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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주대 봄축제
총학, ‘청춘’축제, 케이시·닐로 축하공연
‘청춘’, 20대가 설렘의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축제명이
다. 지난 3월 28일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19 전주대학교 봄 축제’가
노천극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는 길거리 노래방과 힙합 크루 W.N.T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
었다. 뒤이어 각 단과대학의 퍼포먼스로 무대가 꾸며지고, 인기 가수 케
이시와 닐로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이번 축제에는 한층 다양해진 푸드트럭과 문화부스로 다채로운 축제
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포토존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정은지(패션산업학과 2학년)는 “올해 다양한 푸드트럭과 포토존 덕분
에 작년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며 축제 소감을 말했다.
이외에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 고민 상담해주는 ‘YOUTH BLOSSOM’
와 신입생을 위한 뷰티 아카데미, 게임부스를 운영함으로 더욱 다채로운
축제가 되었다. 신입생인 김인우(경영학과 1학년)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
을거리가 많아서 좋았어요. 신입생들을 위한 게임 부스 덕분에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우가은(국어교육과 1학년)은 “대학교
축제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좋아요. 헤나 체험이나 네일아트 생각
못 했는데 신선한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정 곳곳에서 단과대 축제 이어져
4월 초에는 단과대 축제도 열렸다.
“봄 축제보다 축제 사이즈는 작지만, 학과 친구들과 더 끈끈해진 시간
이었어요.”축제에 참여한 허승현(물류무역학과 19)의 말이다.
4월 3일‘벚꽃愛 빠지다’를 주제로 자유관 일대에서 경영대학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2부제로 진행됐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스에서는 헤나 체험, 향주머니, 다트, 임팩
트를 이겨라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게임이 열렸다. 2부는 오후 6시부
터 9시까지 메인행사로 장기자랑, 축하공연,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장기자랑에 참여한 조현명(부동산학과 19)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정
말 좋고 재밌었다. 내년 신입생들에게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말했
다. 이외에도 벚꽃 사진 콘테스트, 카메라맨 이벤트와 같은 이색 프로그
램으로 풍성한 축제가 되었다. 정우인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쌀쌀한 날
씨임에도 많은 학우가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준비한 보람
을 느꼈습니다.”라고 축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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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평가 통과, 2021년까지 120여억 원 지원받아
“지역 기업들과의 소통으로 밀착형 대학돼야”
최근 우리 대학 링크사업단은 교육부의
LINC+육성사업 1단계 평가에서 우수한 성
적을 받아 120여 억 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전
국 75개 대학의 지난 2년간 1단계 사업 실
적을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61개 대학을 선
정했다.
전북 5개 주요대학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는 2021년까지 지원이 결정
되었다.
‘전북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
게 됐다”고 기뻐했다. 주송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살리고, 본교 학생들을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그는 전북의 경우 농산품, 식품 등이 특화
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로 진출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혁신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관·산업체와의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중
소기업들과도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
해야 한다”며 “전주대가 지역 밀착형 대학의
선도모델이 돼야 체계적인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
조했다.
이어 주 단장은 “전주대는 지역 기업의 고
용 창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화 기술지
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학
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
인 산학협력으로 전주대 학생들이 다양한 분
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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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태권도 효도행보
개인선수권 금2, 동3, 종별대회서 금1, 은1
미주, 중국 등 해외취업문도 활짝 열려
전주대 명물 중에 하나는 태권도이다. 입학
식을 비롯 여러 행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태권도 시범. ‘야앗’하는 기압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정신까지 번쩍 들게 한다. 태권도학과
와 태권도 시범단의 소식은 늘 효도행보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영광스포
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제46회 전국대
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
메달 3개를 획득했다.
남대부 74kg 박준영 선수(경기지도학과 3
학년)가 결승에서 세한대학교 선수와 겨루어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리드하며 16대 14점
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대부에서는 57kg
급 이금영 선수(경기지도학과 3학년)가 결승에
서 부산고신대학교 선수를 상대로 월등한 점수
차이로 RSC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80kg급 김동하 선수(경기지도학과 3년),
68kg급 김민철 선수(경기지도학과 3년),
63kg급 여준엽 선수(경기지도학과 1년)도 우
수한 기량을 뽐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전국종별태
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68kg급 이인규 선수
(경기지도학과 1학년)가 금메달, 63kg급 여준
엽(경기지도학과 1학년)선수가 은메달에 입상
했다.

▲ 제46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 수상자

경기도학과 최광근 교수는 동계훈련에 최선
을 다한 결과라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중국 산시성 시안 ‘실크로드 국제여
유박람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중국인들
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회복세를 타고 중국 관
광객 유치에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이 한몫 한

전주대, 문체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전북 방언사전 편찬 등 지역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인싸’, ‘아싸’, ‘득템’, 이런 말을 안다면 당신은
진정한 인싸다. 뜻도 모를 신조어가 판치는 이
때 올초 상영된 영화 ‘말모이’가 보여준 건 ‘언어’
의 소중함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의 방언까지 수
집해 모은 ‘말모이’, 우리 대학에도 있다.
국어문화원(원장 박기범)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시행하는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평가에서 ‘3
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리 말, 글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비롯 특히 2018년 전라
북도 방언사전을 편찬하면서 지역 언어문화 보
전과 계승 발전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2019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
수 3곳, 우수 7곳, 보통 9곳으로 결정되었다.

이 가운데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된 것이
다.
올해도 지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과 소통
의 언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국어 상담과 관
련 각종 대회, 국어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와 연계하
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 평가는 국어정책
사업 관련 전문가 5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국 19개 국어문화원의 전년도 사업 실적과 금
년도 사업 계획을 판단하여 심사한 것이다.

‘호스트 패밀리 결연’ 내 집 같은 유학생활 지원

▲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태권도가 고교입시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이렇듯 국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높은 기량을 보여주는 전주대 태권도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문도 열렸다. 태권도
교육재단 김경원 이사장은 이미 2001년부터
무술경기에서 교육으로 승화된 태권도가 많은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밝혔

경영학과 참여기업 장학금 600여만 원 기부
경영학과 인터넷마케팅 프로젝트수업
(PBL)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 장학금
66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한 학기 동안
전주대 학생들과 매칭 된 참여 기업들은 인
터넷마케팅, 온라인 광고 콘텐츠 개발 등 기
업 현안을 해결하고, 장학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전달한 것이다.
4월 2일 있었던 장학금 전달식에서 11개
참여기업을 대표해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

분께서 유학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은 공공외교의 시작이며, 우리 고장을 사람의 도
시, 품격의 전주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과 결연한 정명환 씨(전주시 덕진
구)는 “형편이 넉넉해서 이곳까지 유학 온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청했다고 말했
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유학생 가족을 만나
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몽골 유학생 테물렌(호텔경영학과 2학년)은
“내 꿈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어른들과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
아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와 코엔에프 임종목 대표가 직접 장학금을
이호인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호인 총장은 “프로젝트수업(PBL)은 대
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교육 모델이다.”라며, “지속적인 교육 프
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한 기업들과 학생들이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학기 공휴일 관련 대체보강일
구분

대체보강일

5.6.(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4.29.(월)

6.6.(목) 현충일

5.2.(목)

지역사회 가정과 유학생 간 우호적 관계 형성
“외국인 학생에게 전주가 가장 행복한 도시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있는 유학생
을 향한 관심과 배려, 사랑과 격려는 타국 생활
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가정을 결
연시켜주는 ‘호스트 패밀리’를 3년째 진행해 오
고 있다. ‘호스트 패밀리’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국 가족을 갖는 것이다. 호스트 패밀리는 홈스
테이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결연한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가족이 되
어 주는 것이다. 3월 26일 2019년 호스트 패
밀리(Host Family) 결연식이 있었다. 이번 결
연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5명과 한국 가정
15곳 가족으로 맺어졌다. 현재까지 3년에 걸쳐
180여 가정과 유학생이 인연을 맺었다.
류인평(국제교류원장) 교수는 “지역사회 여러

다. 지난 4월 4일 ‘미주 태권도교육재단’은 우
리 대학과의 협약에서 △ 현장실습 교육 기회
부여 및 취업정보 공유 △ 학생취업을 위한 해
외취업 양성 프로그램 공유를 주요 골자로 한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태권도학과 학생
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
아 등지에 해외취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송은자 (ysrest@jj.ac.kr)

지정사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 5. 1.(수) 개교기념일 휴일은 대체보강주에 해당되어
별도 대체보강일 지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보강주간은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간으로, 지정된 보강수업
또는 승인된 보강수업 이외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에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보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해당 요일에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3. 지정된 대체보강일 이외에 별도의 일정으로 보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계
획서를 제출하신 후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 보강은 실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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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융대 금연 게시물 훼손
두 차례 걸친 훼손에 비난 여론 폭주
82.9% 실내흡연 피해 받아
일부 흡연자의 비상식적 태도에 문화융합대학
이 몸살을 앓고 있다. 3월 20일 문화융합대학
은 실내 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이 잦은 3, 4층
화장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하지만 다음 날
2층 여자화장실에 담배꽁초와 침이 발견됐다.
결국 2층 화장실도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범인
을 향한 비난 여론은 폭주했다. 문화융합대학
행정실과 학생회는 이에 ‘건물 내 절대 흡연금
지’라는 배너를 설치했다. 하지만 배너를 놔둔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배너 일부분을 불로
지졌다. 해당 배너는 예술관 서쪽 계단 3,4층
사이에 설치돼있었다. 이 사달에도 일부 흡연자
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화융합대학 학생회가 화장실에 부착한 금연
구역 안내문에 보란 듯이 선명한 담배 자국을

남겼다.
이에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측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흡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설문 결과 493명 중 96.5%가 교내 흡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인지
하고 있었고, 82.9% 학생이 실내흡연으로 피
해 받은 걸로 나타났다.
문화융합대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와 흡연 경보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지환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장은 “소수의 편안함과 이
기심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
며 “빠른 시일 내에 학우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사진 출처(왼쪽부터): 전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에브리타임

봄타

▶ 관련 기사 5면에서 계속

2019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강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벚꽃이 폈네~!
꽃 핀거 보니까
연애하고 싶다!

