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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함께하는 교육( #BetterTogether)

1965년 5월 15일 창간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역
최우수사업단 선정
연간 5억 늘어난 43억 7천만 원 지원
‘지역맞춤형 산학협력’ 실적 인정

▲ 본교 84학번 동문 소영민 장군 ‘수퍼스타’ 등재식 / 사진: 강기웅(kkw1004kkw@jj.ac.kr)

개교 55주년 기념식
“학생중심 대학,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대학은 이달 3일 개교 55주년을 맞아
본교 JJ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호인 총장과 홍정길 이사
장, 김익수 이사, 안병선 부총장, 임정엽 총
동문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
과를 자축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모
았다.
기념식은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우수
연구자상 △슈퍼스타 직원상 △공로패 △표
창패 △자랑스러운 동문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서는 연공상 수상자 정원기 교수
외 2명(근속연수 30년), 인문대학 이상균 교
수 외 1명(근속연수 20년), 이호준 교수 외

21명(근속연수 10년), 우수교육자상에는 김
문택 교수 외 10명, 우수연구자상에는 변주
승 교수 외 4명, 슈퍼스타 직원상에는 김희
수 교수 외 5명, 공로패는 윤상훈 교수와 표
창패는 송영광 교수 외 2명이, 자랑스러운 동
문에는 소영민 장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
었다.
이호인 총장은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 대학의 가장 중
요한 구성원이자 수여자인 학생과 함께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 학생 중심으로 학생을 위
한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
겠다."라고 전했다.

자랑스러운 동문 등재식
“올해의 수퍼스타 소영민 장군”
개교 55주년을 맞아 동문 슈퍼스타 등재식
이 5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올해의 수퍼스타 동문은 소영민 장군이다.
도서관 중앙홀 유토피아 존에 마련된 슈퍼스
타 전시관에는 우리 대학 졸업생 배우 김우
빈, 축구선수 김영권, 양궁선수 박성현, 미래
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최경주 씨 등 23인의
사인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소영민 장군은 본교 화학과 84학번 동문
으로 32년 동안 대한민국 장교로 봉직하며,
국가 발전과 방위에 기여하고 본교 명예와 위
상을 높이고 있어 슈퍼스타로 등재한 것이다.
소 장군은 1988년 졸업과 동시에 학사장
교 11기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전후방 각
지에서 지휘관과 참모진을 수행해오다가

2015년 준장으로 진급하여 인사 사령부 제
대군인지원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에는 그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계급인 육
군 소장으로 진급해 현재 제31보병사단장직
을 수행하고 있다.
소 장군은 이날 등재식에서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가장 떠오르는 건 감사라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라는 것에 대
한 내 삶의 만족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존경의 마음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
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
지 않았나 싶다. 전주대 후배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은자(ysrest@jj.ac.kr)

우리 학교는 지난 1년 동안에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
어 정원 감축 없이 3년간 145억 원의 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전국 11개의 대학만을 선정하는 대학 혁신
지원 시범운영 사업에도 선정되어 19억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
어, 교육부의 핵심 사업인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호남제주권역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5년간 2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황채원 기자(chaewon1004@jj.ac.kr)

우리 대학 LINC+사업단(단장 주송)이 2
단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43억 8천여
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신문 888호에
실었던 1단계 평가 후 2단계 평가에서 본 대
학이 호남제주권역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됐다. 작년 201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로 선정돼 지원받은
10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 53억 8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 지원금과
대학의 대응자금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총 178억 5천만 원 규모로 역대 최
대의 사업비이다.
본교 LINC+사업단은 1단계인 지난 2년
동안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추진실
적을 인정받아 호남제주권역 최우수사업단
으로 평가를 받았고 전북지역 맞춤형 산학협
력을 추진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징적인 활동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와 공동으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발
족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고부
가가치 상품으로 전망이 좋은 지역 식품산업
과 6차 산업의 유럽진출을 위해 (사)세계한
인무역협회 유럽지회와의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주송 단장은 전국 유일 산업디자인학과 출
신 단장으로, 그간 공학 위주 사업이 아닌 공
학과 사회, 문화, 예술을 어우르는 지역사회
맞춤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
어 앞으로의 사업이 더욱 기대된다.
김형균(lovejj@jj.ac.kr)

■연공상 수상자

■우수교육자상 수상자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김문택

30년

정원기 한남희 정낙훈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김규환

20년

이상균 서광수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심정하

기계시스템공학과

조성환

10년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이호준
주미현
폴린
박종성
김선해

생활체육학과

손지훈

예술심리치료학과

김동민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이옥인

기초융합교육원

기초융합교육원

한병수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우수연구자상 수상자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

공과대학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문화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변종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애란

중등특수교육과

박은영

제혜금
신현욱
스캇
이윤경
안동인

유인영
원종섭
조엘
이용하

김용욱 최지원
최지은 김보경
이동영 오영진
임수나 인병진

■수퍼스타직원상 수상자
입학지원실
국제교류지원실
취업지원실
학생지원실
산학연구기획실
산학연구운영실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계약직
계약직

6급
7급
7급
8급

하태수
이수진
송기안
김희수
조우진
최현희

공로패수상자
표창패 수상자
자랑스러운 동문

윤삼훈
송영관 정애인 이정순
소영민(제31보병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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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55주년 기념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최미정 작가 작품

전북 유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으로 전북 평생교육 거점 역할 수행

전주대 아트갤러리에서 한 달간 전시

2020년부터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4개 학과) 운영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최미정 작
가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전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
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3일 오후
3시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개막식을 가졌
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국립전주박물관 천진
기 관장은 “오늘과 같은 예술과 역사가 결합된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시회가 많이 열림으로써
한국독립운동사가 널리 청년들의 마음에 뿌리

앞으로 우리 대학이 전북 유일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부터 2022년까지 성과에 따라 매년 7억
5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4월 28일, 우리 대학이 교육부에서 시
행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성
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이 결정됐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대학이 성
인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시작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대가 유일
하게 선정되어 앞으로 평생교육 거점 대학 역할
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된 예산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나 교육시설 개선 등 평생교육 체제 구축
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4개 학과(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사
회와 기업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창업경영금융
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
래기술융합공학과를 개설하여 각 학과별로 30
명(정원내 5명, 정원 외 25명)의 신입생을 모집

할 예정이다.
성인학습자의 교육여건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
이다.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성인
들의 특성을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을 운영하는 식이다. 전공 산업 분
야의 직업 경험을 학습 경험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의 최대 20%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 원
격 수업으로도 최대 40%까지 학점 취득을 인
정할 예정이다. 또, 1년 4학기, 다학기제를 도
입하여 3년 내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
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모집은 일반 대입 모
집시기와 동일하게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이뤄
지며, 수능점수는 필요 없다. 선발은 평생학습
자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로 나뉘어 진행
될 예정이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는 지역주민이 군자삼
락의 하나인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교육 지원해오고 있다.”라
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대학 교육의 진입장벽
을 더욱 낮추고 교육의 질은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대신(bigtrust@jj.ac.kr)

