보았다.

전주대 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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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강 시간에 할 만한 것들 추천해주세요!

마음만은 새내기 

신문사에 간다! 동아리도 들어가 봤는데 나와는 맞지 않
아서 금방 나오게 되었다. 학과방이 있는 과라면 과방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주 공강이라면 신시가지에서
노는 것도 추천한다.

신문사 곽윤기

캠퍼스 주변을 산책한다. 
천잠관 쪽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자
주 가곤 하는데 시간도 잘 가고 운동도
되어서 일거양득이다.

신문사 무신사

순영관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한다. ‘공강 시간에 헬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
한다. 헬스장도 다니면서 “STAR-T” 프로그램까지 같이하
면 다이어트도 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볼드모트

공강 시간에 주로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과제도 하고, 보고 싶은 영화도 봤다. 도서관에서 소리만 
못 낼 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Q. 성적 잘 받는 팁!

마음만은 새내기 

과탑과 친해지자! 편하게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좋다. 또 학생
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라면 소통에 적극적
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교양 수업은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교수님께 바로 질문하자. 친구들한테 물어봐 봤자 친구
들도 모를 것이다. 

신문사 곽윤기

우선 앞자리에 앉아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질문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한다. 그리고 출석점수를 무시하지 말자
(의외로 출석에서 학점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또 강의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

신문사 무신사

교양은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시험 기간에 책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 또한, 레포트를 쓸 때는 표지를 잘
쓰자. 교과명, 학과, 학번, 교수명, 이름은 꼭 쓰도록 하고, 앞
부분은 간결하게 써서 짧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꿀팁이다. 표지는 학교 로고를 이용
하는 게 무난하다.

볼드모트

수업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 앞자리를 사수한다 (앞자리에
서 자면 안 됨. 오히려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옴). 수업이 시작
되면 교수님과 눈 맞춤을 하며 수업 내용을 적는다. 수업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한
다. (학구열 높은 학생은 교수님들께 인기 만점!)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지켰다 한들 성의 없는 과제를 제출하거나 기한
을 지키지 못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씨유, See U~~
퀴즈풀고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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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gk0421@jj.ac.kr로 보내주세요.
※ 추첨을 통해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CU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하는 곳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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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1. 본교의 이름
2.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美, 미쉐린)
사에서 발간하는 전국의 여행안내서
3. 본교 스타타워 a동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각종 기독교에 관련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4.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 마이클 베이 감독. '
하스브로'의 인기 변신 완구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5. 신미양요(1871년)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
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
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
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
6. 대한민국의 인터넷 연예 전문 언론 매체
7. 헝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는 뜻.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
8.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출시된 어플로, ‘인
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이 더
해졌다.

세 로

1.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
고 있는 미국의 군사조직.
2. 1991년 개업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치킨
브랜드, 허니 콤보, 레드 콤보가 유명하다
3. 미국의 재즈 음악가. 트럼펫 연주자. 새치모
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한다.
4.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믿음에 있다
는 인륜의 실천덕목인 오륜중 하나.
5. 스타센터 지하에 위치하며 채플, 여러 행사
를 진행하는 공간. 예전 이름이 다용도실 이였
다.
6.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워크래프트 시리
즈를 기반으로 2014년에 출시한 수집용 카드
게임(CCG)이다.
7. 피라미를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
기름에 튀긴 후 매콤한 양념에 조린 음식이다.
8. 픽셀 형태의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블
록을 설치하며 모험을 즐기는 게임

<순영관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미디어밸리>

<천잠산책로 스타빌 진입로>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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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들의 꿈을 키우는     학우들의 다양한 방학생활을 엿보자!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글로벌 취·창업팀은 유럽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대 시장임을 인
식했다. 유럽에서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는 유럽의 기업문화와 비즈니스를 이해하
고, 현장에서 탐방과 체험을 통해 실체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을 선
정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위
치에 있어 양 지역의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또한,  인구수가 8천만, 한국 면
적의 약 8배에 달하고, 젊은 연령층이 주
를 이루고 있어 잠재력이 풍부하다.
터키 이스탄불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우들

은 12명(인솔 교수 1명 포함 13명)으로 지

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5박 7일 동안
진행했다. 활동 주요내용으로는 무역의 정
의, 코트라(KOTRA)에서 진행한 무역교
육, 외국 기업활동, 현지시장방문, 문화 탐
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터기 연수에 참여한 이슬(외식산업학과

4) 학우는 터키에서 창업한 대표님의 강의
가 본인이 궁금했던 점에 대한 답변이 궁금
증을 해소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학교에
서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고, 특별한 곳
에 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
으로는 너무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한 점을 꼽았다.

4IR 사업단 글로벌워크숍

스타트업 활성 중국 북경 연수

4IR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
력이 되는 중국 북경지역을 해외연수 지역
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창업기관 및 대학의
스타트업 사례와 인큐베이터 우수사례 등
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분석해 우리 대
학 학생창업과 청년창업을 위한 마인드 함
양 및 창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국 북경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우들은

20명(인솔 교수 2명 포함 22명)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3박 4일
로 진행했다. 주요활동은 中关村(중관춘),

칭화대학교, Techcode 등 방문을 통한 중
국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체험을 했
다.
중국연수에 참여한 이다연(스마트미디어

학과 3)학우는 중국 연수가 처음임에도 불
구하고 원만하게 연수를 마쳤고, 다양한 친
구,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한 경험
을 했다고 한다. 4IR사업단이 아니면 생각
지도 못한 인큐베이터 Techcode, In-
ncube 등을 방문해 창업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
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모듈 

탄소융합 일본 연수

한국보다 탄소소재 관련 분야에서 앞서있
는 일본을 해외연수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우는 6명(인솔 교수
포함 7명)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1일까
지 3박 4일로 진행했다. 활동 주요 내용
으로는 일본 Nano Tech 2019 박람회
에 참관하여, 일본의 현황과 한국과의 차
이점을 파악, 도쿄공대 김범준 교수 연구
실에 방문해 멤스(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일본 해외연수에 참가한 김청훈(탄소나
노신소재공학과 졸업)학우는 지난 해외탐

방에서 많은 것을 배워 다시 참여했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발전된 사회 시스
템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
는지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문화 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엿볼 수 있어
많은 경험이 됐다고 한다. 현재는 탄소 인
력양성사업을 통해 인턴을 하고 있고, 본
인처럼 대학원을 준비하거나 다른 기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라고 추천했다.