‘학생자치기구장 자격’회칙 개정 부결
고등교육법 하위 법안에 거수투표
중앙감사위원장 최에녹 당선
학생대표 111명이 모인 가운데 전체학생대
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중앙
감사위원장으로 최에녹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주요 의제로 학생자치기구 회칙(제
75조) 개정이 있었으나, 부결됐다.
지난 3월 13일 온누리홀에서 열린 2019학
년도 1학기 전학대회에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 학생회, JJ리그 위원장, 도서관 자치위원장
이 참석했다.
중앙감사위원장 선거에서 최에녹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단독후보에 올랐다. 선출방식은 중
앙운영위원회에서 1차 선출, 이후 전학대회서
거수투표로 찬반을 가려 최종 선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최에녹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111명
중 105명의 찬성표로 당선됐다. 당선자는
“2019학년도 깨끗하고 청렴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 주요 안건은 학생자치기구 회칙 개정이
었다. 개정 조항은 제75조제1항 ‘학생자치기
구장 피선거권 지원 자격’에 관한 것으로, 학생
자치기구장 입후보대상을 8학기 미만에서 6

나도 그렇긴 한데...
또 막상 연애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래.

왜?
봄에 연애하기
딱 알맞잖아~

만약에 CC가되면
어? 재호네?
헤어지는 경우에 둘중 밥먹으러가나?
하나는 휴학까지도
하잖..

뭐? 박보검?
완전 아닌데?

▲‘전학대회’투표광경(교육방송국 취재 영상 캡처)

학기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건이었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는 찬성 21명과 90명이 반대하는
결과로 부결됐다. 이에 학생지원실 담당자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자치기
구 회칙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제3항에는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
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7학기에 학생
자치기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고등
교육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시 되거나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이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신문방송국, 1학기 MT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불만족 4%, MT 문화 개선 위해
불만 의견 주목해야
MT를 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 날 죽어보
자”라는 대화가 들린다. 전 날이나 당일 날이면
편의점의 숙취해소제가 동난다. 학생들은 자신
의 주량을 넘어 과음을 한다. MT하면 술이라는
관념이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하지만 알코
올은 위험하다. 경향신문에 나온 한 사례로
2011년 4월 29일 청주 모 대학의 교내 휴게실
에서 대면식을 한다며 후배들을 모은 뒤 거부하
기 애매한 분위기속에서 술을 종이컵에 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19)B양에게 27분간 소주2병
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A(23)씨 등 2명이 불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앞서 말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뒤집
을 만한 이색 MT문화를 만들어 시행했다. 숭실
대와 대구 한의대는‘술 강권 금지 팔찌’를 제작
해 학생들이 자신의 음주량을 선택 할 수 있도
록 했고, 지난 4일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의 MT는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 인근 해안가
쓰레기를 주민들과 함께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
사활동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문화개선에 우리 대학 또한 참여했는
데, 신문방송국에서 주관하여 우리 대학 MT 만
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378명이 참여
했고 4월 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1학년에
게 열두 개, 2,3,4학년에게는 아홉 개의 질문
을 던졌다. 질문은 학우들의 구체적인 답을 모
으기 위해 대부분 주관식으로 구성했다. 설문
결과는 긍정(만족, 매우만족)이 75%, 보통이

쟤가 재호야?
완전 박보검
닮았다!

19.5%, 부정적 답변(불만족, 매우불만족)이
4.34%였다.
긍정적인 답을 한 인문대학 1학년 A학생은
‘MT에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조원들끼
리 화합을 다질 수 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장
기자랑 같은 경우는 교내에선 자신의 끼를 보여
줄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맘껏 뽐낼 수 있어서 좋
았다. 내년 MT도 꼭 참여할 것이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MT 참여 강조’,
‘술 강요’, ‘스킨십 유도’, ‘장기자랑 강요’, ‘일부 간
부들 모임에 들러리로 참여한 느낌을 받았다’ 등
이 나왔다.
부정적 의견 중 눈길을 끈 건 지나친 스킨십
관련 문제다. 신입생인 C는 화합의 시간 때 술
게임을 하던 중 한 선배가 그날 처음 본 남자 동
기와 낯부끄러운 벌칙을 시켰다고 전했다. C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다. 다시는 참여하고

제인아 이 언니가
바빠질 듯 하니까
강의실에서 보자

어유, 말을 해도
할 애들은
다 한다더니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MT 문화가 바람직하게 개선되길 바라는 의견
도 많았다. 신입생 D는 ‘신입생 첫 MT의 어색
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게 MT 전 친목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외에도 ‘강제성 없
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길’, ‘소외되는 사람 없
이 좀 더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등 다양
한 답변이 있었다.
누구라도 처음 보는 얼굴과 하루를 지내기는
쉽지 않다. 친목과 단합을 위한 엠티, 좀 더 바
람직하고 유익한 방향은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
도 필요하리라 본다.
송재민 기자(ganjion@jj.ac.kr)
설문협조: JEBS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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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부터 프로그램 안내까지!
전주대 해외 취업의 모든 것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 학과별 연계 학습은 물론,
여러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해 현재 일본에서 근무 중인 세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내 여러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일본 취업 졸업생 인터뷰
■IT회사 : 지홍구(일문 07학번), 윤기만(일문 09학번)
■일반 사무직 : 소하윤(일문 12학번)
Q.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윤: 요식업 회사에서 영업부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홍구: 도코모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도코모 회사의 어플리케이
션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만: IT 일본 파견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에요.
Q. 일본 취업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홍구: 학과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IT계열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
시며 추천해 주신 게 계기가 됐어요.
하윤: 졸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어가 이 정도 되면 일
본 취업에 관한 소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취
업이 좀 힘드니까’ 하는 생각에 도전해 봤는데 붙었어요.
기만: 아직 여행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새로운 체험을 한다 생각하며 일하는 중이에요.
Q. 회사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홍구: 보통 8시간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6시면 퇴근을 해요. 종종
본인의 업무를 다 못 끝냈을 경우엔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
는데, 그럴 땐 10~11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바
쁘지 않을 때는 6시에 바로 퇴근하는 편이에요.
기만: 보통 6-7시 사이에 끝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별로 안 좋
거나, 지하철이 멈추면 회사가 쉬기도 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퇴
근을 일찍 한 적도 있어요.
Q.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윤: 기본적으로 180만 원 이상이에요. 이제 막 입사해 수습 기
간인 사람도 170만 원 이상은 받아요.
홍구: 세전 22~23만 엔(230~240만 원) 정도인데 일본은 세
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떼요.
기만: 처음 일을 시작했을 경우 200만 원 초반 정도 돼요.
Q.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기만: (오사카 기준) 원화 기준 집값 45만 원, 휴대폰·인터넷 요
금이 만 엔(11만 원) 정도 나와요. 전기 요금은 2-3만 원 정도 나
오는데 이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본 거주 1년 이상이 되면
주민세도 따로 내야 되고, 일본은 세금도 많이 떼는 편이에요. 일
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본인이 낸 세금
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3년 치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요.
Q. 일본 취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하윤: 일본은 정사원만 뽑지 않고 파트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많이 뽑아요. 정사원만 특혜를 준다거나 하지도 않고, 파트나 아
르바이트도 똑같이 대우해 줘요. 계급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어
요.
기만: 한국 기업과 비교하면 좀 더 편한 분위기에 자유롭고, 상하
관계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통비의 경우 얼마가
나오든 회사에서 따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Q. 일본의 구직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하윤: 일반 회사의 사무직, 영업직은 정사원인 경우는 유급휴가가
나오고 1년에 2번 정도 보너스가 나와요. 그 외 출산 휴가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정사원이 아니라 파트인데, 파트는 정사원과 다
르게 근무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계약은 8시간으로 돼
있어도 본인이 5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면 5시간만 일하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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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파트를 좀 더 선호하는 경
향이 있기도 해요. 유급휴가도 정사원과 똑같이 나오고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정사원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대신 보너스는
따로 없어요.

해외 취업 프로그램 안내

Q. 일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홍구: 컴퓨터 기술보다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해요. 보통 JLPT
N2 정도 있으면 되는데 안 보는 곳도 많긴 해요. 그래도 회화는
어느 정도 돼야 해요.
하윤: 영어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
기만: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2. 해외 취업 영어권 국가 설명회
- 05.02. / 16:00~18:00 / 스타센터 235호
- 영어권 국가 취업 설명회 및
구체적 계획 수립 지원

Q. 일본 취업, 쉽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해도 뽑지 않아요.
홍구: 대기업은 물론 어렵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면 도전해
볼만 한 것 같아요.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대기업에 가
고 싶다면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필요해요.
기만: IT계열은 괜찮은 편인데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어요.
Q.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꼭 필요한가요?
하윤: 이해가 빠르고 일본어를 배워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굳이 필
요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돼요.
홍구: 유학을 가든, 가지 않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
각해요.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느는 게 아니니까,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기만: 유학 경험이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없어도 말만 잘 통하
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유학까
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Q. 비즈니스 일본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선배
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 비즈니스 일본어가 늘
었어요.
기만: 개인적으론 일상생활어보다 비즈니스 일본어가 더 쉬워요.
회사에서는 보통 쓰는 말들만 쓰니까 한자만 잘 알면 괜찮아요. 회
사에서도 외국인인 걸 아니까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는 편이에
요.
Q. 예비군,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홍구: 일본에 있으면 자동으로 인정돼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
도 6개월 정도의 단기간은 인정이 안 되지만 1년 이상이면 인정
돼요.
Q.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기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격증 같은 거 잘 준비하시
면 될 것 같아요.
홍구: 워킹홀리데이랑 취업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
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워킹홀리데이를 재미있게 했다고
‘나도 여기 와서 일하면 재미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
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실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돈 벌 생각으로 오
는 거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랑 잘 맞는 사람에겐 추천하고 싶어요.
하윤: ‘한국에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난 일본으로 가야지’ 해서 오
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각오가 없다면 그냥 한국에 있
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1. 해외 취업 준비반 (해외 취업 스터디 그룹)
- 05.01.~11.30.