내려야한다.” 라고 특별전이 열린 의의를 말했
다.
아트갤러리 앞 쪽에서는 기미독립선언문과
태극기 탁본 체험이 진행된다. 안쪽에는 최미
정 작가의 성화 작품 스무 점과 스케치 작품
열두 점, 그리고 전주박물관과 한남대 중앙박
물관이 소장한 십수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별전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을
제외한 한 달간 열린다. 사회자는 “전주대 박
물관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두면 토요일에도
관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ganjion@jj.ac.kr)

개교 55주년 기념 ‘명예박사학위’
연세의료원 인요한 소장, 하님 대표이사 전영한 회장에 수여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시행 후 12년 연속 선정

개교기념식 후 오후 1시 30분에는 ‘명예박
사학위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올해의 주인공은 하림 주식회사 전영한 회장
과 연세의료원 인요한 소장이다.
우리 대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와 봉사
를 실천한 것을 인정하며 전 회장에게는 명예
경영학박사를, 인 소장에게는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전영한 회장은 국내외에 무궁화를 무상 보급
하는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를 설립하고, 자비
로 충청남도에 100억 원을 들여 요양원을 기
증했다. 미얀마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500억
기부를 약정하고 난치병, 희귀병 퇴치를 위해
서도 거액의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
간평가에서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5월 7일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사
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참여 대
학 67개 학교 가운데 계속 지원 대학 57개교
를 선정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을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대
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대는 그동안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결과를 인정받아 12년 째 사업을 수행
하게 됐다.
우리 대학은 학생부위주전형 선발비율을 확
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전형

▲ 개교 55주년 기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왼쪽 두 번째부터 전영한, 인요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지원

또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의
저자이자 의학박사인 인 소장은 호남 기독교
선교에 앞장섰던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으로서
서양인이다. 그러나 1958년 전주에서 출생,
전남 순천에서 성장한 호남의 아들이다. 인 소
장은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를 만들고, 북한
에 결핵요양소를 짓는 등 자국과 북한의 의료
발전에 힘써왔다.
이호인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
어 영광이다. 두 분의 삶의 발자취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송재민 기자(ganjion@jj.ac.kr)

의 공정성과 고른기회전형 선발 과정의 합리
성을 확보하며, 고교교육 내실화와 대입전형
단순화·공정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지역에서 전북대와 우석
대는 탈락하고, 우리 대학과 군산대, 원광대가
통과했다.
한편, 고교생 대상 △학과체험 △진로진학박
람회 △정보소외지역 1:1 대입상담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
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서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수진(namu99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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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주대학교 박물관

하림beSTAR 22명 선발 ‘졸업 후 대기업 간다.’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제1기 선발
하림그룹과 취업연계형으로 진행되는 ‘하림
beSTAR 제1기 교육과정’에 22명의 재학생이
최종 합격했다.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 인력수
요에 따라 본교 2학년 학생을 적성에 맞는 직
무에 조기 선발했다. 이 학생들은 대학과 기업
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후 취업으
로 바로 연계하는 채용연계형 산학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우리 학교와 하림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7개월간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
다. 이후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등 하림그룹 공
채 선발절차에 준하여 학생을 선발한 것이다.
결과 IT, 공무설비, 생산관리, 물류, 홍보 등 하
림그룹 14개 직무에 최종선발 했다. 이들은 수
퍼스타 컬리지 융합전공과정인 ‘하림산학교육과
정’ 수료 후 ㈜하림식품, NS홈쇼핑, 선진포크,
팜스코 등 하림그룹에 2022년 입사할 예정이
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기 중에는 전주대-하림
그룹이 공동으로 설계한 기업맞춤형 전공교육
과정과 함께 4차 산업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창
의융합,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과

목을 이수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하림그룹 계
열사에서 현장맞춤형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하
림beSTAR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적성
중심의 우수 인재 육성과 채용으로 연계하는 산
학협력 친화형 인재 양성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
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사회 및 산업
이 요구하는 시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전
공으로 구성된 단과대학 ‘수퍼스타칼리지’를 신
설하고 하림산학융합전공 등 15개의 융합전공
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박수정(sjsj@jj.ac.kr)

업이 10시 30분에 끝나는데 하교 버스가 14
시부터 있는 바람에 매번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간다.” 라고 말하며 넓은 배차간격에 불만을 토
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 통학버스를 이
용하는 학우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났다.
인근 대학의 익산, 군산방면의 통학버스 시간
시간

미룡주공1차

07:50

익산 하교 운행시간

군산상고

08:05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8호차 9호차 10호차

진포 문화원
해나지오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한라비발디 A승강장
(예술의전당)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한라비발디 A승강장
(예술의전당)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미룡주공1차A
17:01 도착
미룡주공1차A
17:10 출발

08:07
08:09

15:30 16:40 18:10 18:10 18:20 18:20 17:00 20:00 20:00 22:00

▲우리 대학 통학버스 시간표

익산방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박은주(가명,
한국어문학과 1) 학생은 “하교시간 통학버스 첫
차인 15시30분에 늘 사람이 몰린다. 10분 전
에 가서 버스 앞에 줄 서 있어도 자리가 없는 바
람에 내 앞에서 끊긴 적이 자주 있었다.” 라고 말
했다. 해당 학우는 다음 버스인 16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을 마냥 기다려야 했다.
군산 하교 운행시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7호차

14:00

16:00

18:00

18:00

18:30

20:00

22:00

▲우리 대학 통학버스 시간표

군산방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이해준 (가명,
산업공학과 1) 학생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수

방면

시간

논산 출발

07:40

영등동 CGV 방면

08:00

영등동 CGV 방면

08:20

08:40

모현시립 도서관 방면

09:00

11:00

영등동 CGV 방면

10:00

모현시립 도서관 방면

11:00

12:00
13:30
15:30
16:30

영등동 CGV 방면

12:00

모현시립 도서관 방면

13:30

영등동 CGV 방면

14:30

모현시립 도서관 방면

15:30

영등동 CGV 방면

16:30

영등동 CGV 방면

17:00

한라비발디 A승강장
(예술의전당)

17:00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18:10

논산방면

18:10

동군산병원

18:10

영등동 CGV 방면

18:10

한라비발디 A승강장
(예술의전당)

19:30

모현시립 도서관 방면

19:30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21:10

영등동 CGV 방면

21:10

한라비발디 A승강장
(삼일유리)

22:40

익산역 방면

22:40

▲(왼쪽부터) 호원대학교 통학버스의
군산방면과 익산방면 하교 시간표

으악! 기사님
잠시만요!