이번 필리핀 해외취업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순간이 정말 좋았지만 가
장 만족스러운 것은 나 스스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필
리핀 출발 전, 한 달 동안 영어 면접 연습을 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내 모
습이 너무 놀랐다. 무엇보다도 해외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
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을 것

이다. 그리고 필리핀 Clark Marriott 호텔 여러 부서 매니저들과 직원들
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교수님께서 Marriott 브랜드를
선호하시고 그 쪽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전에 나는 ‘어느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지?’ 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진로에 관련된 생각을 정말 많
이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한다면 반드시 Marriott그룹 계열에서 하고 싶다
는 목표가 생겼다.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해외 호텔 취업 면접에 자
신 있게 지원 할 것이다.                                               

김다진 (호텔경영 2년)

1.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학과 단위 전공연계 해외연수 지원프
로그램으로 해외 소재 5성급 호텔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필
리핀 Clark Marriott Hotel 인턴십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 모
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길 바랬지만 최종 4명이 합격하여 3월
9일(토)에 출국했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현지 호텔
에서 본 학과 학생들이 호텔리어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고 칭
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2.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한 일은?
영어로 진행하는 면접이라서 출발 전 한달 동안 학생들과 학과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2번
씩 모여 영어이력서 작성 준비 및 영어면접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현
지 사정으로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학과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
움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면접 연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발전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3. 앞으로 방향과 기대효과?
해외취업을 기존 싱가포르, 베트남, 및 괌 뿐 아니라 필리핀으로 확대하는데 의미가 큽니
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내 다른 호텔로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해외 면접은 현지 호텔 인사담당자가 학과를 직접 방문해서 선발하거나 화상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처럼 직접 현지 호텔 방문 면접은 처음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일할 호텔에 실제 숙박하면서 호텔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호텔리어로서 비전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면접 기회 뿐 아니라 면접대비 집중 교육을 통해 체계적 해외취업 면접 시스템을 마

련했고 이는 향후 학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간 필리핀 UP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끝낸 후 돌아 온지 얼마 안되어 필리핀 클라크 메리어
트 호텔 해외 취업 면접 소식에 반가움 반 망설임 반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 후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에 나와 교수님과 끊임없이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실전면접

에 철저히 준비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설렘과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필리핀행 비행
기에 올랐다. 클라크는 필리핀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깔끔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며 꼭 합격해
서 이 호텔에서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면접일이 다가왔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토대로 마치 실전을 연습처럼 면접을 마쳤다. 
조금 더 준비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떨어지더라도 준비과정을 통해 영어실력향상, 실전

면접연습, 해외문화탐방, 강연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후회는 없
다라고 생각했다. 뜻밖에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뻤다. 직접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직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미리 경험해서 그런지 걱정보다는 설렘이 훨씬 크다. 앞으로도 이
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규화 (호텔경영 3년)

학방 나기

글로벌 취·창업

유럽진출 위해 터키 이스탄불 연수








1. 허베이 대학과의 인연은?
해외학교현장실습을 시작한 지가 만 7년이 지났어요. 처음 3
년은 곤명시로 갔고, 그 이후 4년은 허베이 대학이 있는 보정
시에 갔어요. 허베이 대학은 우리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한 제자(왕려문 교수)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를 소
개해주었어요. 그 대학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적합한 한
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실습하기에 매우 좋은 환
경이에요.

2. 이번 해외학교현장실습은 전년도에 비해 어땠나?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년과 비교하면 한국어 실습이나 다른 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
로 임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나 한국음식체험 행사에서 우리 학
생들이 많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3주간의 기간이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여러 일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처음 인솔부터 마치고 돌
아오는 날까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같아요.

3. 교수님께서 느끼신 보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실습을 통해 전주대 학생이라는 자부심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
지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진로와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
끼게 되지요. 이런 해외학교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의 지원이 더 많아졌으
면 좋겠어요.

유평수 교수와의 인터뷰

임현정 교수와의 인터뷰

“인생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된다는 말인
데 이번 해외학교현장실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사범대학생으로서가 아닌 교직을 하는 비사
범대 학생으로서 중국 허베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역사를 배우는 학과이

다 보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으며, 중국에 사는 현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쌓는 일은 국내에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선택하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해외학교현장실습팀은 조별로 나누어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3주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나의 전공이 아니라 자신이 없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파트너
의 도움 덕분에 원활히 가르쳐 주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르치다 보니 알게 된 사실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르치는 활동 이외에도 중국문화에
대해 탐방할 수 있었다. 만리장성, 자금성, 원명원, 청서릉 등과 같은 역사적인 곳을 방문하여 옛
중국인들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중국은 매우 일부분이라는 사
실과 함께 중국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느꼈다. 

박찬영 (역사문화콘텐츠 4)

호텔경영학과 필리핀 Clark Marriott Hotel 인턴십 면접

중국 바오딩 허베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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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토) 오전 10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교회에서 한국기독교대학신학원협의회(약칭:
한기신협) 주최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이날 우
리 대학 선교신학대학원(원장 류두현) 출신 15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15명은 김병석, 김정
숙, 김정완, 김천규, 노혜경, 박기성, 셈 스레이
래악, 양경무, 윤현희, 이동진, 이요한, 정다영,
정충화, 조범신, 조성숙이다. 이들은 선교신학대
학원을 졸업한 후 한기신협에서 주최하는 안수
자 연수와 교육, 성격검사와 각 학과 시험 등 엄
격한 1년여 간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
여 이날 목사안수를 받게 된 것이다. 한기신협은
이화여대, 전주대 등 11개 회원교 연합체이다.

한기신협 주관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신동
아학원 이사장 홍정길 목사를 비롯하여 김은수

교수(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주임)와 동문출신
목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목사 안수
자 총 28명 중 우리 대학이 15명이었다.

선교신학대학원은 1995년 설립되어 지역사
회의 많은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배출해 왔으
며, 2015년 설립 20주년을 맞아 총동문회를
조직하고, 매년 체육대회와 동문회의 날을 개최
하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교신학대학원은 올해
15명의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
학원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100여명에 이르
는 목사를 배출해냈다. 또한 20여명이 넘는 동
문들이 해외로 파송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
을 전하는 전문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이번 학기 채플 리더자 워크숍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차에 걸쳐 대학교회 본당에서 실시
됐다. 성품채플 리더로 참여하는 지역교회 목회
자 및 성도들이 리더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리더
워크숍은 채플운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
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안내와 주제별 성품훈
련 교육 시연을 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학
교와 지역교회 연합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워크숍의 진행 및 강의는 이진호 목사
(전주동현교회 담임)가 하였으며, 채플 리더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리더 2명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주대학교

복음화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

광을 위하여 충전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우리 대학 채플은 1학년을 위한 성품채플, 소

그룹채플과 영성채플, 지성채플, 진로채플로 진
행된다. 특히 지역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의 돌봄
과 섬김을 받는 채플은 1학년 성품채플과 소그
룹채플이다. 신입생 뿐아니라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이 채플들은 지
역교회의 헌신된 일꾼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
어 학생들을 가족같이 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섬김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신앙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 화
제다. 소그룹 채플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에도 활력을 얻게 되
고, 자신감을 얻고 꿈을 품게 된다. 

선교신학대학원 졸업생
15명 목사 안수 받아

2019-1학기 성품채플 및 소그룹채플 리더 워크숍 실시

신도가 20만 명을 넘고 있는 신○○는
2019년에도 ‘전도’라는 명목으로 포교
에 열을 올리는 있다. 신입생 입학시즌
이나 신학기만 되면 이단들은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현혹시키려고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접근한다. 대학 캠퍼스
에서 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
에게 접근한다. 
특히 학교생활을 도와주겠다면 접근

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도울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
움도 도와준다. 또한 이단들은 동아리,
사회봉사, 해외봉사, 인권문제, 봉사활
동 등으로 위장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
기고 접근한다. 