* 산업인력공단 ‘찾아가는 해외 취업 설명회’
연계 프로그램
3. 해외 취업 박람회 참석
- 해외 취업 박람회 개최 시 모집하여
함께 이동 및 참석
- 5~6월 중 진행 예정
4.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역량 향상
- 5.17.(18:00~21:00)~05.18.(09:00~18:00)
5. 해외 취업 아카데미
- 6월~8월 또는 9월~10월 중 진행 예정
6. 글로벌 기업 탐방: 국내 글로벌 기업 탐방
(아모레퍼시픽, 아데코코리아 등)
- 10월 중 진행 예정
7. 해외 취업 멘토 특강: 해외 취업 멘토의
성공 스토리를 통한 현실적인 조언
- 11월 중 진행 예정
- 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 진출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 일정 확정 즉시 대학일자리센터 공지 예정,
추후 일정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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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준비반 모집
■모집 기간 : 2019. 04. 01.~04. 30.
■활동 기간 : 2019. 05. 01.~11. 30.
(매월 1회 이상 모임)
■신청 대상 : 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전주 지역 청년
■모집 인원 : 최대 20명
■주요 내용
- 1:1 개별 해외 취업 준비
- 해외 취업 동향 파악 및 역량 점검
- 국가별, 직종별 취업 준비 전략 및 계획 수립
- 이력서 준비 및 면접 스터디 등
* 다과비(카페 모임 시 커피 및 다과 등) 및
문구비 지원
* 교내 해외 취업 프로그램 70% 이상 참여 시
텀블러, 에코백, 보조배터리 중 택1 지급
■신청 방법 : 전주대 onSTAR 신청 후 예치금 납부
■담당자 : 대학일자리센터
김장미(063-2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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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흡연자
일부
흡연자 비상식적
비상식적 행동,
행동, 모두
모두 고통
고통 받는다.
받는다.
진리관 흡연구역에서는 화재 나기도 해
지난 3월 29일 13시경 정재은(역사문화콘텐츠학과 18) 학우
는 진리관에서 조모임을 마치고 나가던 중 흡연구역 휴지통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걸 발견했다. 정재은 학우는 함께 있던 친구들
과 황급히 휴지통으로 향했고, 휴지통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다행히 물을 들고 있었고, 화재가 커지기 전에
끌 수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비닐 냄새가 났어요. 불을 끄고 안
을 확인해봤는데, 담배꽁초가 보이더라고요.”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불이 난 지 6일이 지났지만, 해당 흡연구역 휴지통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담배꽁초와 함께 그을음 자국이 남아있
었다. 휴지통 바로 위쪽에는 ‘담배꽁초를 제대로 꺼서 휴지통에
버립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있었다. 정재은 학우는 화
재 사건에 대해 “한 흡연자의 무책임이 큰 사고를 만들 뻔했다”
며 흡연자의 배려 없는 행동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진리관 흡연구역 휴지통 내부, 화재예방 안내판

구분선 없는 흡연구역
일부 흡연자들의 몰상식한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익명 커
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보행흡연 관련 글이 3, 4월(~7일까
지)에만 6건이 올라왔다. 6건 모두 보행 흡연 일명, 길빵을 욕
하는 글이었다. 그중 3월 13일에 올라온 글(첫 번째 사진)은 공

감을 나타내는 일명 ‘좋아요’를 59회나 받으며 많은 이의 공감
을 받았다.
문화융합대학에서 실시한 ‘흡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44.7%(220명)가 실외흡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보행흡연 제보도 잇따른다. 이번 학기 국제
교류원에서 근로하고 있는 김희연(가명) 학우는 “출퇴근할 때나
쉬는 시간에 센터 주변에서 길거리 흡연하는 유학생이 많아요.
어제는 퇴근할 때 학생회관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면서 중국인
유학생 4~5명이 흡연을 하더라고요.”라고 제보했다.
학생지원실에 따르면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장소는 금연구
역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보행흡연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전주시에 문의하자 담당처인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대학교는 건물 내 흡연은 처벌
이 가능하지만, 길거리 흡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 때
문에 책임 소재 자체를 누구한테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익명 커뮤니티 같은 곳에
그저 불만을 토로하는 게 전부다.

“눈치보며 흡연해…” 흡연자 혐오 억울해
호텔경영학과 진윤수(가명) 학우는 “문융대 사건도 있고, 에타
에 길빵을 욕하는 글이 많아서 그런지 흡연하는 게 괜히 잘못인
것 같아요. 흡연자 혐오로 흐르지 않을까 싶고요.”라며 억울하다
고 했다. 흡연자인 진윤수 학우는 일반 담배를 피우고 교실에 들
어가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눈치가 보여 최근 전자담배
로 바꿨다. 또 다른 흡연자인 사범대학 양준수(가명) 학우는 “흡
연자로서 교실에 들어갈 때 눈치가 보여 학교 내에서는 전자담

한 응답자는 “길을 걷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참고 다닌
적이 있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길가다
보면 하루에 세 번 정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본다.”
라며 잦은 보행흡연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교육원 앞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배를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담배 냄새가 날까 봐 핸드크림, 구
강청결제까지 준비해 다닌다는 양준수 학우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흡연자는 자신이 피우는 담배가 남에게 피해
를 주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몰
상식한 흡연 에티켓으로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의식 개선과 함께 학교,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이렇듯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김현수 총학생회장은 교내 흡연구역을 정리해 총학생회 페
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융합대학
처럼 유독 건물 내 흡연이 잦은 화장실이나 옥상에는 화재경보
기를 설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우들이 CCTV 설치를 문
의하지만, 개인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화재경보기를 통해
무분별한 흡연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흡연 부스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 학우
중 일부는 흡연 부스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흡연 부
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 학교 시설지원실에 따르면
학생회관 동쪽에 설치한 개방형 흡연 부스의 설치비용은 580
만 원이었다.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밀폐형 흡연부스는 수천
만 원을 호가한다. 실제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한 한국외대는

설치비용에 3,000만 원, 매년 500만 원을 유지비용으로 내
고 있다.
비싼 돈을 주고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해도 부스가 부족하
거나 열악했다. 학교 내 최초로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고려대학교
의 경우 중앙광장 지하 입구 앞, 이공계 캠퍼스 과학도서관 앞
에 두 개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흡연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 부스와 부스 내 비좁은 공간 때문에 흡연자
들은 흡연 부스를 두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전체 식당의 약
85%가 흡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적은
편이다. 이미 2004년부터 흡연공간을 만들어 비흡연자와 흡
연자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흡연공간의 출입형
태와 내부소재, 배기 풍량 등 지침만 지키면 흡연공간을 자유롭

게 설치할 수 있다. 심지어 직장 내 흡연공간을 만들면 정부가
최대 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또 점포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 층간 분연, 시간제흡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걷어 들이는 담뱃세는 무려 11조 원에 달한
다. 이 가운데 흡연 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4.4%에 불
과하다. 담배를 팔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데 소극적인 정부
가 제대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
소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유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이인준 기자(iij771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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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民族” 너는, 지금, 이 지면이, 보고싶다.
배달 문화가 생겨난 이유?
배달 문화를 발전시킨 주인공은 바로 짜장
면이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중국음식
이 보급되면서 대중화된 중국음식이 배달되
어 대한민국의 배달문화를 낳은 것이다. 여기
에 ‘빨리빨리 문화’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특성
이 어우러져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배달문화
가 발달하게 되었다.
또 IMF 영향으로 음식점슈퍼마켓 등 자영
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경쟁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
된 서비스로 배달을 해주는 업체와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처럼 배달이 일반화된 서비
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배달의민족’블로그
폰트 : 배달의 민족 주아체

배달?
물건을 가져다 몫몫으로 나누어 돌리는
일을 말한다. 음식만이 아닌 책, 물건 등을
전달하는 것도 다 배달이라고 할 수 있다.

“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배달문화. 전단지로 통하던

“

배달부터 택배, 애플리케이션까지
발전 하는 배달문화를 알아보자.