어라?
방금 자리
다찼어 학생

가지마~
저 차가
마지막 버스라구!

학생 “버스 증차, 배차 시간 다양화 필요… 통학증 검사 안 해”
학교 “예산 문제로 더 이상은 힘들어… 통학증 검사, 제대로 하겠다”

방면

통학버스

강의 끝나자
마자 온건데
벌써 다 차버렸잖아?

통학버스에 학생들 불만 제기해
통학버스 배차시간과 통학증 검사에 대해 학
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배차시간 관련 불만
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다수의 인원 탓에 앉
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배차시간이 다양하지 않
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주로 익산 하교 차량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후자는 군산 하교 차량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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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살펴본 결과, 호원대학교의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다양할뿐더러 간격도 1시간으로 비교적
촘촘했다. 원광대학교는 등하교 배차 시간이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이에 학생지원실 담당자는 “과거에 비해 통학
버스가 많아졌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25
명밖에 되지 않는 군산도 하루에 7대 정도 다녀
서 오히려 버스를 감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익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통학버스는 자가용
이 아니니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일일이 맞춰줄
수는 없어요. 또한, 밀리는 시간대에 증차는 학
기 운영비용에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
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차선책으로 “2학기 때
는 등교 시간인 9시와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는
6시 이후부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식도 고
안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하교 통학버스를 6시
이후 시간부터 운행하면 배차 간격이 촘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학증 검사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통학
증 검사를 해야 하는데 버스 기사에 따라 검사
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익산에서
전주까지 통학하는 김유정(가명, 일본언어문화
학과 1) 학생은 “통학증 검사를 어떤 기사님은
하시고 어떤 기사님은 안 하신다. 한번은 통학
증 검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가 타기 전에 허
둥지둥 챙긴 적이 있었다. 3월 20일쯤에는 한
학생이 통학증을 챙기지 못해 버스를 타지 못하
고 그냥 돌아가야 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
다.”라고 말하며 통학증 검사에 대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지원실에서는 “신학기에는 아무래도 신입
생들이 통학버스를 신청하고 환불하는 상황이

탈 학생은 많은데
왜 버스는 적은거야?

헉... 우리들 때문에
못탄 애가 있나봐

통학학생

따라탄친구

흠흠, 그냥
모르는척 하자...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유연한 시스템 체계가 갖
춰져 있지 않았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이를 개선
하고 통학증 검사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학생들이 제시한 문제로 하차 시 안전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내릴 정거장이 다 오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어야 해 위험하다는 것이
다. 이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한 기사는 “보통
은 정거장에 다다랐을 때, 서행하다가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출발한다. 굳이 일어서
지 않아도 좌석에서 내리려는 제스처만 취해도
기사들은 알 수 있다.”라며 일어나지 않아도 됨
을 피력했다.
심자현 기자(qtm777@jj.ac.kr)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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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듣는 임용고시의 모든 것
전주기전중학교 장소윤(국어교육과 13학번)선생님과의 인터뷰

선생님이란 직업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직업이다. 전주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용고시 합격생과의
인터뷰를 기사에 담았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닌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등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의문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교단에
선 장소윤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2019년 임용고시 합격자 68명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소윤입니다. 밝을 소(昭)에 다스릴
윤(尹)을 써서, 밝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
주셨어요. 2013년에 학교에 입학하여 2017년에 졸업했고,
올해 임용에 합격하여 3월부터 전주기전중학교에서 3학년 담
임이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2.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국어 교사를 꿈꾸게 된) 동기나 계기
어려서부터 동네 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즐길 정도로 남에
게 무언가를 알려 주는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어요. 덕분
에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초·중·고등
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교에 와서도 선생님이란 직업을 꿈꿔왔
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렵고 성적도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었고, 취업 캠프, HR수업 등을 받을 정도로 미래에 대
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2학년 때 담당 교수님과 진
로 상담을 하던 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교사가 천직
이야”라고 하시며 저보다 더 저를 믿어 주시는 교수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임용시험에 끝까지 도
전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교수님께서
는 모든 학생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당
시 방황하던 저에게는 최고의 응원이었어요.

가정교육과

안재현 소영선 김준호 윤경남
정채희 최상희 권다인 김민아 송여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김준성 서진실 백설아 김종식
박진주 손 수 이건영

문은수 박영운

영미언어문화학과

김현영

상담교육대학원

허은진

영어교육과

이하영 박영희

체육교육대학원

조성문

음악학과

최지현 조수인

일반대학원

이현호

중국어중국학과

이혜선 임미원

국어교육과

김보람 김소림 이주선 차주연
석지숙 장소윤 이승은

중등특수교육과

최은현 김윤지 진현경 한승훈 김영훈
이영만 이한솔 조수민 조윤주 김다민
유미가 이소연 조지은 정유정 고은채 신화선

한식조리학과

정혜윤

한문교육과

전호선 이다겸 전슬기 박문수

문헌정보학과

김혜진 유새별 전홍진 김은정

법학과

김정라 박가희

상담심리학과

이혜지 박지수 김영수
신지연 정예솔 이금단

교육학, 문법, 문학, 국어교육론, 네 영역을 매일 공부했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강을 들은 후 친구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부했고, 문법과 국어교육론은 기출문제
를 푼 뒤 문제와 관련된 개론서를 찾아 읽었어요. 시험에 나오
지 않았어도 나중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예상해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활용했어요. 선후배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가르쳐 주며 공부했고, 하브루타 방식의 짝스터
디도 했어요. 문답형 공부, 가르쳐 주는 식의 공부가 도움이 많
이 된 것 같아요. 스터디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돼서 좋았어요.
초수 때는 엄격하게 일정대로 지키려고 했었는데 재수 때는
계획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공부했어
요. 오늘 못한 게 있으면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범위
를 조절하되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했고요.
초수 때보다 재수 때 좀 더 여유롭게 공부한 것 같아요. 꼭 임
용이 되지 않더라도 길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
해졌어요. 공부하기도 훨씬 편했고요.
4. 학기 중 전공 공부 방법
(1) 개론서 읽기, (2) 중요한 부분 위주로 요점 정리하기, (3)
반복해서 읽고 쓰며 내 것으로 만들기, 이렇게 크게 세 순서에
맞춰 공부했어요. 사실 전공 공부가 곧 임용고시 공부나 다름
없어서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3. 수험기간 동안 공부 방법