신○○ 피해자 이야기에 따르면 신입
생 때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
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성경공부가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대학 캠퍼스 생
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성경공부는 교육과정이 끝나자 바로 무
리한 봉사활동과 금전적 요구로 이어졌
다고 한다. 이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
복하게 되었으며, 이 활동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연락을 끊으면서 살았던 신○
○의 생활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이단이 관계를

맺는 초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가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탈퇴하는 인
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요즘 이단들은 국내뿐 아니라 한류를
이용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포교 및 해
외 포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해외봉
사 명목 하에 사전교육을 받게 한다. 사
전 교육은 다름아닌 자신들의 교리 교육
이다. 해외 봉사활동기간에도 교리 교육
은 진행된다. 그렇게 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어 수업, 한국 영화모임, 한복체험, 김치
만들기, 전통 놀이, K-POP등으로 한
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단들은 한명을 포교하기 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접근하
고 있다.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결국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미리 알고 주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들이 입학
한 지금, 게시판마다 붙어있는 포스터도
주의해야 한다. 관심 있는 동아리나 특
기 활동이 있을 때는 주최 주관자가 학
교인지, 학교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
해야 한다.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과 인
맥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학과 학
생회와 중앙동아리 활동, 총학생회 활동
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신학기 이런 
사이비단체 주의해야

동아리,인권,봉사활동으로 접근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접근 중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

♥교직원 목요아침기도회♥
일 시 설 교 자

3월 21일(목) 홍동필 목사
3월 28일(목) 홍동필 목사
4월  4일(목) 정용비 목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왕의 왕이
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이라며 모
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속절없이
자기들 곁을 떠났다.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줄 알았던 하
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전부 수포
로 돌아갔다. 이제는 고향으로 달아
나는 일만 남았다.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
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
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시 ‘그랬다지요’이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바
로 제자들의 마음이다. 그 처절한 십
자가 처형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게
아닌데’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길을 떠
난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며 그
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
나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
까이 이르러 동행하며 그들에게 물으
신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
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눅
24:17). 눈이 가리어진 그들은 사망
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
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
님은 그들이 겪은 일들을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풀이해 주신다. 성경을
들어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야만
했다며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
룻밤을 묵으면서 떡을 떼어 주며 눈
이 밝아지게 하신다. 지난 며칠 사이
에 일어난 사건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어 주신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
냐”(눅24:26). 

▼ 2019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
었다. 새로움을 바라보는 우리는 엠
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
하기에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한 학
기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다. ‘마음
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
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는
전주대학교가 되길 간구한다. 할렐루
야!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같이 새 날 열어 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으로 전주대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55년 동안 전주대
학교를 지켜 인도하여주시니 진심으로 감
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서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감당할 인재를 양성케 허락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들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을 가르치고 훈
육하는 막중한 의미를 맡겨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
게 하여주시고 세상의 지식을 전할 때, 하
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스승이
되도록 능력을 베풀어주옵소서. 

2018년도 학위 수여식으로 2200여
명의 인재들을 배출케 하시고, 2019학
년도 2661명의 새내기 어린양들을 이곳
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공허한 이 세상에서 포용과 안일
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몸 바치며 그 젊은 패기와 정열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젊
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의과학대학 최용욱 학장

<기도문>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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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에 게재된 내용대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인간의 최고 선(善)은 덕(德)이며, 죄
와 악의 근원은 무지와 이성의 결핍에 있다는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과
인간의 회개는 생소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을 붙잡아 당시 그리스
법정인 아레오파고스(Areopagos)에 세우고
다그 쳤다. 그러나 바울이 누군가, 학문적으
로나 혈통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나 꿀릴
것이 없이 모든 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서 열변(강론 내용 전

호 참조)을 토했지만 철학과 복음 사이의 간
격을 좁힐 수가 없음을 느끼고 선교지를 고린
도로 옮기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로 가기 전 우선 아테네를 한 번 더
둘러보고자 한다. 아테네는 고대의 역사를 간
직한 건축물들이 찬란했던 그리스의 옛 문화
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
폴리스 언덕 위에 있다. 파르테눈 신전은 기
원전 5세기 그리스의 번영을 위해 페리클레
스가 주도한 아테네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기
원전 438년에 완공되었다. 

파르테논 신전은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
에 어느 곳에서나 눈에 뜨인다. 그러나 이는
올려다보아야 함으로 전체적인 윤곽이 시야
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를 잘 보려면 아크로
폴리스 건너편에 있는 필로파포스(Filopap-
pos Hill) 언덕으로 올라 가야한다. 언덕이라
고는 하지만 숲이 우거진 야산이다. 이곳 정
상에는 2세기 초 아테네를 위해 힘썼던 로마
의 집정관 필로파포스의 기념비가 서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갇혀있었던 감옥이 야
산 중턱에 있어서 필로파포스 언덕을 오르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언덕 정상에서 보면 파
르테논 신전은 물론이고 아크로폴리스 아래
주변과 함께 고대 아고라를 비롯해서 지금도
음악회가 열리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과
디오니소스 극장 등이 잘 보인다.

필로파포스 언덕을 내려와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올라가면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니
케 신전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그리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언덕의 가장자리에서
는 제우스 신전의 기둥과 말굽 모양의 트랙이

선명한 근대올림픽 경기장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게이트와 비잔틴 교회
건물 등 고대 유적들이 숨은 듯 머리를 내밀
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테네 시내를 더 넓게 보려면 리카비토스
언덕(앞 사진 오른편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면 된다. 이 언덕은 해발 277m로 아테네에
서 제일 높은 곳이다. 여기서는 파르테논 신
전이 내려다보이고 시내가 전부 한 눈에 보인
다. 그리고 맑은 날은 멀리 지중해와 에게해
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테네의 지형 또
는 역사유적을 통해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러
움이 있다.

그리고 리카비토스 언덕은 부활절이 되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촛불 행진으로 언덕
이 밝혀진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 입장에
서 볼 때 비록 바울이 당시에는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스도의 복음이 이곳에서도 뿌리내린 사실을
알게 된다.      

김천식 문학박사(교회사)

바울 이야기(3)   아테네의 문화유산

▲ 동틀 무렵에 필로파포스 언덕에서 바라본 파르테논 신전

진리의 샘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호와 필요를 따라서 추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
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신을 메시
야로 입증하고 싶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
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표적에 대한 그들
의 집착은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요구 했습
니다. 이런 유대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
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은 사흘 동안 선지자가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처럼 예수님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것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은
실망을 했습니다. 메시야의 자격으로 예수께
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고작 죽어서 3일 동안
땅 속에 매장되는 것이라는 말씀에 어쩌면 정
나미가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감
조차도 거품처럼 흩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
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은 상상
을 초월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적만 깨달으면 온 세
상에 최고의 유익을 주는 표적 중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유할, 나타낼, 표

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체물도 없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
님이 종의 형체를,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에 오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제한된 존재로
내려오셨습니다. 만물보다 못한 존재의 끝에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존재를 섬기는 종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분에게 대
접과 환대가 아니라 무시와 조롱과 비방과 모
함과 모욕과 폭력과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릅
니다.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마
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단 하나
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
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다 높은 권력을 구합

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력자는 그 권력의 지
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권력을 다스리고
선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자입니다. 우리
의 대학생 됨의 이 권력, 능력, 어떻게 사용해
야 될까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에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특권,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교수됨, 교
직원 됨에 부여되는 권한과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한 학기동
안 이 캠퍼스에 출입하는 학생들, 이 지역사
회 주민들, 그들의 영적복지, 지성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섬
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교직원 선생님
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한기 동안 십자
가의 능력이 우리 캠퍼스를 다스리고 우리 모
두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22-25)

<목요아침기도회 설교>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 제우스 신전 기둥과 하드리아누스 문 ▲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비잔틴시대 교회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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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사람