동아리

탐방

Q. 연극 동아리 ‘볏단’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동아리는 1978년도에 설립되었고, 행
사 인원은 신입생 포함해서 38명 정도입니
다. 2017년부터 동아리 조직이 체계화되고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나눠졌어요. 저희는 정
기적으로 모이기보다 연극연습이 있어요. 스
태프까지 같이 참여하는 연습인데, 배우들 위
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감정 넣어서 대본
읽기를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대본 숙지
가 된 상태에서 동선까지 같이 맞춰서 ‘run’
이라는 총연습을 2~3주간 진행하는 시스템
입니다.
Q. ‘볏단’의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O.T하고 연극연습을 올린 다음 그 안에 배
역 오디션을 하고 부서들끼리 활동을 시작합

배달의 시작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배달된 것은 ‘냉면’이었
다. 1768년 황윤석의 일기를 보면 과거시험
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먹
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조선 말기의
인기 배달음식은 ‘효종갱’ 이었다. 새벽 효(曉),
쇠북 종(鐘), 국 갱(羹), 새벽종이 울릴 때 먹
는 국이라는 뜻이다. 남한산성 내 유명 해장
국집에서 만들어 밤사이 서울로 올려보내면
새벽쯤 한성 도성 내에 도착해, 통행금지 해
제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사대문 안, 양반들에
게 배달된 해장국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는 250년 이상의 배달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달이 있어서 좋아요!
배달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첫째, 편리함
이다. 나가기 귀찮을 때 전화 한 통이면 음식
이 배달되고, 멀리 있어 못 가는 상황에도 물
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배달의 종류
의 다양성이다. 최근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옷, 마트 장보기까지 다양한 범위 내에서 배
달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빠르다는 점이다.
택배는 최소 당일부터 일주일 안으로는 거의
배송 될 수 있고, 음식도 거의 한 시간 이내로
배달된다.
이런 것까지 배달이 가능해?
배달이 발달할수록 그 종류는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최근 집을 직접 지어서 배달해주
는 공장이 생겼다. 이 회사의 시작은 목조주
택을 현장에서 짓는 방식이었다. 한번은 큰
집을 짓고 나자 집 옆에 별채로 작은 집을 지
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었다. 짓다 보니 집에

비해 너무나 큰 비용이 투자되어서, 실용성
있는 주택을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형평성 있
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 주택은 분업
화된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완성된 뒤 배달까지 해주는 시스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배달 문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배달문화가 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Prime Now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생활 품목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 시 1시간 내로 배달해준다. 현재
아마존 연간 회원제인 프라임 멤버에게 제공
되지만, 아마존이 드론을 배송에 이용하는 시
대가 되면 전 회원 이용이 가능해질지도 모른
다.
옆 나라 중국에서는 드론 배달이 실행되고
있다. 알리바바 계열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
인 ‘어러머’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배송 요원이 출발 지역으로 배달 음식을 전달
하고 드론에 실어 주문 고객이 위치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한다. 배송 요원이 이를 받아
고객 주소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배달의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떠오를 만큼 발전하
는 배달 문화 배달의 민족으로 앞으로의 배달
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본다.
출처 : 역사채널e
- The history channel e_배달의 역사
네이버 국어사전 ‘배달’

강민지 기자 (wining616@jj.ac.kr)

우리학교 유일한 연극동아리인‘볏단’의 회장 박현민 학우를 인터뷰 했다.

‘막은 언제나 오른다’ 연극 동아리 ‘볏단’
니다. 배우는 배우대로 동아리방에서 연기연
습을 하고, 기획은 기획대로 기획비 마련을
위해 신시가지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금을
마련해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대신 포스터
라도 한 번만 붙여달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등의 홍보를 합니다. 미술부는 무대의
상 메이크업을 맡고 있어서 연극 날에 배우
들 다 분장해주고 의상 챙기고 뒤에서 갈
아입혀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대는
무대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공연 1주일 전에 대관합니다. 객사에 있는 창
작소극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간 대관
하면서 직접 무대 설치를 합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 촬영을 해야 하는데, 포스터
에 배우 얼굴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합니
다. 이번에는 ‘호롱’ (사진 찍는 동아리) 회장
님이 이번에 프로필 찍어드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좋은 연이 닿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터뜨려주고 해야 하거든요? 너무 정적
인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실망하고 있다가
연극 세 번째 날, 연극 전에 새벽까지 고민하
면서 친구랑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보고 “너를 좀 놔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
고 저는 이 전까지는 대본대로 달달 외우면서
연기했었는데, 아예 캐릭터 성격을 좀 바꿔보
았어요. 이전에는 당당한 느낌의 회사원이었
다면, 마지막 날은 찌질한 캐릭터로 바꾸어서
연기했어요. 대박이 났죠. 너무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날 느꼈던 것

Q. 동아리의 장점이자 강점
다른 동아리들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야 더러 있겠지만, 연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
는 곳은 우리 동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
기하면서 아무래도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서
로 끈끈해져요. 저희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Q. 연기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다면?
블랙코미디 연기를 할 때 흐름 상 빵빵 터질

▲ 대본리딩과 스트레칭 중

들을 놓을 수 없어서 이 동아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Q. 연기 초보도 연극부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
이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열정과 노력이 있
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관심을
두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뒤에는 저희가
다 이끌어주고 할 테니까 괜찮아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연기의 맛을 보면 되니까요. (웃
음) 그리고 발음 교정이나 발성을 잡아주기도
해요. 아무리 소극장이어도 맨 뒤까지 목소리
가 들려야 하니까 발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활동을 모르고 들어온 신입부원들
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우리 연극부는 발성
연습도 한답니다, 여러분.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저희는 체계화된 조직 속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하
려고 노력 중입니다. 연극부에 많이 관심 가
져주시고요. 아, 그리고 발성연습 때문에 안
하고 싶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더러 있는데,
꼭 연기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자현 기자 (qtm7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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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의
숫
자
문
화

제혜금 교수
(경영학과)

중국은 옛날부터 숫자에 다양한 의미를 부
여하여 사용해 왔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미도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발음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는데 미신이라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다.
중국인은 홀수를 싫어하고 짝수를 좋아한
다. 선물, 결혼 등 기쁜 일의 부조금은 좋은
일이 ‘배’가 되어야 하는 의미로 짝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식 같은 기념일을 잡을
때도 짝수가 들어가는 날을 길일로 생각하며,
음식을 주문할 때도 짝수로 음식을 주문한다.
반대로, 장례식 같은 슬픈 일의 부조는 한 번
으로 끝내라는 의미로 홀수로 하는 풍습이 있
다.
중국인들이 기피하는 숫자는 3, 4, 7이고
좋아하는 숫자는 2, 6, 8, 9로 구분할 수 있

된 사례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8888일
경우 대부분 경매로 몇 억 원에 낙찰되는데,
자동차보다 번호판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
8은 일상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입장료
나, 마트·백화점에 가면 18.80위안, 88위
안, 188위안, 888위안 등 8로 끝나는 가격
표를 흔히 볼 수 있다.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
으면 깎기 좋아하는 중국인이라도 흥정을 하
지 않고 그냥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다음으로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9’이
다.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오래가다, 영
원하다’는 뜻을 가진 ‘지우(久)’와 발음이 같다.
과거에 황실에서 사용하던 최고의 숫자였다.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내 방 개수는 9999
개, 천단공원 계단도 9계단이다. 왕은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과 가는 곳
은 모두 9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09년 9월 9일, ‘사랑이 영원하라’는 뜻으
로 신 중국 성립 이후 최다 커플이 혼인신고
를 한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처럼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번잡스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숫자
로부터 작은 행운을 바라는 중국인들의 마음
을 느낄 수도 있겠다.
<전주대신문>이 1965년 5월 15일에 창간
하여 이번이 제888호라고 들었다. 중국의
‘999888’의 뜻을 빌어 전주대신문이 대학신
문의 주인인 학우들을 위해 복무하며, 오래오
래 학우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우들과 함께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길 기원해본다.

다. ‘4’는 짝수이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죽을
사(死)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기피
하는 숫자이다. ‘3’은 ‘흩어지다, 헤어지다’의
‘산’(散)과 발음이 같아 일반적으로 결혼 및 생
일선물로 금기시하고 있다. ‘7’은 한국이나 서
양에서는 행운의 숫자이지만 중국에서는 장
례나 제사와 연관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
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6’은 순리대로 잘 풀린다는 류(流)와 발음이
비슷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으면 하
는 마음에서 행운을 부르는 숫자로 환영받고

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8'이다. ‘8’은 ‘빠’라고 읽는데, 발음이
“돈을 벌다, 발전하다”는 뜻인 발(發)과 흡사
하다. 전 세계에 공표한 베이징 올림픽의 공
식 개막시간이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8
이 들어간 물건이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기
에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등에 ‘8’을 넣기
를 좋아한다. 실제 888-8888이라는 전화
번호가 한화로 약 4억 원에 항공회사에 낙찰

< 카톡 플러스 친구 게시 특별판 >

1.

1.

2.

2.

3.

7.

8.

가로세로 낱말퀴즈
요거프레소 ‘메리트리’ 음료쿠폰 증정!!
* 카톡플러스 ‘전주대신문사’로 친구 맺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
가로
1. 1924년 10월 1일 미국 남부 조지아 주의
플레인스에서 태어나, 1977년부터 1981년까
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
2.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
3.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
그램
4. 서원의 시초. 조선 중종 때 풍기 군수 주세
붕이 세운 서원으로 안향(安珦)을 봉사함
5. 국제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단기자금
6. 맛과 향기를 즐기기 위하여 먹는 식품의 총
칭.
7. 전미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철자 말하기 대회
8. 장류가 담긴 독과 항아리 등을 놓아 두는 곳.

세로
1.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배급한, 영화로 드라

마를 원작으로 한 스파이 잠입액션 시리즈 영
화이며 주연은 톰쿠르즈
2. 2019년 4월에 개봉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
지널 영화이다. 이지은이 주연하는 네 편의 단
편영화를 모은 영화
3.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4. 한 달에 적게는 7.99달러만 내면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맘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름의
명칭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에서 따옴
5.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
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
는 의미로 샤오핑이 한 말
6.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 개설된 긴급연락용
직통선
7. 미국 해군의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8.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보내주세요.
※ 추첨으로 5명을 선발하여 요거프레소 메리트리 음료쿠폰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4.
3.
5.
4.
7.

가.5
세.6

6.

8.