07:30

고시반 입실

08:00~09:00

성경 읽기

09:00~10:30

교육학 공부

10:30~12:00

문법 공부

12:00~13:00

점심 시간

13:00~14:30

문학 공부

14:30~16:00

국어교육론 공부

16:00~17:30

스터디

17:30~18:30

저녁 시간

18:30~21:30

기출 문제 분석

▲하루 일과표

5. 학교생활 중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 활동
방학 때 사제동행특강을 수강한 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또
합격 선배 특강, 외부 교수님 특강은 물론 다양한 강사 특강들
도 도움이 됐고요.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성
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했어요.
취업지원실에서 진행하는 여러 특강을 듣거나 토론대회에 참
여하는 등 교내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6. 수험기간 동안 마음가짐, 힘들 때 멘탈 관리 방법
막막하고 두려울 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
라고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언제 되나 시간의 차이
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합격한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어
요. 운동을 좋아해서 필라테스, 등산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
소했고요. 지치고 힘들어도 우선 학교에 나가서 풀자고 생각
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과 전주대 근처를 걸으며 고

민을 나눴어요. 제 롤모델인 박기범 교수님께 연락드리거나 교
수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교수님 같은 교
사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는데, 롤모델이 바로 근처에 있으
니 항상 동기부여가 돼서 힘들 때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
요. 끊임없이 동기 부여할 것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7. 교사로서의 목표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욕심은 없고
요, 그냥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금 학급을 운영하면서
도 반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거나 하는 등 고민
이 많은데, 학생들이 다 같이 잘 어울리는 학급을 만들고 싶어
요. 초임이라 아직 학급 운영도 서툰 편이라 관련 연수도 많이
듣고 있어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
8.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선생님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도
전하시길 바라요.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혀 ‘다른
길로 갈까’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셨
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열
심히 공부하면 그게 기반이 돼서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늘 자신
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응원할
게요.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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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ar College,
주전공과 연계·융합전공 학위 받고 취업하자!
플러스 개념 연계전공, 곱하기 개념 융합전공
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Superstar College’라
는 독특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에
는 8개 단과대학과 60개의 소속 학과가 있다. ‘Superstar College’는 기존의 단과대학과 학과의 구분 없이
만들어진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이 모인 단과대학이다.
학생이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며 ‘Superstar
College’에서 운영하는 연계·융합전공도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Superstar College’에서 운영하는 전공들
은 학문과 학문이 연계된 ‘학문형 연계전공’, 학문과 학문

융합전공, 기존 전공 간 결합 높여

이 융합된 ‘학문형 융합전공’, 전공과 국가·지자체 등 산
업분야로 융합된 ‘국가산업기반형 융합전공’, 기업과 대학
이 융합된 ‘산학융합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융합된 전공인 ‘하림산학융합전공’은
다른 전공과는 달리 ‘전주대-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
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이 신청·이수할
수 있으며, 합격한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하림그룹 정규직
취업이 확정된다.
‘Superstar College’는 이와 같은 21개의 연계·융

합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사회수요 맞춤형이자
자신의 관심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
해 이번 개교기념 특집호에서는 ‘Superstar College’에
대한 소개를 차진아 센터장에게 들어보았다.
인터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융합교
육지원센터(063.220.2821)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차진아 교수 인터뷰
Q. ‘Superstar College’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계·융합전공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
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대개 전통적인 학과 형태
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사회적 변
화와 수요에 맞춘 전공을 생성하기 위해 융합전공이라는 학사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융합전공은 기존의 학과들이 융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공을 만든 것입니다.
융합전공이 생기기 전에 연계전공 제도가 먼저 운영되고 있
었습니다.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복수전공은 외식산업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경영학에 대
한 관심이 많아 외식산업학 전공과 함께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영학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쉽
게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여 보
다 쉽게 원하는 추가 전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
전공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Q. 연계전공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대학본부
학생이 입학한 학과의 전공을 ‘주전공’이라고
합니다. 주전공을 이수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하고 싶다면 ‘벤처창업 연계전공’을
교육혁신본부
이수하면 됩니다. ‘벤처창업 연계전공’은 일부
융합교육
지원센터
학과들에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교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학점을 채우고 연계전공을 이
수하게 되면 졸업증명서에 전공1은 ‘주전공’, 전공
2는 ‘연계전공’으로 표기 되고, 졸업 시 두 개 전공
의 학위를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계전공은 모든 학과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
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계전공의 특성별로 참여하고 있는
학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학 연계전공’에는
그 특성에 맞는 가정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등의
참여학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연계전공의 특성에 맞
춰 학과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공유하는 형태가 연
계전공입니다.

Q. 융합전공과 연계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융합전공과 연계전공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전공은 연계전공에 비해 학과 간의 결합도가 조금 더 큽
니다. 융합전공은 연계전공처럼 각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공
유하기도 하면서 각 학과가 융합되어 만든 새로운 과목을 운
영합니다. 연계전공이 플러스 개념이라면 융합전공은 곱하기
개념입니다. 연계전공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
과목을 공유해서 듣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융합전공은 다양한
학과의 수업에 여러 가지 화학적 융합이 일어나고 프로젝트 및
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복수전공은 학생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학과의 전공
을 이수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연계·융합전공은 해당 분야

의 전공 교수님들께서 직접 전공을 만들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교
수님들이 보시기에 연계전공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다
고 생각되면 연계전공의 형태로 운영하고, 이 외에 추가적으
로 활용해야할 영역이 더 필요하다면 융합전공의 형태로 운영
하게 됩니다.

Q.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한 전공에 20명 이상, 많게는 40~50명 정도 참여하고 있
습니다. 학기마다 연계·융합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전공을 이수한 것
과 두 개 이상의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학문형 연계전공

학문형 융합전공

국가산업기반형 융합전공

산학융합전공

경영법학
국토정보학
대물차량손해사정
보컬퍼포먼스
소프트웨어코딩교육
Korean Studies

농생명-ICT
라이프스타일기획
사회적경제
스마트팜
스토리미디어
탄소
Food R&BD

하림산학융합전공

독서·논술교육
벤쳐창업
보육학
식품영양학
일본IT융합
중국비즈니스

Eco
Engineering

Agro
Bio

Culture
Content

Human
Service

8개 단과대학 (60개 학과)
인문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

경영대학
문화관광대학

의과학대학
사범대학

전공을 이수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
습니다. 연계·융합전공의 이수를 통해 대학 생활의 밀도를 더
높일 수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취업을 더 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지만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융합전공의 이수신청은 매 학기 13~14주차에 inSTA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학기 이수신청은 6월 3일부
터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Q. 융합전공 중 ‘하림산학융합전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림산학융합전공은 기업의 요구와 인력 수요에 일치하는 ‘채
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융합전공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성을
더하기 위해 고민하다 하림그룹과 융합하여 전공을 만들게 되
었습니다.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약 13조원, 매출 약 9조원의