즐거운 대학 생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새롭게 취임하신 9분 학장님과 만남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인문대학 학생들은 요즈음 더
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좋은
품성과 인문학적 소양의 덕목
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문대
교수진 역시 잘 소통하며, 인
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증대에 헌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빨리 파악하여 준
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봉사, 동아리활동, 경
제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이 모두 같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문대학
을 만들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하여 인문대학의 4가지 방안인 “인문대 인지도
강화방안”, “학생만족도 증대방안”, “취업률 향상방안”, “중
도탈락률 하향방안”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해 나
갈 예정입니다.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
공영역과 민간 비영리영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
는 교육과정들이 모여 있습

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사회에 두루 기여하는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많은 독서와 언어능
력, 체험활동, 봉사, 토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활 동안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력을 끌어올려 성장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마라톤처럼 길
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회과학대학은 현
재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1964
년 전주대가 창립될 때
부터 창설되면서 유서가
깊은 학과이자, 그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
제·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

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근
에 화장실 온수기 설치 및 휴대 공간 확보와 공부할 수 있
는 독서실 설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에
서 온 학생이랑 같은 고향 교수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저
는 학장으로써 교수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발표와 토론 자
리를 마련하여 경영대학을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유망 직종이 많은 의과학대
학은 70% 이상의 취업률과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자
랑하는 대학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우리 단대는 정서적
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
을 통해 남에게 섬김과 사랑

을 베푸는 학생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4년의 짧은 대학생활 동안 친구, 선배, 교수로부터 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생활을 한다면 보람된 학교생활
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단대는 생명을 다루는
학과다보니 학생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허브정원에 예쁜 꽃을 심어 천잠관 주변을 아름다
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장
비나 시설들을 새로운 것들로 대체하여 학교생활에 편의
를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공과대학은 지역 사회에 전
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한 공학교
육인증(ABEEK)을 받은 현장중
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제공합
니다. 우리대학은 학생들에게 융

합형 인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며
국제적인 공학교육의 기준에 맞춘 내실 있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6개 학과에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였
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창의적 설계교
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
니다.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
을 한다면 긍정적인 사고가 나오고 언어적인 소양 ‘영어’,
‘한자’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학
생활을 통해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대
학은 평생 멘토제를 통해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취업을 돌
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교육과 연구의
조화를 통해 공과대학을 발전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융합대학은 문화 예술
과 체육, IT 분야의 특화된
학과들이 모여, 명실상부
21세기 ‘융복합 교육’을 실시
하는 대학으로서 전주대학
교의 대표 브랜드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소

비자인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미래
한국 사회를 견인해 나갈 최우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탄생
한 대학입니다. 
현실에 깊숙이 안착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예술과 과학
이 함께 공존하며, 우리 ‘문화융합대학’은 새로운 교육 패
러다임을 통해 첨단의 실용학문을 실시하는 미래지향형이
며 각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쌓아 온 권위 있는 교수님
들이 학생 개개인을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친절한 대학입
니다. 21세기를 선도해나갈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
한민국 융복합 교육의 선두 주자임을 자부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대학은 2000
년 설립년도부터 19년 동안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
면서 관광경영, 외식산업, 패
션산업, 한식조리, 호텔경영
각 학과의 높은 취업률과 교
수님들의 열정으로 맞춤형

취업 전문 교육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등 실무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
종 자격증 및 외국어 교육을 위한 특성화과정을 운영하며
세계 유수의 호텔, 여행사, 식품 및 외식, 패션기업 등에서
의 인턴십, 단기연수 등 독창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관광 분야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경쟁력을 이끌고 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
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봤으면 합니다.

2018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에서 61명이 합격하였고,
올 해 2019년도는 무려
70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
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꼭 가
야 할 곳 세 가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강의실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며
나머지 한 곳은 바로 교수 연구실입니다. 그 중 교수 연구
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곳이죠. 자신의 지도교수님을
수시로 찾아 학교생활이나 진로, 취업, 인생 설계, 독서,
강의, 리포트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마음에 새겨 둔 글귀가 하나 있
습니다. 근현대 한국의 위대한 지성이었던 故함석헌 선생
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업은 위대한 혼이 있고서야 되
는 것이요, 위대한 혼은 위대한 교육이 아니고는 될 수 없
다.” 교육은 위대한 혼이 있고서야 비로소 위대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기초융합교육원에서는 전공심
화 학습을 돕기 위한 기초교양
교육을, 글로벌 환경에 적응과
정보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
해 외국어교육, 컴퓨터 교육,
그리고 선교사적 마인드와 의
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신앙교육과 리더십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과
대와 다르게 모든 학생이 소속되어있으며 기초융합교육원
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수님들의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는 능숙하지 못할 수 있지
만,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면 새롭게 느껴지고, 재
밌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 진출할 때 공
부한 이력이 노력에 맞춰서 품위 있게 전달되었는지 고민
과 함께 교양강좌를 이수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
여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과대학 이해성 학장

인문대학 이상균 학장 사회과학대학 김명식 학장 경영대학 이상우 학장

의과학대학 최용욱 학장 문화융합대학 이상행 학장

기초융합교육원 조동영 원장사범대학 소현성 학장문화관광대학 차진아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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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주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
명문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
해서는 대학구성원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
에 기초한 단합된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이 서
로 믿고 신뢰하며 대학의 기본인 진리탐
구와 학문연구에 매진할 때 우리 대학의
내실이 강화될 것이다. 교육이 충실하여
학생을 만족시키고, 학생은 학습에 매진
하여 실력을 충족시킬 때 우리대학은 세
상이 인정하는 기독명문대학으로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이 직면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
서 밀리지 않아야 하고, 국립대학과 차별
화된 강점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학령인
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의 현실에
도 적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과 적응의 현실에서 우리대
학은 무엇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가? 이는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있을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다른 대
학이 가질 수 없는 우리대학만의 경쟁력
이 될 것이다.

진정 우리대학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
고자 한다면 진실을 바로 보고 본질에 충
실하여야 한다. 대학의 본연의 기능인 교
육과 연구에 충실하여 실력 있는 전문인
을 길러내어야 한다. 더불어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인
성과 품성을 지닌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
이 우리대학의 진정한 발전방안일 것이
다.

교육충실을 통한 학생만족과 학습충실
을 통한 실력향상은 어느 누구 하나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성과 품
성의 육성도 대학구성원 모두의 정성이
모여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명문대학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구성원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

단합된 힘으로 
기독명문대학을 

이루자

미디어 환경변화와 대학언론

교수칼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읽지 않
은 모바일 메신저를 확인한다. 이동하
는 시간동안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 뉴
스를 읽고 댓글로 사람들의 반응을 본
다. 근처 인기 있는 맛집, 요즘 유행하
는 옷, 연예인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까
지도 앉아서 엄지손가락 몇 번 움직이
면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이처럼 미디
어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에 있다.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 전달

매체’다. 과거, 정보 전달의 주된 매체
는 신문, 잡지, 서적과 같은 인쇄매체
(printed media)였다. 인쇄매체는 종
이에 글을 써서 전달하기 때문에 일방
적이고 전달 속도가 느리다. TV, 라디
오 같은 전파매체(propagational
media)가 발전하면서 전달속도가 빨
라지고 정보 전달의 범위는 커졌으나,
여전히 일방적 전달에 머물렀다. 온라
인 매체(online media)가 활성화 된
후에야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었다. 현
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소
비자이면서 생산자다. 이것을 생산자
(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더욱 발달하
고 있다. 과학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이 뉴스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첨단 장
비를 가진 일반 시민이 1인 미디어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한다. 전 세계 사
람들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는 나날이 발전하는 반

면 대학언론은 존폐 위기에 있다. 과거

의 매체, 소위 ‘한물 간’ 인쇄매체를 주
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줄자
운영비도 줄었다. 여기에 대학이나 교
수의 간섭 등 독립적이지 못한 애매한
위치도 한 몫 했다. 위기를 직감한 대
학언론은 최근 소통의 창을 만들어가
고 있다. SNS 페이지를 개설하여 정
보를 전달하고,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
여 사람들과 소통한다. 시스템을 단번
에 바꾸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시
작이 반이다.
대학언론의 변화에 더해져야 하는 것

이 바로 구독자의 관심이다. 대학언론
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학내·사회문제
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진실
을 알린다. 그러나 주요 독자가 되어야
하는 학생은 정작 무관심이다. 고등교
육을 배우는 지성인이라면 당장 눈앞
에 보이는 성적, 취업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내
여러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독자
가 되는 것, 내가 속한 사회를 발전시
키는 길이다.