가로

지난
887호
퀴즈
정답

세로

1. 전주대학교

1. 주한미군

2. 미쉐린 가이드

2. 교촌치킨

3. 호남기독교박물관

3. 루이 암스트롱

4. 트랜스포머

4. 붕우유신

5. 미스터 션샤인

5. 하림미션홀

6. 디스패치

6. 하스스톤

7. 쾌도난마

7. 도리뱅뱅

8. 인스타그램

8. 마인크래프트

축하드립니다! [887호 퀴즈 정답 당첨자]
1. 권경주 (중등특수교육과 19학번) 2. 이민서 (일본언어문화학과 18학번)
3. 홍유빈 (회계세무과 18학번)
4. 권해찬들 (공연방송연기 19학번)
5. 문지현 (일본언어문화학과 1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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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를 부르는 봄철 셀피명소 !

“

전주 벚꽃 명소

아중호수 야경에 빛나는 벚꽃잎 흐드러져

전주의 벚꽃 개화 예정 시기는
3월 30일이었다.
3월 마지막 주가 되자 거짓말처럼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4월 첫째 주에 벚꽃이 만개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아름다운
순간을 찍기 바빴고,
우리 학교 학우들도 셀피를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다.
신문사에서는 우리 학교와
전주의 벚꽃 명소를
알아보기로 했다.

”

호수

목련꽃을 입은 한옥마을

본관 옆

학생회관 옆

사진을 찍을 당시 이른 시기 탓에 꽃이 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점심
시간이 지난 후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았
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아중 호수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곳이었다. 미
세먼지로 인해 사람이 적을 줄 알았으나 많은
가족과 커플을 볼 수 있었다. 시기 또한 잘 맞
아 벚꽃이 활짝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한 분홍색 벚꽃 잎들이 호수를 더욱 아름답
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난 후 호수 위의 다리

본관 앞

평화관

에 조명들이 환하게 켜지는 모습을 사진에 담
았다. 전주의 사진작가들이 아중 호수의 야경
을 찍는 이유를 알았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다
룰 줄도 모르고 꽃도 피지 않고 사람도 없어 힘
들었지만, 무사히 일을 마친 후, 예쁘게 나오는
사진들을 보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힘
든 하루였지만, 열심히 찍은 사진들이 신문에
실릴 생각을 하니 아주 뿌듯했다.
김은지 수습기자(dmswl1259@jj.ac.kr)

조경단에서 동물원까지 이어진 꽃길

자유관

공학관

평화관 입구

전주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어디서 담아야 고
민하던 중 동물원이 생각났다. 차로 가기에는
너무 막혀 사대부고사거리에서부터 걸어갔다.
벚꽃들은 동물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걸어가
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동물원이었다.
동물원에는 전주에 이렇게 많은 커플이 있었
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났다. 사진을 찍

다 보니 소풍 온 것 같은 즐거운 마음이 들었
다. 전주 동물원은 각 동물들의 특징과 습성이
자세히 적힌 안내판이 있어 아이들의 자연 생
태체험 장소로도 좋을 것 같았다. 한때 전주동
물원의 자랑이었던 야간개장은 동물들을 위해
2017년부터 폐지되었다고 한다. 전주 동물원
과 사진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드는 하루였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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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기념 교직원 예배
영국 최종상 선교사 말씀 전해
교수선교회 11명에 장학금 지급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
길 따라 선교중국 일어나리라” 중국인 유학생
들의 목청 높여 부르는 찬양소리가 대학교회에
울렸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교직원 부활절
예배에서 특송으로 부른 중국 유학생들의 찬양
소리이다.
4월 교직원예배는 특별히 부활절 기념예배
로 드린다. 이날 예배는 경배와찬양학과 김문
택 교수의 찬양인도로 시작했다. 이어진 순서
에서 특별히 대학교회 중국인 유학생 팀의 ‘선
교중국’찬양이 심금을 울렸다. 최근 중국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믿음을 지키는 학생들의
모습이 더 간절하다. 이 학생들을 통해 중국이
복음화 되리라는 소망을 품어 보았다.
설교시간에는 영국 암노스교회 개척학교 학

장이며, 전 세계를 항해하며 선교하는 배, 둘로
스호와 로고스호의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상
선교사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선교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한 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몰차게 ‘너희 알바가 아니
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로지
온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 차례 말
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하며 부활하신 예수
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직 전도와 선교
에 대해서만 가르쳤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52장의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쓴 것처럼 우
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 이처럼 힘을 쏟아
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드린 부활절 헌금은 캄보디아의 ‘뽀샷
교회’를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이 교회는 지난
2월 무슬림 지역에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
다.
예배 후 특별순서로 교수선교회 장학금 전달

식이 있었다. 장학금은 강희경(스마트미디어학
과), 김광모(게임콘텐츠학과), 김나연(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성은(경제학과), 박수영(간호학
과), 박지영(관광경영학과), 안지민(건축학과),
이지현(가정교육과), 전기(경영학과,외국인), 주
준태(건축공학과), 황다슬(경찰학과) 총 11명에
게 지급되었다. 이 날 점심은 대학교회 성도들
이 따뜻한 섬김으로 식사를 준비했다. 다음 5
월 교직원 예배는 제55주년 개교기념예배로 3
일(금) 오전 10시 30분 JJ아트홀에서 있을 예
정이다.

성품채플 제 1기 소그룹 리더 학교
1학기 제1기 소그룹 리더 학교가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되어 다가오는 4월 29일까지 총
5주를 진행되고 있다. 리더 학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3명으로 성품채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며, 매주 월요일 오
후 3시부터 7시까지 대학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그룹 리더 학교는 성품채플
리더의 티칭 역량 및 사회적 소명의식을 강화

하여, 참여 학생의 채플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청년을 살리는 탁월한 리더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리더 학교는 강의와 나
눔을 병행한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며, 매주 교
육한 내용에 대한 과제물을 통하여 사역의 안
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훈련 기간
중 1박 2일 MT를 통하여 사역 공동체를 형성
하려 한다. 강의 진행은 이진호 목사와 한병수

교수가 담당하며, 연간 상시적인 상담과 컨설
팅을 실시하고 있다. 리더학교 수료식은 선교
지원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밤’ 행사시 함께
실시한다.
1학기에는 총 두 번의 소그룹 리더 학교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2기 리더 학교는 5월
13일에 시작하여 5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를 위한 기도>

민주콩고, 무장연합군 기독교마을에 난사
지난 5년 간 콩고 베니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민간인 사망
지난 3월 16일자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 보
도에 따르면, 콩고 민주 공화국 북부 키부 주
베니(Beni)시 인근 기독교인 밀집 지역인 칼라
우(Kalau)에서 여성 3명, 어린이 9명을 포함
해 6명의 기독교인이 숨졌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달아나는 5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향
한 공격은 4시간 동안 지속 되었다고 한다. 베
니(Beni)에서 시민 사회 단체를 운영하는 길버
트 캄브레이(Gilbert Kambale) 목사에 따르
면, 이 사건 이후 470 가정이 11km 떨어진
베니시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베니시
의 많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공건물들이 피
난처로 제공되었다. 콩고 칼라우(Kalau) 마을
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콩

고 전통 신앙을 가진 소수가 함께 한다. 지난
5년 동안 콩고 베니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민
간인이 사망했다. 무장연합군(ADF) 세력이 적
어도 700명의 민간인과 20명 이상의 유엔 평
화 유지군을 살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해 갔다. 익명을 요구
한 칼라우(Kalau) 마을의 한 지도자는 “반란
군들은 스스로 이 지역에서 살인과 납치를 일
삼아 왔다고 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예 이 지역을 지배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라우(Kalau) 지역은 북쪽 키부(Kivu) 지방
과 함께 8개월 동안 에볼라(Ebola)가 창궐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에볼라 치료센터를 향한 무장 공격의 증가로
인해 한 치료센터가 파괴되기도 했다.
“하나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칼라우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지역을 장악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무장연합군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무죄한 자
의 피를 흘리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
으로 달려가기에 발 빠른 저들의 죄악을 그치
게 하여 주옵소서.”
(출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부활의 기도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
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모본과 길 되
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비극의 한 문장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도 이
걸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아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을 영광의
관문으로 바꾸시고 그리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을 믿

는 자에게는 죽음이 절망적인 종말의 입구가 아니라 새로
운 부활의 문턱일 뿐입니다.
전주대를 사랑하는 주님,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
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두
려움의 담보물인 사망에 매여 일평생 그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부활의 진입
로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린 스승 예수를 떠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
의 일상대로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
갔다. 긴 밤을 애썼지만 아무 것도 잡
지 못했다. 모든 상황이 우울하고 절
망적이었다. 실의에 빠진 그들은 호숫
가로 돌아와 암울한 아침을 맞고 있었
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가 서 계셨다. 부활하신 그 분이 그들
의 일상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이었다.
▼ 그들의 우울한 아침 안으로 들어
오시어 있는 그대로 그들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신 그분이 어린아이 대하듯
그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요 21:5, 6)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하자 못
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른 제자들은 작
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랐다. 거기엔 부
활하신 예수가 마련해 놓은 숯불에 구
운 생선과 떡이 있었다. “조반을 먹어
라”(요 21:12) 고기잡이, 일상의 일을
하면서 일상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제
자들이 일상 한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을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공
동체로 세워져가는 감동의 순간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갈릴리에서 만난 일
곱 명의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공동체
가 될 수 있다는 보증이 된다. 세상 한
가운데서 치유하시며 사랑을 고백하
게 하시는 하나님 현존의 장소가 바로
지금 여기임을 깨닫게 한다.
▼ 부활은 결코 낯선 어떤 것이 아
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일
으켜 세우시는 그 분을 알아보고 그
분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부활은 나에
게 실재가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서 바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
로 일어나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
감으로 부활은 나에게 실재가 된다.
이 부활의 계절에, 가르치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주대학교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부활의 감동을 누리는 은
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천잠인 모두
의 신앙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주님
이시라”(요 21:7).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죽음 같은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꽃잎으로 환희의 잇
몸을 드러내는 신선한 계절의 중턱에서 전주대는 영원의
시점에서 시간을 이해하고 무덤 너머에서 오늘의 삶을 바
라보는 부활의 안목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미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전주대가 되게 하옵
소서. 이러한 역동적인 부활의 메시지로 지역 사회에 영원
한 소망을 수혈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슬
픔을 기쁨으로, 거짓을 진리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영
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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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교직원예배>