30대 대기업입니다.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으로
서 하림그룹 회장님께서는 지역 대학의 인재 육성에 많은 관
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하림그룹이 서로의 교육철학에 공통의 접점을
갖고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하림산학융합전공’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융합전공은 2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림그룹
인적성검사와 임원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하림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공교육과정과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여러 비교과프로그램, 하림그룹 계열사 기업현
장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등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 하
림그룹 계열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물론 하림그룹 계열사 정
규직 취업은 2학년 1학기 ‘하림산학융합전공’ 최종 선발과 동
시에 확정되게 됩니다. 매년 3월에 inSTA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단위로 선발학생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연계·융합전공을 신청·이수했으면 좋겠습
니다.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하여 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중에도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
들은 기존 전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학문적 지식과 사회수요
에 맞는 실제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융합전공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주전공에 더해 복수전공 학위 또는 부전공이 수여됩니다. 융
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했더라도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부전공으로도 이수·졸업이 가능합니다.
연계·융합전공을 신청하고 이수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기업
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배
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uperstar
College’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학사
제도이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
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합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심자현 기자(gtm7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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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라이프, 이상과 현실
우리는 대학생의 이야기를 풀어낸 캠퍼스물 웹툰을 보면서 잘생긴 선배는 진짜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실제 대학 생활에서 일어날까? 생각하며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을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기대였던 부분이 실망으로 바뀌었던 점도 있을 것이고, 의외로 만족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우들의 생각은 어떤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배솔민 기자(solmin@jj.ac.kr)

의외로 괜찮은데?

실망이야

● 선후배 관계

● 학식

“대학에 들어가면 과의 무서운 선배들도 많고, 잘못하면 군기 잡는다는 소문이
많아서 좀 두려웠다. 하지만 웬걸, 막상 들어와 보니 군기 같은 것도 하나도 없
고, 과 행사도 강제가 아닌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고등학교 때 먹던 급식에서 벗어나 ‘학식’이라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
해 학교 식당을 찾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종류도 없었고, 양이 적은
데다가 너무 비쌌다.”

“신입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잘 챙겨주시고 허물없이 대해 주셔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었다.”

“다른 학교는 4,000원이 넘는 메뉴가 없던데 우리 학교는 4,500원 실환
가... 그래서 거의 학생회관 식당을 가거나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점심시간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항상 기다려야 한다. 우리 학교 학식 퀄리티 좀 높여주세요!”

“실연의 아픔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잘 다독여주셔서 이겨 낼 수 있었다.
선배님 짱!”

● 캠퍼스

● CC (campus couple)

“공강 시간이 있을 때 어디 갈까 생각하다 그냥 캠퍼스 주변이나 돌아다니자,
하고 산책을 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술관의 분수라든가 예쁘게 핀 꽃들
이 아름다웠다.”

“대학에 들어오면 CC를 한번쯤은 생각해볼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생기겠지?
라는 생각에 기다렸다. 하.지.만 네. 안 생겨요... 대체 내 님은 어디에 계시기
에 왜 안 나타나는 거냐고!!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손잡고 지나가는 커플들 많
던데 제발 나타나주세요ㅠㅠ!!”

“이번에 새로 생긴 교수 연구동 주변 정원이 정말 잘 되어있어서 인생샷 건지
기 좋은 장소인 것 같다.”
“CC를 꿈꾸고 고백을 했지만 차이고 말았다. 다음날 학과에 소문이 퍼져서 창
피함은 물론 한동안 과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일이 있었다.”

“해치라운지 덕분에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조모임하기 적합한 장소여서 자주
가곤 한다.”

“CC를 했지만 헤어지게 돼서 아직도 놀림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
는 CC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서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미디어밸리와 VR체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
간이 있어 공강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좋았다.”

● 동아리

● 동아리

“우선 내가 하고 싶었던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 생활!! 대학에 들어와서 어느 동아리
를 들어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동아리가 있지도 않았고,
맘에 드는 동아리가 없었다.”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존경할만한 친구도 여럿 만났고,
인간관계에서 보다 성숙해졌다. 지금 동아리를 고민하는 당신, 주저하지 말
고 들어오세요!”

“동아리에 들어가서 과제와 학과 공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동아리 생활을 즐기
지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고, 기대하고 들어갔던 동아리였는데 술자리만 갖
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오게 되었다.”

“운동 동아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거기서 좋은 남
자친구를 만나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 대학교 입학전 기대했던 대학 생활?

2. 대학 생활에서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뀐 것은?

기타

CC 28.0%

선후배관계

CC

학식 8.4%
캠퍼스 27.1%

동아리

학식
캠퍼스

CC
선후배관계

응답없음 0.9%

CC
학식

학식 24.3%
동아리 18.7%

동아리

기타

캠퍼스 6.5%

동아리 19.6%
선후배관계 15.9%

CC 23.4%

3. 대학생이 되어 기대이상으로 좋았던 부분?

학식
캠
퍼
스

학식 10.3%
캠퍼스 22.4%

선후배 관계

캠퍼스

선후배관계 17.8%
기타 9.3%

CC 8.4%

동아리 16.8%
선후배관계 24.3%

동아리

기타 17.8%

<설문조사> 2019.04.29~2019.05.03 전주대학교 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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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회
센
표
육
발
교
예
어
학
국
생
한
학
유
명
504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내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 류인평)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504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5월 10일(금)
오전 10시 희망홀에서 한 학기 수업을 수
료하면서 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13팀의 발표
가 있었다.

중국인으로 6개월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풍천철(2급 A반)은 “한국어 공부를 하
고, 음악을 전공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이날 발표회를 위해 부모님이 중국에서 방
문해 감동을 주었다.
중국 후난성에서 온 최자월(1급 G반) 학
우는 현재 2급을 공부중이다. 최자월은 “이

곳에서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에 가
서 영화방송을 만드는 방송인이 되고 싶습
니다”고 밝혔다.
송지영 주임교수는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
센터만의 장점에 대해 “총 53명의 교사가
일대일로 어학 공부 뿐 아니라 생활까지 코
치한다.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은 보충학습
도 진행해 대학 수학이 가능하게 교육시킨
다”면서 이외 한국 학생과 일대일 멘토링,
한국 가정과 가족을 맺는 ‘호스트패밀리’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등 다방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대 맞춤 교재도 직접
집필하여, 전북지역 문화를 통해 언어를 쉽
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연극 춘향전을 보여준
증전예문 외 16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 연극 ‘흥부놀부’, ‘양치기소년’팀과 ‘붐
바스틱’ 댄스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 2

가로세로 낱말퀴즈

1.