학생기자칼럼

편집장 이혜린 기자

3.1운동 100주년에 보는 일제의 잔재 유산

“일제의 잔재 유산”은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의 전역에 남겨 놓은 부정적인 의
미의 유산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의 의
도와는 상관없이 일상적인 사회의 발
전과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금년 봄에

유달리 일제 잔재 청산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국민의 여론조사도 80%를
넘고 있으며, 일제가 패망한지 오래되

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일
제의 잔재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친일파로 지목된 문학가들

이 지은 노래나 교가의 폐지라든지, 일
제시대 당시의 지명, 명칭 등을 본래대
로 되돌려야 한다는 방송들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한
정치인이 목포의 일본식 가옥(敵産家
屋)을 매입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
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제의 잔재 유산인 일
본식 건축물이나 일제수탈의 산물인
산업기반 시설들을 전부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 수 있다. 우
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내에 있었던 조
선총독부 건물의 해체, 서울시청 본청
건물의 일부를 부수어 버리고 신청사
건축을 감행한 일 등 많은 예를 접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제시대의 잔재 유산도

처참한 역사의 산물임이 분명하지만
잘 보존하여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주
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주의 박다옥, 군산
의 조선은행, 장기십팔은행, 군산세관,
이영춘 가옥, 정읍 신태인 도정공장,

김제의 하시모또 농장 등의 건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 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재
청과 학계에서는 역사적,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일제의 잔재 유산을 없앤다고
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
는다. 그보다는 일제의 잔재 유산을 어
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
하다. 일제가 남긴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그
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서 후
손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여 슬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화려한 역사만을 부각하고 일

제의 잔재와 같은 부끄럽고 창피한 역
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며, 잔재 유산의 가시적인 것만을 없애
기 보다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외세의 강점과 저항이

라는 굴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일제
잔재 유산에 대한 가치 조명과 보존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인문대학장 이상균 교수
(역사문화콘텐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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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Bible, we can see sto-
ries of people choosing between faith
in God and faith in something else.
Just as in Elijah’s day, there are many
that are uncommitted and unaware
that their indecisive straddling is haz-
ardous to their spiritual health. Let’s
examine three points. 
The first is: I. The Uncommitted. The un-

committed are those who are under
conviction-but are not convinced.
Some people have a good understand-
ing of Christianity and its teachings,
yet they postpone doing the right
thing. Repentance is always difficult,
and that difficulty grows greater by
delay. There are those who are spec-
tators-attending church but not part
of the church. Many are interested in
the church but are not committed.
They straddle between the world and
God. Luke 16:13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
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here are many Christians
who are spiritually starving to death
as they try to straddle between the

world and God. 
The second is: II. The Dangers of Being Un-

committed. It is devastatingly destructive
and can be deadly. What happens to
people who stand in the middle of the
road? They get run over! To the un-
believer indecision can cost eternity. In
verse 21 of our text Elijah literally
says, “How long will you waver be-
tween two opinions?” Indecision makes
us useless and it is highly contagious.
If we are uncommitted Christians it is
very dangerous. 
The third and final point is: III. The Call

to Commitment. Commitment is viewed
negatively because it limits our ability
to feel independent and free. People
often willingly make commitments
only when the expected outcome ex-
ceeds what they must sacrifice. In
several countries, Christians are tested
by hardship, but in others they are
tested by freedom. At times testing by
freedom is much harder. Nobody pres-
sures you about your religion. So, you
become relaxed and do not concentrate
on Christ and His teaching or how He
wants you to live. In our commitment
we often have to give up our freedom. 

A Haitian pastor illustrated to his
congregation the need for total com-
mitment to Christ. His parable: A cer-
tain man wanted to sell his house for
$2,000. Another man wanted very
badly to buy it, but because he was
poor, he couldn’t afford the full price.
After much bargaining, the owner
agreed to sell the house for half the
original price with just one stipulation:
He would retain ownership of one
small nail protruding from just over
the door. After several years, the orig-
inal owner wanted the house back, but
the new owner was unwilling to sell.
So, the first owner went out, found the
carcass of a dead dog, and hung it
from the single nail he still owned.
Soon the house became unliveable, and
the family was forced to sell the house
to the owner of the nail. The Haitian
pastor’s conclusion: "If we leave the
Devil with even one small peg in our
life, he will return to hang his rotting
garbage on it, making it unfit for
Christ's habitation. I hope that we un-
derstand that we can’t be committed to
God if we are straddling. 

“Straddling Can Be Dangerous” (1 Kings 18:17-21)

I met three foreign students:  Hoang
Son Trang and Tran Thai Bao from
Vietnam, and Turatbek Kyzy  Bu-
rulcha from Kyrgyzstan. They are
away from home studying here at
Jeonju University. Let’s listen to them
and find out how they are getting
along.
Q: What brings you here?
H: I loved Korean dramas in Vietnam.
I wanted to study abroad and to go to
Korea because I have a lot of interest
in Korea. 
B: I just wanted to study abroad.
T: I didn’t have a particular reason for
choosing Korea. However, after I came
here, I set a goal to work for a Korean
company in Vietnam.
Q: Is there a special reason for choosing Jeonju
University? 
H: I heard I would get a scholarship if
I came to Jeonju University.
B: When I was in my home country,
there was a Korean professor. He told
me if I go to Jeonju University, I will
be able to adjust well. So I’m here now.
T: My academy in my hometown rec-
ommended Jeonju University to me.
Q: Why did you choose your major?
H: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it over.
I saw many Korean companies come
to Vietnam to do business. I thought if
I study business administration, I
could get a job easily. So I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
tration.
B: Before I came to Korea, I studied
electricity in Kyrgyzstan. Naturally, I
chose to study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One more, you know, I
will get a job more easily after gradu-
ation.
T: I thought business administration
was right for me. So I chose it.
Q: What is the most memorable lecture you have
ever attended? Also, why was it the most mem-
orable?