진리의 샘

최종상 선교사

(영국 암노스교회개척학교 학장)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
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만천하에 선

부활, 그 이후 (사도행전 1:1-8)
포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
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부활
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세대를 따라서 살아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
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하셨다는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
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이 기쁨 복음의 소식
을 여기서부터 저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
다. 이것은 성령께서 홀로 행하시지 않고 반
드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알려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
나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
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
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못 박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에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복음서에 여
러 번 나와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
라에 관한 가르침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우리는 여기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라면 내 마음속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함과 노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학생이면 학생으로 교수이면 교
수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그 어떤 직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의 사
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가장 빠른 세계 복음
화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
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에
주신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과 전
공, 은사, 관심사를 주님의 최대 관심인 복음
전파와 동일선상에 놓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
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각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
행전을 써서 보냈습니다. 장장 52장에 달하
는 이 분량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
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얼
마만큼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서 최고로 관심 갖는 것에 우리도 최대로 관
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놀라운 일
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을 우
리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28

바울 이야기(4)

고대도시 고린도(Korinthos)
서 온 글라우디오 라는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
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도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천막 업으로 수입을 올려 선교비로 충당
할 수 있었다.
천막 업이 수입이 괜찮은
업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근처
이스트미아에서는 매 2년마다 경기가 열렸기
때문인데, 이 경기는 기원전 58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서기전 776년부터 시작된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경기였다. 이 경기는
보통 2-3개월 동안 개최 되었는데, 이 때 몰
려드는 참가자들이나 관객들이 수 만 명에 달
했고 이들을 위한 천막 또한 수 백 개가 필요
하였기 때문에 천막 업이 성업했던 것이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
거(행18:5)하였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
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
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행18:8)는 기록
으로 보아 아테네에서의 미진했던 선교를 고
린도에서 만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고대 고린도의 아고라 전경, 뒤에 보이는 산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아크로코린토스이다.

다. 한 때 상상속의 짐승과 식물이 그려져 있
는 고린도 항아리가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바
다가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지중해 무
역의 주도권을 쥐기도 하였다. 또한 자기펠로
폰네소스 전쟁 중에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전쟁을 하는 등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 도시였다.
바울은 선교여행 중 여러 도시를 거치는데,
보통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3-4일 정도 머
물렀다. 그런 고린도에서는 일 년 반 동안이
나 머무르며 전도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유대
인들과 로마 관원들의 방해와 저지로 선교효
과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곳 고린도에서는
가능성을 감지하였는지 희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선교에 임했다. 바울은 고
대 고린도 중심가에 있는 아고라(Agora 시
장 회의가 열린 광장)에서 설교하였고 각 회
당에서 설교하였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기록된 ‘안
식일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과 헬라인을 권면 하니라.’를 보면 바울의 행
적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바울은 이탈리아에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중 아테네의 시민
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곳을 떠나기
로 작정하였다. 이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Corinthos)로 갔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 80km 떨어진 곳으로 펠로폰네소스
(Peloponnese) 반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고린도로 가려면 아테네 키피소우(Kifissou)
터미널 A에서 버스를 타면 되고 기차는 아테
네의 펠로폰네스 역에서 타면 된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려면 코린토 운
하를 지나게 되는데, 이 운하의 길이는 5km,
폭은 23m이다. 과거 로마에서 그리스로 아
테네로 가려면 이오니아해를 거쳐 펠로폰네

▲ 고린도 가는 길

▲ 1893년에 개통 된 코린토 운하

소스 반도를 삥 돌아가야 하는데 상당한 거리
이고 특히 펠로폰네소스 최남단의 타이나로
갑은 암초와 파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 고대
인들은 이곳을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돌아가
면 멀고 험한 바닷길이므로 길이가 5km밖에
안 되는 이 길목을 운하로 만들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다.
일찍이 네로황제도 로마로부터 군사를 몰고
와서 첫 삽을 떴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1883
년에서야 완공하였다. 고린도 가는 길에 이
운하를 건너가게 된다. 고린도에는 기원전
3,000년 경 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
고 도시국가로 발전은 기원전 8세이 이후이

김천식 박사 (교회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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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사람

제46대 총학생회장 김현수와의 만남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픈 각오”로 임해
“재치 있고, 재미있는 학생회장으로 기억되길”
‘IMPACT’
총학생회 공약

작년 12월 진행한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는 투표
율 50.3%로 저년에 비해 4% 하락한 참여율을
보이는 가운데 `IMPACT` 총학생회가 득표율
85.7%를 보이며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 이러
저러한 사연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85%의 지지
를 받으며 당당히 승리를 거머쥔 김현수 총학생
회장.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및 봄축제를 성황리
에 막 마치고 뒷정리에 바쁜 김현수 회장을 봄꽃
이 환하게 핀 어느 봄날 만나보았다.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전주대학교 제46대 'IMPACT' 총학생회 총
학생회장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 3월 밖에 되진 않았지만,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메인 공약 5개 중 2개, 세부 공약 중
50% 이상 이행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진행
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공
약 100%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속드린 공약 사항 이외에도 전주대학교 학
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업이
있다면 손닿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공약 외에 총학생회장으로써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매번 똑같은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틀대로 진행한다
면 발전이 없겠죠. 총학생회장이 된 후 기존
에 진행하였던 사업은 조금 더 참신하고 새
롭게, 없던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만
을 위해 2019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4. 1학기 행사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봄 축제 '청춘'이 진행되
었고요. 4월엔 학우 여러분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는 간식 이벤트, 야간 택시 이벤트, 5
월 전주대학교 전체 체육대회 'JJ체전', 6월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전체 농촌봉사활
동, 7월 전주대학교 국토대장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총학생회장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에 입학하여 2년 동안 학과 학생회 활
동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
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대에 다녀와 2017년
'더하기' 총학생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배
들에게 많이 배우며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
다. 대학 시절 모든 것을 경험해보자, 발전
하는 전주대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였고, 감사하게도 당선
이라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 전주대 선배로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생활을 하
길 바라는가?
주변 후배들을 보면 못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정말 안타
깝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바쁜데 할 수 있
을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등 여러
이유로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
많이들 포기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 졸업
하고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좋
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라는
말처럼 독이 되는 대외활동은 없습니다. 인
간관계로 힘들어해 봤다면 이 또한 사람을
배우는 경험입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해보
시길 바랍니다.
7. 학령인구 감소로 곧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가 닥
쳐올 텐데, 이런 때 우리 학교가 어떤 가치를 내세
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10년 지방 사립대학의 입지는 굉장
히 좁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상

└ 생필품 이벤트

└ 개강 이벤트

의 전환으로 미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
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정 또
한 축소되겠지만 맞춤 교육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향은
우리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8. 1년간의 임기를 마쳤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학
생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총학생회장답지 않은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냥 어렵고 무뚝뚝한 사
람보다 재치 있고 장난기 있는, 365일 일
만 하는 사람보다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
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9. 매년 학생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데 비해 학
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지 않을 때가 있어 안타
까울 때가 있다. 혹시 학우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
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획해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학우들의 관심을 받지 못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기획이 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
다면?
학우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학생회 임원 모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
도 합니다. 전주대학교 1만2천 학우 여러분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
은 학우가 즐기고 만족하실 만한 사업을 기
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애
정,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
분이 없다면 학생회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다면 조금 더 힘내서 알찬
사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1. 응답하라 ‘IMPACT’
2019년 가을축제는 프로그램, 연
예인 섭외 등 세부적인 기획을 하기
전 구글폼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 여러
분의 목소리를 담고 이행하겠습니다.
이외 총학생회의 크고 작은 행사 모두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전주대학교 강의실 환경 개선
[일체형 책상 교체]
책상과 의자가 결합되어있는 일체형
책상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학우
여러분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강의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
다. 학업을 방해하는 불편한 일체형
책상을 분리형 책상으로 교체하고, 최
신식 강의실로 변화를 주어 강의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 READY, ACTION! 시험기간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는 물론, 천원
의 행복! 든든한 아침식사까지 약속드
리겠습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야심한
밤,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려다 드리는
귀가 이벤트.하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
시는 학우 여러분을 위해 학교 근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타 지역에 거주
하시는 학우 여러분도 마음 편히 시험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힐링 쉼터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성적별 수강신청 학점 제한 완화
수강신청 학점제한 때문에 원하는
강의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적별 수간신청 학점 제한을 완화시
켜 학우 여러분의 졸업학점 관리를 수
월하게 하고 희망하는 강의를 마음 편
히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
습니다.
5. 스타빌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숙사가 부럽지
는 않으셨나요?
새 학기에 자주 이루어지는 이사, 이
삿짐을 계단으로 옮기느라 고생많으
셨습니다. 당장 모든 단과대학 기숙사
에 설치할 수 없겠지만 스타빌을 기점
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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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새 술은 새 부대에”

사회과학대학장 김명식 교수
(상담심리학과)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새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하
다는 뜻이리라.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을 어
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첫째,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 왔던
돈과 권력, 명예 같은 외적인 가치로부
터 사랑과 관용, 소통과 공존 등 내적인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성경
에서 예수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

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하시
며 인간적 명성과 화려함에 대한 집착
과 허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계하셨
다.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
욕에 빠져 자기 자랑에 바쁘고, 혹시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경계하고 욕하거나 평가절하 하며, 주
기적으로 우울과 고통의 심연에 빠졌다
나왔다 반복하는 취약한 심리 상태에서
얼마나 생산적이며,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
는 내 자신은 어떠한가? 혹시 다른 사
람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부담과
고통만 안겨준 것은 아닐까? 치열한 문
제의식과 회개의 과정, 자기 갱신의 과
정이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둘째,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현대는 새
로운 변화와 창조를 위해 소통(communication)과 협업(teamwork)의
훈련과 기술이 매우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위해 문제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구체적으로 잘 규정하기, 간단
하고 명료한 표현법을 익히기, 단순한
사실이라도 중요한 내용은 내 자신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반복하여 확인하기
(review), 다른 사람의 입장(perspec-

tive)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
기, 자신의 관점과 입장으로부터 벗어
나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객관화(self-objectification) 연
습 등 기본적인 심리학적 학습과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학습과
기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인간 간의 사랑과 공
감(compassion)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찍이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사랑은 ‘능동성’으로서, 우
리의 생명력을 사용하는 내적 활동이라
고 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문
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진
정한 사랑이란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라
고 강조했다.
올해는 우리 대학과 구성원, 우리 공
통체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상대방
의 입장에 서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을 함께 잘 헤쳐 나갔으면 좋
겠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자
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소중한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
다!!!