“뜨거운 태양, 시원한 공차마시고 더위 식히자~ 1만원 상품권 득템”
* 카톡플러스 ‘전주대신문사’로 친구 맺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
가로
1.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의 4번째 작품. 마블 시
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3의 10번째 작품.
2. 조지 루카스가 1977년부터 제작한 스페이스
오페라 SF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영화 시리즈.
3.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
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4.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끼인 짤막한
토막 이야기.
5. 정지훈 주연의 2019 .02.27에 개봉한 영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진 못했지만 UBD라는
밈으로 유명해짐.
6. 나영석 PD의 tvN 꽃보다 시리즈의 후속 프
로그램으로 정선편, 어촌편, 고창편, 바다목장편
4개의 시리즈가 방영됐다.
7. 국내에서 열리는 3대 영화제중 하나로 전주에
서 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8. 2019 5. 30 개봉을 앞둔 봉준호 감동의 7
번째 장편영화. 송광호가 주연을 맡음.

세로
1.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등장하는 인
피티니 스톤중 하나로, 테서렉트 안에 봉인 돼
있었다.
2. 영국의 머지사이드주에 위치한 암필드를
홈구장으로 쓰는 구단으로 이번 프리미어리그
에서 승점 1점 차이로 준우승을 했다.
3. 손오공에서 나온 동명의 완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 나찬이 메카
니멀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4. 어떤 음악 전에 나오는 음악을 말한다
5. 남기한엘리트만들기를 연재한 미티가 매
주 일요일에 연재했던 네이버 웹툰. 고3 수험
생들의 가출 실화에 몇몇 만화적 상상력으로
살을 덧붙인 고증성 높은 작품이다.
6. 콩나물국에 밥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한
뒤 고명을 얹은 전라도 지방의 해장국밥.
7. 왕가위 감독의 2000년 작품으로 당대의
톱스타 장만옥과 양조위를 캐스팅 해 중년의
두 남녀의 완숙한 사랑을 담아낸 영화이다.
8.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몸
을 아끼지 않아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고 안
으로는 법도를 바로 세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
들에게 내려지는 시호, 칭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순신 장군이 있다.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선착순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팀, 인기상 1팀에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는 1년 4학기
로 구성되어 한 학기당 10주로 진행하며,
월~금 하루4시간씩 강의를 연다. 총 504
명의 학생 중 베트남이 329명, 중국이
140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 우즈베키스탄
이 21명, 몽골 10명과 대만, 일본, 아프가
니스탄이 5명이다.
송은자(ysrest@jj.ac.kr)

1.

3.

2.

3.

2.
4.
5.

5.

6.

4.

6.
8.
7.

7.

가로

지난
888호
퀴즈
정답

8.

세로

1. 지미카터

1. 미션임파서블

2. 대기만성

2. 페르소나

3. 플레이스토어

3. 성대모사

4. 백운동서원

4. 넷플릭스

5. 핫머니

5. 흑묘백묘론

6. 기호식품

6. 핫라인

7. 스펠링

7. 니미츠호

8. 장독대

8. 비무장지대

축하드립니다! [888호 퀴즈 정답자 7인]
1. 임아라 (행정학과)
2. 고은별 (패션산업학과)
3. 전혜빈 (상담심리학과)
4. 이예경 (신학과경배찬양학과)
5. 이신희 (상담심리학과 조교) 6. 심규리 (국어교육과)
7. 김신실 (경배와찬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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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주년 개교기념일 특집
1. 전주대학교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와 현재의 위상은 무엇인지요?
전주대학교는 강홍모 목사님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하여 올해로 개교 5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동안 전북지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다
해오며 진리·평화·자유라는 교시 아래 영성·인성·지성을 갖
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특
히, 우리 전주대학교는 최근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되고 입시 경쟁
률도 6년 연속 전북지역 1위를 달성하면서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으로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이어,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최고 등급인 ‘자율
개선대학’에 선정되어 정원 감축 없이 3년간 145억 원의 대학혁
신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0여
개 대학만 선발한 ‘4차 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과 ‘대학혁신지원 시
범(PILOT)사업’에도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대학 사업’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도 선
정되었으며, LINC+사업도 호남제주권역 최우수사업단으로 평가
받으며 올해부터 5년간 225억여 원을 수주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의 건학 이념 아래 ‘교육 가치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교육의 혁신을 거듭하고, 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타 대학교와 차별화된 전주대학교만의 특별한 점, 중점에 두는 교
육 분야는 무엇인지요?
우리 대학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차별화된 강점은 학생들의 적
성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들이 자신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학생 적성을 중심으로 유연화된 학사 운영체계인 수
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은 수퍼스타칼리지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연계 및
융합하는 전공으로 학문 융합형, 기업체 수요형, 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융합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사회 및 기업
이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00여 명의 학생이 21개 연계 및 융합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
다. 특히,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하림산학공동융합
전공」은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함으
로써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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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 인 총장님 인터뷰
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
원을 위한 실전 SKILL 연습 프로그램과 장학금 및 자격증 수강료
지원, 입사지원 시 필요한 정장을 대여 받는 등 학생들의 취업을 위
해 교내 전 구성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대학생활을
통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진로, 취업 지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전주대학교의 미래모습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대학교는 대학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에서 「교육 가
치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의 비전 아래 「실천하는 봉사인, 학습
하는 교양인, 도전하는 전문인」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대학혁신의 목표를 「미래사회 삶의 가치 향상, 공
유 및 확산」으로 정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교육성과를 사회에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존
재가치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는 ‘학생 성공’과
‘교육 혁신’을 대학혁신의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양, 전공, 융합,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기초 핵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실무중심의 전공능력을 향상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대학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교육혁신본부’를 신
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융합전공 단과대학인 ‘수퍼스타칼리지’를 통
해 학생과 시대 수요에 맞춘 유연화된 학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의 최적화된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입학에서
부터 많은 성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입시, 교육과정, 취업, 산학협력, 국제화 등 대학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최상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강점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멘
토링 및 학습지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외
에 문예체 역량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취업이 최고의 목표
가 되고 있는 요즘의 대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외에
캠퍼스 및 대학 문화를 통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예체(CAP; Cultural, Art, Physical) 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캘리그래피, 요가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생역량
개발 시스템인 onSTAR를 통해 대학이 주도하는 비교과 프로그
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전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학생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전주대학교 학생에게 바라는 점, '20대, 이것만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대학교의 슬로건에 나오는 ‘수퍼스타’는 고위직이나 자산가,
예체능 스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
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누구나 수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가치를 전공이나
자격증 공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닌, 삶의 전반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행입니다. 누구와 어디를 가든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평소 생활하는 공간과 최대한 다른 곳을 찾았
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평소에 보지 못한 낯선 곳과 문화를 경험함
으로써 자신의 고립되고 편협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때
로는 고풍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서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역
사속이거나 민족이나 시대정신의 일부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
다. 또, 새로운 건축이나 음식, 음악 등에 매료되어 자신의 삶의 방향
을 전혀 다른 곳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 새롭게 접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새로운 모
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으로부터 나
를 온전히 느끼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단순히 자랑거리나 인
증 사진용으로 끝나지 않아야겠죠? 진정한 여행자에게는 가만히 들
여다보고 사색하고, 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취업을 위한 대학교의 노력들은 무엇인지요?
전주대학교는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진로·취
업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입학으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년·전공별 맞춤형 단계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원스톱 경력
개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싹수(싹을 틔우는 수퍼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고, 2학년은 꿈수
(꿈을 키우는 수퍼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찾
으며, 3,4학년은 땀수(땀으로 성장하는 수퍼스타) 프로그램을 통
해서 직업을 설계 및 취업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단계별 진로지
도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진로 및
상담분야 전문가들이, 매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로
지도 세미나’에 직접 찾아와 진로 및 경력개발에 대해 안내하고 상
담합니다. 이 밖에도 단과대학마다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진로 및 상
담 전문가(CA, Campus Life Advisor)로부터 언제든지 개인 또
는 그룹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설정하였다면 학생들은 온전히 구