H: Now it’s gone, but there was a lec-
ture called “Hip-hop Dance” First of all,
the professor was very kind. And I was
surprised to see my Korean friends
dancing. Before that class, I only saw
them studying.
B: I can’t think of any special lecture.
Not yet.
T: “The Theor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remains the most memo-
rable for me. I was impressed by the
professor’s hard work. I liked group
discussions. And most of all, I got a
really good grade.
Q: Do you experience any inconvenience at
school?
H: It’s been about five years since I
came to Korea, but I am still worrying
about cultural differences. Especially,
the Korean communication style is
different from the Vietnamese.
B: I’m not a Christian, so I felt a little
uncomfortable in my obligatory Chris-
tian class.
T: I think our school should provide
more scholarships for foreign students.
Q: Have you changed since you came to Korea?
H: I got into the habit of reading books.
I was not a bookworm in Vietnam.
Reading books helps me relax when
I’m worried or stressed out.
B: Not really.
T: My interest in the field of economics
has increased.
Q: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future?
H: I haven’t decided yet. I am looking
over what is possible. However, I am
thinking more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
B: After graduation, I will go back to
Kyrgyzstan and get a job. If I fail, I
may go to graduate school and try a
master’s degree.
T: I’ll get a job in Vietnam.

Voices on Campus

By Kim Jieun / Reporter

Welcome to the first semester of
2019! It is a new school year, and
for many of you, it is your first
week at university, which can be a
bit of a stressful time; so many new
classes to find and a whole new
campus to learn. It can all be a bit
overwhelming. Well, for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practicing
your English with other students,
interacting with native speaking
professors, or if you just want
somewhere to take a break from
the craziness of the new semester,
then why not check out the Global
Lounge? 
This is a space for students to

come and relax, hang out, and
practice their English without any
stress about grades or making
mistakes; just have fun.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Star Center, just
down the hall from Pandorothy
Cafe, the Global Lounge is open
from 10:00 a.m.-5:00 p.m. Monday
to Friday. There is always a stu-
dent volunteer available to help you
with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and they are happy to help you
practice speaking in English. The
foreign professors also spend one
hour a week there, so you can
check the schedule or just drop in
to meet some
of them as
well. Look for-
ward to seeing
you there! 

Welcome back to school for those of
you who are returning and welcome to
university life for those who just fin-
ished high school. Whichever category
you are in, with a new year comes new
classes, instructors, possibly new
classmates and most importantly, a
new start. Many people see the begin-
nings of things as a new beginning and
can be a time to change to improve
your health, your study habits, your
life in general, any number of things.
But it is wrong to think that you need
a special time to change things.  We
can have a new start every day.  So if
you mess up, just decide to start over
by changing what needs to change and
then do it.
University is a special time in our

lives. We break free from high school
and, as some of my students have told
me, finally enter society as a real per-
son. This is the time to experience
many new things. You are an adult or
on the cusp of adulthood and a whole
new world is opening up to you. You
have freedom you may never have had
before and can try new things. If you
live on your own, you can come and go
as you please. If you live at home,
hopefully your parents respect you
enough not to give you a curfew. If
they do, meet their requirements to
prove you are responsible and then try
to negotiate a change. Depending on
costs and your budget, you can try al-
most anything you were interested in
when you were struggling with tests
and did not have an opportunity to do.
Jeonju University has many clubs. Ex-
plore them. Try some out.  See where
your interests lay. Try a new sport.
Maybe you will find the perfect fit. If
you really dislike it, you do not have
to stay. There are so many fantastic
things in the world. You do not need
to try them all, but be open-minded
and you might surprise yourself and
others.
Mee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imilar things.  Maybe you will meet
your soulmate.  Maybe not. You do not
have to marry the first person you
date. These are the years when you

have finished growing physically but
really develop mentally and socially.
Change is inevitable. If you grew up
like me, with mostly the same people
in every class since elementary school,
you longed to change but never had a
chance to, because you were pigeon-
holed by the people around you into a
certain type of character, unchanged
since they met you. You probably
changed but no one treated you like
you changed no matter what you did
and treated you like you were still the
same person. Even if some of those
people are still around you, there are
enough new people that they will see
you as you truly are now. University
is a time when you can be the person
you see yourself as, not as others have
seen you in the past. Reinvent your-
self. Become a better student, a more
social person, skilled at new hobbies
and activities and sports, the person
you feel inside, not someone else’s def-
inition of you. Because once you decide
to marry, your partner does start to
define you by their desires.  Your job
starts to restrict your time and oppor-
tunities to try things. Yes, you will
have more money than now (I hope!)
but less time and freedom. Children
change everything, because they
should come first, their needs and care
depends mostly on you.
So this likely will be the most free-

dom you will ever get. Do no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get out,
meet people, try new things, new
sports, new activities, new hobbies.
Make money for the future and school,
but also for travel, improving your life
if it is needed, get experience for your
profession, study well, make contacts.
Prepare for the future but also live for
today because the future is not prom-
ised. I often hear YOLO you only live
once. So make the most of it, enjoy it,
do not cut it short by foolish actions or
challenges and make it the best life
you can. Just remember you share the
world, so do not forget to help others
and above all, be kind to humans and
animals.

Another School Year Begins!

By Ingrid Zwaal

By Scott Radford

Welcome to 
Global Lounge!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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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가..  기기간간  ::  ((11학학기기))  22001199..0033..1188..~~22001199..0055..3311
나나..  장장소소  ::  스스타타센센터터  330066호호  기기초초융융합합교교육육원원  행행정정지지원원실실  ((☎☎..  006633--222200--22660033))에에서서  

접접수수증증  수수령령하하고고  온온스스타타에에서서  비비교교과과프프로로그그램램((글글쓰쓰기기클클리리닉닉))신신청청완완료료하하기기

2. 상담기간 및 장소
가가..  기기간간  ::  ((11학학기기))  22001199..0044..0011..~~  22001199..0066..2288
나나..  장장소소  ::  학학생생회회관관  331199호호((신신문문방방송송국국  내내  글글쓰쓰기기  클클리리닉닉  센센터터))

3. 상담 방법
학학생생  11인인당당  33회회  ((대대면면  상상담담  22회회,,  EE--mmaaiill  상상담담  11회회))

4. 지도 항목
이이력력서서,,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리리포포트트  및및  논논문문  
예예술술문문((시시,,  수수필필,,  희희곡곡,,  시시나나리리오오  등등))
기기획획서서  및및  제제안안서서,,  프프레레젠젠테테이이션션,,  기기타타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1학기) 2019.03.18.~2019.05.31
나. 장소 :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 (☎. 063-220-2603)에서 

접수증 수령하고 온스타에서 비교과프로그램(글쓰기클리닉)신청완료하기

2. 상담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1학기) 2019.04.01.~ 2019.06.28
나. 장소 : 학생회관 319호(신문방송국 내 글쓰기 클리닉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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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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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3학기 이상 
등록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평균평점 
2.5이상자

·일정 : 2019년 하계방학
·지역 : 탐방 신청 지역 

및 본교 전략지역
(외교통상부 지정 여행 자제
및 금지지역 제외)

·팀구성 : 3~4명
전공공모는 전공연구 주제 
필수(전공자 팀 구성)
지정공모는 취업연계형
또는 봉사연계형 택일

·선발인원은 10팀
(30~40명) 내외로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평점, 
이수학점), 서류심사(탐
방지원서 및 계획서), 
면접심사(PT발표)로 
합격자 선발

·서류다운로드는 
www.jj.ac.kr(커뮤니티-
알림방-공지사항)방문

·서류접수는 국제교류원
(203호) 방문

·매주 월요일 오후6시 
온누리홀에서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
류원 박이슬(063-
220-2344)로 문의

2019 - 1학기 Star-T 트랙신청 안내

♣트랙신청기간 1. 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2. 장소 : 각 단대 해당 CA실    3. 트랙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1. StarT Program 트랙제도(Track system)이란? 
StarT Program은 대학시절 자기개발의 성과를 포인트 화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SP장학금,
해외연수, 인증서)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개인별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센
티브를 주는 트랙제도(Track system)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트랙제도(Track system)의
종류에는 자격증취득트랙, 외국어향상트랙, 성적향상트랙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2. 트랙(Track)신청방법
가. 자격증 취득트랙
* 자격증취득트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해야 한다.