학생기자칼럼

우리 시대의 자화상

이인준 기자
(iij7717@jj.ac.kr)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
한국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작년
봄 학기, 불쾌한 일을 겪었다. 조별 모
임을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
화방에서였다. 한 조원이 자신은 시간
이 없어서 조별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다

며 자료 조사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무언가를 보내왔
다. ‘양XX 사진’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었다. 순간 당시 떠들썩하던 누드 사진
유출 사건이 떠올랐다. 피해자와 이름
이 같았다. (아마 피해자였으리라) 상식
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매
우 불쾌했다. 해당 조원은 조에서 제명
됐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딱 1년이었다.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는 뉴스가 나왔
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
러니하게도 이번 사건 뉴스가 나오자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정준영 동영상’이었다. 연예인이나 유
명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그들의 실명
만 검색어에 오르던 것과 다른 양상이
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다.
특정 몇 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수
가 일종의 관음증을 앓고 있다는 말인가.

조별 모임에서 한 조원이 그렇게 행동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예인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거리낌 없이 단체 대화
방에 공유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
람이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
고,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을 눈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다. 무엇
보다 이런 일들을 예외적인 개인의 일
탈로 여기는 사람들도 한몫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자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제2의 정준영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
다. 정준영도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범죄였다. 이번 기회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
은 일상으로 무기력하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

설

교내 실내금연은
기초도덕이다.
최근 교내 일부건물에서 실내흡연으로 인
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교내 실내흡연은 강
력히 제재함이 마땅하다. 이는 국민건강증진
법의 규제규정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
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도
덕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반드시 지
켜야 할 것을 기초도덕이라고 한다. 도덕의
기본은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
하고 피해를 받는다면 이를 하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이다. 실내흡연은 자신의 즐거움과 편
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불편함과 피
해를 주는 행동이며 이를 하지 않는 실내금
연은 기초도덕이다.
아직도 흡연을 개인의 기호행위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흡연은 폐암, 후두
암 등 중증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그 자
체로도 명백히 세계질병분류코드(F17)에 등
록된 질병이다. 담배연기 속에 40여종의 발
암물질을 포함해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500만명 가
량이 흡연과 관련된 문제로 숨지고 있다.
흡연이 흡연자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
에 있는 비흡연자인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
들이 원하지 않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실
내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방화안
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내흡연금지는 당
연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실내금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
어야 한다. 흡연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흡연자
들의 실내금연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금연은 법률의 규정을 지켜야하는 준
법일 뿐만 아니라 지성인이 가져야할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의 최소한의 기초도덕이다. 모든 학생이 편
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학캠
퍼스를 위해서는 실내금연의 원칙이 지켜져
야 한다. 더불어 대학당국의 지속적인 실내
금연정책의 실시와 실내금연지도를 위한 보
완책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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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getarian in a Meat
Eaters Paradise

Publisher Ho-in Lee, Managing Editor Chullsung Juhng

With White Leek Flowers
By Park Nam Jun

By Susan Webster, Professor

While there is increasingly more
awareness surrounding vegetarianism
in Korea, by many it is still a concept
that meets resistance and a lot of confusion. “You’re a what? What do you
eat?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You can eat chicken though, right?” Or
in a Kimbap shop, “Why no ham? Ham
isn’t meat.” That one always makes me
chuckle because they aren’t far wrong.
Thankfully though, these questions are
becoming more infrequent as people
are becoming better informed about
nutrition, and life as a vegetarian in
Jeonju is actually, believe it or not,
much easier than being vegetarian in
the UK.
Whichever healthy lifestyle you
choose to live, it’s important to approach it with flexibility and an open
mind. To have patience and to realise
that not everyone knows what being a
vegetarian means is essential. But,
with a kind hearted approach we can
help educate people and make it less
difficult for future vegetarians.
While I choose to be vegetarian or
most of the time, ‘flexitarian’ or
pescatarian (people who don’t eat land
animals but eat seafood), it’s unfortunately impossible to eat meat free
100% of the time. There will always be

awkward social situations where you
have no control over where you eat
and sneaky bits of meat manage to
wriggle their way onto your plate.
Therefore, employing more flexibility
and practicing patience removes a lot
of stress in social situations. The stress
to your body is actually more harmful
that a sprinkling of bacon on your
salad, so just take a deep breath and
let it go.
So, how can a vegetarian survive in
a meat eaters paradise?
No matter where you live in the
world, being a health conscious vegetarian can be a challenge. Do some research, learn about nutrition and about
local produce that there is not so much
access to in other countries. For instance, kelp and various seaweeds
pack a load of essential vitamins for
vegetarians. If you eat eggs, then try
to find a local farmer with free range
chickens ― it’s possible to get them
delivered to your door. Otherwise, look
out for the animal welfare boxes ―
small scale farmers seem to be best.
Also, join the vegetarian communities
on Facebook and find out all the great
places that do cater to the needs of
vegetarians. There are so many active
and very knowledgable communities
who know the best restaurants to visit.
For me, eating out in Korea, is not
too difficult. Despite the fact that Koreans have an insatiable appetite for
meat dishes and while fish has always
been apart of their staple diet, there
are so many amazing Korean dishes
that are vegetarian friendly by default.
I’m lucky that I love traditional Korean
cuisine such as Hanjeongsik ― Korean
full course meal with unlimited nutritious delicious side dishes. Then of
course there’s Bibimbap! Perfect in
summer and winter. And of course,
Gongnamulgukbap is an amazing winter warmer. A few other favourites of

My clumsy body. I’ve been always clumsy.
Gathering firewood, I have my hand or leg cut and scratched.
I limp on my way home. The day’s sun sets.
Now the darkness makes silence shine.
Stars are cold. I should make a fire.
These used to be deep in the forest, every last one.
There is one that burns more brilliantly
And hisses with fizz.
It’s the gnarled branch that resisted against the ax several times.
It’s a scar. The scarred trees.
Can they burn up once again though they have their backbone bent
And distorted, here and there in this life?
When can I make my living not so clumsy?
I hope the heavy gnarls of my life could ride on a burning flame
And fly like dust.
Burnt in the air, they leave ash behind.
I will strew white ash, that white ash, in my garden.
Will my life be bright when white leek flowers bloom?
White leek flowers, and their bright incarnation.

Mr. Park Nam Jun is an alumnus of Jeonju University. He lived in a
hut with a small vegetable garden on the slope of Moak Mountain
before he moved to Plum Village in Akyang. The poem was written
while he was living in Jeonju. (Translated and commented on by J.C.S.)

mine include, Naengmyeon, Kimchijeon, Pajeon, Kimbap & Kalguksu ―
while not as nutritious as the first few
on the list, they are still perfectly suitable for vegetarians. There are so
many comforting, nutritious, pantbased dishes available, you just have
to be willing make a gamble, or try to
enjoy the food and then learn how to

Am I On My Own?

By Scott Radford
Often, we are overwhelmed by a sense
of insignificance. We feel a sense of
complete uselessness believing “I am
just one ― and what can just one do?”
Throughout Scripture, we find example
after example of the power of one.
Today, I want to look at some of those
examples.

#1. One little Boy - instrumental in feeding
5000 (Availability) John 6:9-13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The first element
necessary to glorify God in sharing
Him to others, is availability. Even the
most gifted and talented Christian in
the world is of no use to God if he is
not available to God. Faithful service
to God always starts with simply being
available to God. I remember a speaker
at one of the chapel services where I
went to seminary. Having being introduced as our main Missions Conference
speaker for the week, he asked us to
pray with him. We all bowed in prayer,
and after a long pause, he prayed,
“Dear Lord, I will do anything you want
me to do. I will go anywhere you want
me to go ― but, please Lord, don’t send
me to Africa. Amen!” I tell you that
man got our attention! You see, he was
illustrating the point that too many

make it at home ― some dishes are
based on surprisingly simple ingredients.
Even if your Korean skills are limited, with some good will, hand gestures and a few basic tricks you will
quickly learn not just how to survive
but, even better, to indulge in Korea’s
culinary delights.