6. 기억에 남는 전주대학교 학생의 상은 무엇인지요?
저는 우리 학교의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며 학
생 교육에 전념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배우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
다. 6년 동안 매일 수십 명의 학생을 만나왔지만 기억에 남는 학생
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팔순이 넘는 나이
에도 학업을 계속해오시며, 손주보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팔순이면 저보다 10살가량 많은 나이
인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문에 들어오셔서 4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신학과정 5학기를 단숨에 이수하시고 지
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고령의 나이에 대학 공부를 소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60년도 더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기에는 체
력적으로도 많이 힘에 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라는 누
구보다 명확하고 선한 목표를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열정
도 강하였습니다. 그랬기에 4년 동안 줄곧 모범 학생으로 생활하셨
고,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평점 4.33을 받고 학과 1등을 차지하기

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을 치열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7. 임기동안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우리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복음 전
파를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주시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성품채플, 진로채플, 소그룹채플 등을 통해 캠
퍼스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 세례를 받는
학생들과 교회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이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 학교
는 기독교 대학 본연의 복음사역이 가장 활발하고,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의 1주기, 2주기 대학구조개
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개교 이래 각종 국책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시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
든 일을 구성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의 역점
사업을 수행해간다면 우리 학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명문사학의 반
열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 평소에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평소에 주로 독서와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위인이
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자연의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
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는
시간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앞서 삶을 산 사람
들의 귀중한 체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통
해서는 자연의 변화를 온전히 오감으로 느끼고 그들의 생명력과 변
화에 대한 단상으로부터 자연의 섭리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
다.
9. 2019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요?
올해의 우리 대학교 슬로건을 ‘함께하는 교육, Better Together’
로 정하였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척박한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
속 가능한 대학이 되는 유일한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수요자인 학생 성공이라는 대학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학생의 성공을 통해서만이 지
속 가능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
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 행정 시스템 등을 개
편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는 대학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 주신 학생의 달란트를 찾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전주대학교에 처음 취임하셨을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
른지요?
2013년, 제가 처음 총장 취임을 제안 받았을 때만 해도 전주대학
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기독교 학교이고, 12,000여
명의 학생과 400여 명의 교수님이 계신 제법 규모가 큰 학교였습니
다. 취임식 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대학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
니다. 30여 개가 넘는 부서의 보고를 받고,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알
순 없었지만 어떤 학교인지는 대략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주
셨음을 감사하면서, 주신 능력과 정성을 다 쏟아 학교를 발전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학교는 세 구성원으로 형
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이 하나가 되면 학교는 당연히 발
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과거와는 달리 서로 잘 도와주고
양보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지내다 보니 총장 취임 전보다 곳곳
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성장하였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11. 마지막으로 훗날 학생들에게 어떤 총장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
지요?
학교와 학생을 끔찍이 사랑하고 섬긴 평범한 총장으로 오래도록 남
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속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의 성
품을 본받으며 겸허함 속에서 지역사회에 열심히 기여한 삶을 살았
다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살고, 전주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대학교와 함께하면서 형성시킨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일구는 귀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잘하는 ‘엘리트’가 될 수는 없지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마
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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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 1학기 제2회 JJ기부 캠페인
100여명 참여, 800여점 기부해
2019학년도 1학기 JJ기부 캠페인이 4월 15
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됐다. 기부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사랑을 더하고 행복이
불어나고 함께 어울리는(약칭 더불어) 기부캠페
인은 3주 동안 홍보와 기부물품 접수, 유인기증
센터의 물품 판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부?
판매된 물품들은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
상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유인기증
센터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4월 30일 기준 100여
명의 교직원 및 재학생이 기부에 참여했고, 가
전, 잡화, 의류, 생활용품 등 800여점의 기부
된 물품들을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지점(원장 한
정섭)에 5월 2일 전달했다.

행사 사회는 e-복지관 백옥균 사무국장이 맡
았고,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
작했다. 이어 e-복지관 관장 홍현미라 교수의
인사말과 이호인 총장의 격려사, 기부물품 전달
식이 진행됐다. 전달식 기념 촬영 후 굿윌스토
어 밀알전주지점 한정섭 원장의 감사인사로 행

사는 마무리됐다.
JJ기부캠페인을 주관하는 전주대학교와 굿윌
스토어는 2015년에 협약을 맺어 학생회관 2
층에 유인기증센터를 설치했고 e-복지관(관장
홍현미라)에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유정(dbwjd8530@jj.ac.kr)

제1기 소그룹 리더학교 졸업식
1학기 제1기 소그룹 리더학교 졸업식이 지난
4월 29일에 진행됐다. 이 날 진행된 리더학교
졸업식은 강사 이진호 목사의 개식 선언으로 시
작해 양병선 교장의 리더학교 전반적 경과보고
와 김익수 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선교지
원실의 김한빛, 이찬미 행정원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의 특송을 섬겨주었다. 이어서 제
1기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수여와 꽃 전달식이

<신앙간증>

진행됐다. 양병선 교장이 직접 학사모를 씌워 주
고, 이호인 총장의 졸업장 전달, 김익수 이사의
꽃과 배지 전달이 있었다. 단체 촬영 등 사진 촬
영이 끝나고 리더학교 졸업생 간증, 이호인 총
장의 격려사, 한병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리더
학교 졸업식이 마무리됐다.
리더학교는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됐다. 성품채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23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 3시
부터 7시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훈련 기간 중 1
박 2일 M.T와 총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제2기 소그룹 리더학교는 5월 13일부터 5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유정(dbwjd8530@jj.ac.kr)

간절히 듣고 싶었던 고백, “제가 조국을 책임지겠습니다”