* 트랙신청 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기본점수와 트랙신청 가산점수(SP)를 
동시에 부여한다.

* 자격증 취득결과는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한다. 단, 방학 중에 참여한 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휴학기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복학 후 인정받을 수 있다(복학 후 개강 1개월 안에 재출시 인정)

나. 성적향상트랙 
* 신청자격 및 제출시기
㉠ 신청자격은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학기 이상 수강한 자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성적향상트랙 신청서는(다운로드) 개강 후 4주 이내에 해당학부 CA실에 제출해 야 한다.
* 평가기준
㉠ 성적향상 트랙을 신청한 학생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SP로 인정한다. 

성적향상 트랙은 매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포인트를 인정하는 시기는 성적 정정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 
㉢ 트랙신청서를 제출하였어도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SP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일단 포인트로 인정하였을지라도 사무착오 또는 부정행위 등이 밝혀졌을 경우 이를 

정정·취소할 수 있다.

다. 다이어트트랙
신청대상자: 남자 - 체지방률 25%이상, 여자 - 체지방률 30%이상 과체중인 경우로 제한
신 청 방 법: 각 단대 CA실 해당 선생님께 확인서 받아 지참 후 순영관 또는 보건소에서 

인 바디 검사 후 다이어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와 트랙신청서 작성하여 도전
신 청 기 간: 개강 후 한 달 ( 3월 4일 월요일 ~ 3월 29일 금요일 까지)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중 10% 감량 (SP부여)

2019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대      상 : 우리대학 재학중인 1, 2학년 남, 여학생 
(올해부터 1학년 여학생도 지원 가능)

- 모집기간 : 3. 1 ~ 3. 31(1개월) 

-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www.armyofficer.mil.kr) 후 
지원서류 학군단 제출 

- 문      의 : 학군단 220-2492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2019-1학기 글쓰기 클리닉2019-1학기 글쓰기 클리닉

순 날짜 장소 강사(소속) 강의주제
1 3/21(목)

전주대학교
진리관
109호

장순순(전주대 HK+연구교수) 조선시대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
2 3/28(목)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국가를 계약한 사람들
3 4/04(목) 김명희(전주대 HK+연구교수) 비극의 끝에서 생존하기ㅡ위화(余華)의 인물들
4 4/11(목) 안정훈(전주대 중국어 중국학과) 음양오행설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적용
5 4/18(목) 김혜신(전주대 영화방송학과) 한국의 영화 역사와 문화
6 4/06(토)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실장)

최명희와 꽃심의 도시 전주
7 4/13(토) 전주한옥마을 봄날, 전주한옥마을 걷기

“온다라 교양플라자” 
강좌 수강생 모집

대      상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강의를 수강가능

HK+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매주 목 오후 4시 무료수강

문의처: 전주대학교 HK+지역인문학센터 063-220-3201~3 / ondara@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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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ây là nội dung bài thi nói của bạn du học
sinh Trần Thu Hương đang tu nghiệp tiếng
hà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y vọng
rằng, thông qua bài nói này các bạn du học
sinh Việt Nam sẽ hiểu thêm về cuộc sống
du học và tìm ra cho mình những phương
pháp để thích ứng với môi trường sống ở
nơi xứ lạ và biến nó thành một cuộc du
hành trải nghiệm của cuộc đời mình các
bạn nhé. 

Mình là Trần Thu Hương. Mình đến từ đất
nước Việt Nam. Hiện nay, mình là tu
nghiệp sinh tiếng hà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mình đang học lớp 2D do thầy
Jeong Yeongjun chủ nhiệm.
Chủ đề mà hôm này mình muốn gửi đến
các bạn du học sinh chính là: “ Năm ghi
nhớ vàng để biến cuộc sống du học thành
một trải nghiệm tuyệt vời”.
Du học là gì? Với mình, du học là book
một chiếc vé máy bay, lỉnh kỉnh đồ đạc,
sang một đất nước mới và mọi thứ bắt đầu
mới toanh, đầy lạ lẫm. Thế là bắt đầu cuộc
sống du học xa nhà. Vậy làm thế nào để
biến cuộc sống du học của mình thành một
trải nghiệm tuyệt vời? Hãy cũng mình cố
gắng nhé.
Tích cự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để vơi
đi nỗi nhớ nhà, Có lẽ khó khăn đầu tiên

mà hầu hết chúng ta đều gặp phải đó
chính là nỗi nhớ nhà. Vốn quen sống trong
vòng tay của bố mẹ, được bố mẹ yêu
thương che chở, được ăn những món ăn
ngon do mẹ nấu thì giờ đây, khi thức dậy
ở một đất nước xa lạ, tất cả mọi thứ chúng
ta đều phải tự mình làm hết. Nó đòi hỏi sự
mạnh mẽ, ý chí kiên cường và sự quyết
tâm của bản thân. Chính vì vây, thay vì
đắm chìm trong nỗi nhớ nhà thì chúng ta
hãy lấy gia đình để tiếp thêm sức manh
cho bản thân, cố gắng từng ngày.

Ngôn ngữ - chìa khóa mở cửa trái tim.
Đừng quên nhiệm vụ chính của du học
sinh chúng ta là học, Hãy cố gắng học
tiếng thật tốt, chúng ta sẽ có nhiều cơ hội
tốt hơn trong cuộc sống. Giao tiếp tốt,
chúng ta có thêm những người bạn tốt,
công việc tốt. Ngôn ngữ giúp chúng ta hòa
nhập hơn với cuộc sống du học một cách
dễ dàng hơn.
Đắm mình trong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Hãy nói chuyện với nhiều người, đọc báo,
xem truyền hình trên đài địa phương. Hãy
tìm hiểu văn hóa người Hàn Quốc những
món ăn của đất nước họ. Hãy cảm nhận
âm nhạc và quan sát phong cách sống của
người Hàn Quốc. Tích cự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truyền thống và hoạt

động thể thao. Kết n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ịa
phương để kĩ năng giao tiếp được cải
thiện. 
Kết nối với những người bạn. Tìm ra

những người bạn tin tưởng nhất để đầu tư
vào mối quan hệ đó, cùng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hào hứng để không rơi vào
hoàn cảnh đơn độc. Tìm kiếm và kết nối
với những người bạn bản địa đang sinh
sống hoặc đang học tập tại thành phố bạn
đang du học. Khi đó họ sẽ cho bạn những
lời gợi ý về món ăn ngon hay những nơi
có thể du lịch và văn hóa ứng xử của
người Hàn. Điều quan trọng nhất thì bạn
có thể học hỏi được từ họ rất nhiều về
ngôn ngữ.
Tận hưởng những chuyến du lịch thú
vị ngay khi bạn có thời gian. Hãy lên kế
hoạch du lịch, trải nghiệm tại đất nước nơi
bạn đang du học khi có cơ hội. Nó sẽ giúp
bạn hiểu nhiều hơn về văn hóa và các tập
tục văn hóa giữa các vùng miền địa
phương. Điều này cũng giúp bạn nhìn
nhận được các vấn đề một cách đa chiều
hơn và giúp bạn sẽ quan tâm đến văn hóa

Hàn Quốc nhiều hơn. Hãy tìm cho mình
một người đồng hành chí cốt để chuyến đi
thêm thú vị hơn. Trước khi đi du lịch các
bạn hãy trang bị cho mình những kiến thức
và thông tin về nơi mình sẽ đi và cách đi
như nào thì chuyến đi của bạn sẽ trở thành
một trải nghiệm vô cùng ý nghĩa và những
kinh nghiệm quý giá. Và trước khi khởi
hành chuyến du lịch của mình thì hãy báo
lại với thầy cô giáo trong trường biết để
thầy cô nắm bắt được thông tin của bạn để
tránh xảy ra những điều đáng tiếc. 