(Joshua 23:9-11)

Christians place conditions upon their
availability to God. And as soon as you
place conditions upon your availability
to God, you become useless to Him.
People who are not available to God for
service will never fully know God’s
purpose for their lives. It is not based
on one’s ability but one’s availability.
#2. One Woman was instrumental in saving
a nation (Courage/Boldness) Esther 4:1416 There’s a lot of people who talk
about doing good, and a lot of people
who argue about what’s good and
what’s not good, but there are folks
who just put their lives on the line for
what's right. As Christians we know
what is right and it takes boldness to
live lives that are right. The third thing
is...
#3. One Man - instrumental in saving
mankind from extinction (Faith) Hebrews
11:7 “By faith Noah, when warne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By his
fait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is
in keeping with faith.” Too often we try
to use God to change our circumstances, while He is using our circumstances to change us. Faith enables us
to understand what God does. Faith
enables us to see what others cannot
see. As a result, faith enables us to do
what others cannot do. Today I asked,
“Am I On My Own?” Often, we feel we
have nothing to offer but we saw three
examples how God can use us, no
matter how small we feel. We a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God. If we
make ourselves available, are courageous and have faith, God can do
mighty things. We are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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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Go On a
Trip to Vietnam
My Vietnamese friend, Hoang Son
Trang, told me some tips about
taking a trip to her country. Let's
listen to her.
By Kim Jieun, Reporter
Q. Please tell me about the places
you recommend in Vietnam and a
good time to visit.
A. The weather in Vietnam is different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has four seasons, so it's
good to go to the North in the fall.
I think October is the best. The
South has only one season: summer. Very hot, so it is better to
visit between March and April.
Never try from June to August. If
you are planning to go to the
North, I’d recommend Hanoi,
which is good for eating and
sightseeing. In Hanoi, you should
visit Ta Hien, a beer street, and
Lake Hoan Kiem. In the South, it
is good to visit Phu Quoc. You can
eat delicious seafood there and
enjoy playing in the water. Da
Nang,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located in central Vietnam.
Q. Is there any local food you
would like to recommend?
A. I’d recommend bun moc, banh
gio, bun cha, and ga tan. Particularly, bun cha is famous and
worth trying. The former U.S.
President Obama ate it during his
visit in Vietnam. And try bun dau
mam tom in Hanoi, though it may
b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enjoy
the taste of the sauce. If you want
a challenge, try trung vit long. It
is made of boiled duck eggs just
before hatching, and we believe it
is good for health.
<Hoang Son Trang’s Tips>
- It is good to study simple Vietnamese before you go on your
trip.
- Important items should be carried inside of your body. It’s better
to carry a small bag and cover it
with clothes.
- There are many motorcycles in
Vietnam, so you must be careful
when you go on the road. And a
city bus in Vietnam is not recommended if you don’t like crowds.
- As for a taxi in Vietnam, I recommend a brand-name taxi. It is
safer. I’d recommend Me Lean
Taxi, which is green, ABC Taxi,
and Group Taxi.
- When you take a taxi, you have
to call. That means you should
speak Vietnamese or English. If
you can’t, I’d recommend Grab
Taxi. It is similar to Kakao Taxi
in Korea. You can set the destination and it shows the route.
- When you drink bottled water,
choose Dasani, Lavic, or Aquafina.
Others can cause problems. But
there are lots of Aquafina fakes,
so be careful.
- Fried foods are not recommended when you try street food.
You can get a stomachache because they use their oil for a long
time. I don’t think it’s safe.
- If you want some souvenirs for
your family and friends, I’d recommend lotus tea and dried
fruits.
- When foreigners come to Vietnam, they usually go to Cong
Cafe. I prefer Highlands Coffee.

Сургуулийн орчин дахь тамхи татах ёс суртхуун.
Ойрын үед сургуулийн дотоод орчим
буюу коридор анги танхимд тамхи татсан зөрчил гарсан билээ. Ямар ч шалтгаанаар байсан сургуулийн дотоод
орчинд бусдад хохирол учруулан тамхи
татхыг хүчтэй хориглож байна. Үүний
тухай ул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шинэчилсэн
дүрэмд байдгаас гадна хүний амьдралд
байх энгийн ёс зүй юм. Хүн амьдрах хугацаандаа заавал дагаж мөрдөх зүйлийг
олон нийтийн соёл гэнэ. Нийтийн дунд
дагаж мөрдөх ёс зүй зүй нь өөрийн хийсэн үйлдэлээр бусдад хүндрэл болон хохирол учируулахгүй байх гэсэн байдаг.

Анги танхим дахь тамхидалт нь өөрийн
ая тухын төлөө бусад хүнд хохирол учируулж байгаа хэрэг юм. Одоог болтол
тамхи татах нь хувийн ухамсарт үйлдэл
боловч тамхи татах нь уушиг, төвөнхний
хорт хавдар үүсэх гол шалтгаан болдог.
Тодорхой тайлбарлавал дэлх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хүрээлэнд (F17) гэсэн нэрээр
бүртгэгдсэн өвчин юм. Тамхиний утаанд
40 төрлийн хортбодис агуулагдах ба энэ
нь дотроо 4000 төрлийн химийнэлемент
агуулдаг ба дэлхйин хэмжээнд 1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ойролцоогоор 5сая хүн тамхидалт ба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хорт утаа-

наас болж нас барж байна. Тамхи татагчаар барахгүй хажууд байгаа татаагүй
хүн нь ч бас дан тамхидалтанд өртөж
байгаа нь ойлгомжтой юм. Үүнээс болоод дан тамхидалтанд өртөгч нь хохирч байгаа учираас ул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газраас өрөөний тамхидалтыг
хориглож байна. Өрөөний тамхидалт нь
орчиндоо байгаа хүмүүстэй хохирол
үзүүлэхгүй байх энгийн ёс зүй юм. Бүх
оюутан сурагчид сургуулийн орчиндоо
тав тухтай байж цэвэр цэнгэг орчин
бүрдүүлхийн төлөө хичээцгээе.

Nguyên tắc không hút thuốc trong phòng học là một phạm trù đạo đức.
Dạo gần đây ở một vài tòa nhà trong
trường đã phát sinh vấn đề do có hiện
tượng hút thuốc. Dù là bất cứ lí do gì thì
việc hút thuốc trong các tòa nhà gây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khác là hành động thiếu
ý thức. Đó không đơn giản chỉ là dựa theo
luật tăng cường sức khỏe của dân mà còn
vì hành động vượt ra khỏi đạo đức cần
thiết trong một cộng đồng.
Mỗi chúng ta khi đang sống trong cộng
đồng, có một vài chuẩn mực đạo đức nhất
thiết phải tuân theo. Và điều cơ bản nhất
của phạm trù đạo đức là nếu hành động
hút thuốc trong các tòa nhà gây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khác thì xin hãy đừng làm như
vậy. Đừng vì thỏa mãn lợi ích cá nhân mà
gây ảnh hưởng đến những người xung
quanh.
Đến bây giờ vẫn có nhiều người nghĩ rằng
việc hút thuốc chỉ là hành vi mang tính cá
nhân nhưng ngoài việc là nguyên nhân gây

ung thư phổi,... các bệnh nghiêm trọng thì
tổ chức Y tế Thế giới còn xếp nghiện nicotine thành mã bệnh F17 trong nhóm các
bệnh lý rối loạn tâm thần và hành vi. Khói
thuốc là chứa hơn 4000 chất hóa học,
phần lớn là độc hại trong đó có hơn 40 chất
là tác nhân chính gây ung thư và trên thế
giới có khoảng 5 triệu người đang chứa
mầm bệnh từ thuốc lá.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đó, cả người hút
thuốc chủ động và thụ động còn làm ảnh
hưởng đến nhóm người thứ ba, những
người này mặc dù không hút, không ngửi
phải khói thuốc nhưng được coi là nhóm
hút thuốc gián tiếp. Một nghiên cứu mới
đây cho biết ngay cả các tòa nhà cấm hút
thuốc cũng có thể bị các hóa chất và
những phần tử rất nhỏ của thuốc lá xâm
nhập do vương trên quần áo của những
người ra vào tòa nhà. Các phần tử nhỏ bé

này phát tán vào không khí và hệ thống lưu
thông không khí của các tòa nhà lớn đi
khắp nơi cho dù trong tòa nhà không có
người dù chỉ là châm một điếu thuốc. Điều
này có nghĩa là ngay cả những khu vực
“không hút thuốc” cũng không hề thiếu
nguy cơ chịu ảnh hưởng xấu của thuốc lá.
Để ngăn chặn việc này trong Luật tăng
cường sức khỏe nhân dân đã ban hành
điều luật cấm hút trong trong các tòa nhà.
Việc không hút thuốc trong các tòa nhà
không chỉ đơn giản là tuân theo pháp luật
mà còn là một hành động đẹp có đạo đức
khi đã tôn trọng người khác trong cộng
đồng. Vì vậy mỗi một học sinh chúng ta
hãy chung tay góp sức để xây dựng, giữ
gìn, bảo vệ không gian học tập, khuôn viên
trường bằng những hành động thiết thực không hút thuốc trog các tòa nh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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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청
및
지급대상

신청
제외대상

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안내

가족장학금 신청안내

- 형제장학금「가족장학금」장학명 변경 - 장학 금액수혜학생 기준 수업료 지급
-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등 가족원2명 이상이 본교(일반대학원만 포함)에 재학
중일 때 학부생 1명에게 장학금 지급(수혜 받을 학생 선택)
수혜학생의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충족
(★신입생도 수혜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 미적용)
- 등록을 한 후 휴학한 자(기등록자) 지급 가능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가족 중 1명이 휴학 중이거나 자퇴 및 제적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가족 중 1명이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정규학기 8학기, 단, 건축학과 10학기)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단, 졸업유예자 중 전액납부자는 신청 가능)

신청기간
1학기 : 2019. 4. 8.(월) ~ 5. 3.(금)
2학기 : 2019. 10. 7.(월) ~ 11. 1.(금)

제출
서류

지급일
1학기 : 2019. 5. 24.(금) 전후
2학기 : 2019. 11. 22.(금) 전후

문의
및
제출처

가족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장학금액 : 수업료의 40%

(수업료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

지급방법 : 개인통장지급및대출상환지급

(※해당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일괄 상환 처리)

장학금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동의서(가족재학자 및 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발급) 1부
장학금 수혜학생 통장사본 1부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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