Bản thân mình qua Hàn cũng chưa được
bao lâu nhưng mình đã có những trải
nghiệm thực tế và cảm nhận được. Bài viết
này là những gì mình cảm nhận được và
nghĩ rằng sẽ giúp đỡ được phần nào đó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mới đến và những
bạn học sinh bận rộn ít có thời gian để trải
nghiệm. Mình hy vọng rằng bài báo sẽ giúp
cho các bạn một phần nào hiểu thêm về
Hàn Quốc. Cảm ơn các bạn đã đọc bài viết
của mình.

Du học là chuyến bay chuyên chở
hoài bão của tuổi trẻ và là cuộc du

hành trải nghiệm của cuộc đời 

Trần Thu Hương - ICC
Tu nghiệp sinh tiếng hàn 2C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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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가..  기기간간  ::  ((11학학기기))  22001199..0033..1188..~~22001199..0055..3311
나나..  장장소소  ::  스스타타센센터터  330066호호  기기초초융융합합교교육육원원  행행정정지지원원실실  ((☎☎..  006633--222200--22660033))에에서서  

접접수수증증  수수령령하하고고  온온스스타타에에서서  비비교교과과프프로로그그램램((글글쓰쓰기기클클리리닉닉))신신청청완완료료하하기기

2. 상담기간 및 장소
가가..  기기간간  ::  ((11학학기기))  22001199..0044..0011..~~  22001199..0066..2288
나나..  장장소소  ::  학학생생회회관관  331199호호((신신문문방방송송국국  내내  글글쓰쓰기기  클클리리닉닉  센센터터))

3. 상담 방법
학학생생  11인인당당  33회회  ((대대면면  상상담담  22회회,,  EE--mmaaiill  상상담담  11회회))

4. 지도 항목
이이력력서서,,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리리포포트트  및및  논논문문  
예예술술문문((시시,,  수수필필,,  희희곡곡,,  시시나나리리오오  등등))
기기획획서서  및및  제제안안서서,,  프프레레젠젠테테이이션션,,  기기타타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1학기) 2019.03.18.~2019.05.31
나. 장소 :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 (☎. 063-220-2603)에서 

접수증 수령하고 온스타에서 비교과프로그램(글쓰기클리닉)신청완료하기

2. 상담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1학기) 2019.04.01.~ 2019.06.28
나. 장소 : 학생회관 319호(신문방송국 내 글쓰기 클리닉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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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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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3학기 이상 
등록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평균평점 
2.5이상자

·일정 : 2019년 하계방학
·지역 : 탐방 신청 지역 

및 본교 전략지역
(외교통상부 지정 여행 자제
및 금지지역 제외)

·팀구성 : 3~4명
전공공모는 전공연구 주제 
필수(전공자 팀 구성)
지정공모는 취업연계형
또는 봉사연계형 택일

·선발인원은 10팀
(30~40명) 내외로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평점, 
이수학점), 서류심사(탐
방지원서 및 계획서), 
면접심사(PT발표)로 
합격자 선발

·서류다운로드는 
www.jj.ac.kr(커뮤니티-
알림방-공지사항)방문

·서류접수는 국제교류원
(203호) 방문

·매주 월요일 오후6시 
온누리홀에서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
류원 박이슬(063-
220-2344)로 문의

2019 - 1학기 Star-T 트랙신청 안내

♣트랙신청기간 1. 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2. 장소 : 각 단대 해당 CA실    3. 트랙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1. StarT Program 트랙제도(Track system)이란? 
StarT Program은 대학시절 자기개발의 성과를 포인트 화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SP장학금,
해외연수, 인증서)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개인별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센
티브를 주는 트랙제도(Track system)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트랙제도(Track system)의
종류에는 자격증취득트랙, 외국어향상트랙, 성적향상트랙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2. 트랙(Track)신청방법
가. 자격증 취득트랙
* 자격증취득트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해야 한다.

* 트랙신청 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기본점수와 트랙신청 가산점수(SP)를 
동시에 부여한다.

* 자격증 취득결과는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한다. 단, 방학 중에 참여한 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휴학기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복학 후 인정받을 수 있다(복학 후 개강 1개월 안에 재출시 인정)

나. 성적향상트랙 
* 신청자격 및 제출시기
㉠ 신청자격은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학기 이상 수강한 자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 성적향상트랙 신청서는(다운로드) 개강 후 4주 이내에 해당학부 CA실에 제출해 야 한다.
* 평가기준
㉠ 성적향상 트랙을 신청한 학생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SP로 인정한다. 

성적향상 트랙은 매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포인트를 인정하는 시기는 성적 정정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 
㉢ 트랙신청서를 제출하였어도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SP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일단 포인트로 인정하였을지라도 사무착오 또는 부정행위 등이 밝혀졌을 경우 이를 

정정·취소할 수 있다.

다. 다이어트트랙
신청대상자: 남자 - 체지방률 25%이상, 여자 - 체지방률 30%이상 과체중인 경우로 제한
신 청 방 법: 각 단대 CA실 해당 선생님께 확인서 받아 지참 후 순영관 또는 보건소에서 

인 바디 검사 후 다이어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와 트랙신청서 작성하여 도전
신 청 기 간: 개강 후 한 달 ( 3월 4일 월요일 ~ 3월 29일 금요일 까지)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중 10% 감량 (SP부여)

2019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대      상 : 우리대학 재학중인 1, 2학년 남, 여학생 
(올해부터 1학년 여학생도 지원 가능)

- 모집기간 : 3. 1 ~ 3. 31(1개월) 

- 지원방법 : 인터넷 접수(www.armyofficer.mil.kr) 후 
지원서류 학군단 제출 

- 문      의 : 학군단 220-2492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2019-1학기 글쓰기 클리닉2019-1학기 글쓰기 클리닉

순 날짜 장소 강사(소속) 강의주제
1 3/21(목)

전주대학교
진리관
109호

장순순(전주대 HK+연구교수) 조선시대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
2 3/28(목)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국가를 계약한 사람들
3 4/04(목) 김명희(전주대 HK+연구교수) 비극의 끝에서 생존하기ㅡ위화(余華)의 인물들
4 4/11(목) 안정훈(전주대 중국어 중국학과) 음양오행설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적용
5 4/18(목) 김혜신(전주대 영화방송학과) 한국의 영화 역사와 문화
6 4/06(토)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실장)

최명희와 꽃심의 도시 전주
7 4/13(토) 전주한옥마을 봄날, 전주한옥마을 걷기

“온다라 교양플라자” 
강좌 수강생 모집

대      상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강의를 수강가능

HK+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 주관   매주 목 오후 4시 무료수강

문의처: 전주대학교 HK+지역인문학센터 063-220-3201~3 / ondara@jj.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