18년간 섬긴 선교지에서 질병이 생겼고, 원하
지 않는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 고국에서 지난
11개월간 치료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4
월11-13일 일정으로 이루어진 선교사 힐링캠
프를 참가하게 되었다. 그 동안 다행히 질병이
치유되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
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신 분들
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장소로 들린 곳은 전주였습니다. 백 년 전
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살아남은 선교
사들의 사역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
이 부르셨던 저의 젊은 시절을 상기하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학
교 건물 곳곳에 걸려 있는 그림 하나에도 복음
을 전하려는 애씀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참가하게 된 전주대학교 목요찬

양예배에서는 선교사로서 꿈꾸었던 그림을 실
제로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사 힐링캠프에
참가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중국선교사님들
입니다. 중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이
유로 오랫동안 섬긴 나라를 떠나야 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저 혼자 중동의
국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선교사라면 그날 전주대학교 목요찬
양예배에서 보았던 모습은 두고 두고 기억 될
장면이었습니다.
젊은 신앙의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
리고 있었으며, 특별히 한국어가 서툰 중국유학
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유학생이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또한 공부를 마치면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포
는 참으로 감격이었습니다. 중국선교사님들에게
는 두말할 필요 없는 위로였고, 주의 복음에는

<기도문>

어떤 이유로도 희망이 계속된다는 증거였습니
다.
선교사라면 복음을 들은 현지인이 자신의 민
족을, 자신의 나라를 복음으로 책임지겠다는 말
을 듣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사
역의 예배하신 일들이 한국의 대학교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소
중하다는 것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중국유학생의 제 조국을 복음으
로 책임지겠다는 고백은 마치 선교지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떠나야 했던 선교사인 저에게 주님
이 주신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에 설레는 밤이
었습니다.
김성희 선교사(중동, 오엠국제선교회)

본래부터 추한 것은 으레 그러려니
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러나 아름다운 것, 그것도 가장 아름
다워야 할 존재가 추해졌을 때는 슬
프고 아픈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교
회이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움
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름답
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한다. 극
치의 표현이다. 생생한 생명이 거룩
한 영과 더불어 거하는 곳, 그래서 교
회는 당연히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
다.
▼ 사람은 아름다움을 바라고 동경
한다. 그곳에 모이기를 원하고 기뻐
한다. 빛은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빛
이 있는 곳에 생명의 활력이 넘쳐서,
서로 살리고 살림을 받고 성장한다.
성장하는 곳에는 추함도 악취도 존재
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의 이 말씀은 “나는 모든 아름다
움의 근원이요, 중심이요 기준이
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
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
명은 빛을 발하는 일이다. 아름다움
의 근원인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는 곧 부패작용이 일어난다.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사랑이 식고 사회가 부
패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헐뜯고 죽인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
하고 가정이 무너진다.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땅이 갈라지고, 성난
파도가 산하를 덮고, 태풍이 몰아치
고, 화산이 폭발한다.
▼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동
경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소망이라는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누
구의 책임인가? 어두움을 밝혀야 할
나, 예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발걸음 닿는 곳마다 빛
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
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개교 55주년을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곳에 전주대를 세우시고
지난 55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호남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대학 슬로건처럼 주님의 전주대학이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학교 되게 하시어
전주대학에 속한 젊은 청년들에게 푸른 꿈들이 다시 돋아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실행하는 평화와 사랑의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홍정길 이사장님과 이호인 총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교수회, 직원 노동조합, 학생회에 속한
모든 리더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전주대를 위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어
우리 앞에 가로놓인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개교 55주년을 맞아 여러 상을 수여하는 모든 분의 노고와
명예박사 학위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도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병선 부총장

제889호

진리의 샘

홍정길 목사

(신동아법인 이사장)

사도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유언장을 믿음
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유
언장에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회상하며 이렇
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싸움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불변의 가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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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싸움
치를 내 가슴 속에, 삶 속에 늘 붙잡았다.”
사실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
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이렇게 하
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
로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것만으
로도 대단한데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
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전부
가 아니며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위
하여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선’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은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선
생이여” 라고부르는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
니다. “네가 어찌 사람인 내게 선이라 말하느
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죄를 지은 사람
을 ‘사망’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
는 죄에 응당한 형벌인 ‘죽음’으로 대가를 지
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그
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독
히도 사랑하셨기에 온전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7-8)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인간 사랑을 만천하
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전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
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인 반면 또 다른 측면은 ‘사랑’의 완성입
니다.
인생이라는 싸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싸
움은 그저 한두 번 싸우다가 끝나는 것이 아
니라 마라토너처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리고 그 싸움은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결
과가 목적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주님을 바라
보며, 온전한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평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달리며 우리가 기
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분을 만나는 그
날, 싸움을 마친 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주대학이 다른 학교과 다른 것은 이 믿음
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학교 채플이 살

아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얼마
나 큰 보배입니까. 우리 학교가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라토너처럼 꾸준하게
굴곡 없이, 변덕 없이 꼭 붙잡고 달릴 때, 주
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을 주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 달려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
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건 모두 동의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미 구원을 완성했으니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로 쓰
임받기를, 그런 믿음의 인재들이 계속되는 학
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 29

세 우물교회 (바울의 순교)

▲ 바울이 순교한 로마의 세 우물교회(Tre Fontane Abbey)이다. 교회 내의 타원과 짙은 회색 기둥으로 된 아래쪽에 바울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곳이 참수된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어 우물이 되었다.

바울의 등장은 늦다. 예수와 열두 제자의 활
동이 한창일 때 아직 바울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서 바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장장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0절에 이르는 설교를 한 후 사람들에게 돌
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이름
으로 등장한다. 그때만 해도 그는 스데반의 죽
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보다 더한
것은 그는 ‘교회를 잔멸(殘滅)할 새 각 집에 들
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사도행전
8:3)’ 사람이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
스도인을 붙잡아 들이는 헌터였고 아예 교회
를 파괴하고자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사울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
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출동하고 있
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췄고 나둥그러졌다. 그러
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를 박해하느냐’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바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된다. 이로 인해 사울은 ‘바울’
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그
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하였다. 바울의 서신이 빠지면 신

▲ 교회 내에 있는 바울의 흉상

약성경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바울의 서신의
비중은 컸으며, 그의 체험적 신앙과 지식은 특
별한 신학사상을 정립케 하였다. 바울은 서기
48년 봄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 갈라디아, 브루기아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였다. 그는 숫한 어
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가이
사랴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시민
권을 가졌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의 호위로
서기 60년 가을에 로마로 호송 되에 감옥에
갇혔으나 2년 후에 석방되었다.
석방 후 바울은 다시 아시아 에베소 등지에
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를 무렵 다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
는 마지막으로 로마 외곽에 있는 세 우물교회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이곳에서 서기
66년경에 순교하였다. 세 우물교회 감옥으로
내려가면 바울이 감금생활을 했던 현장이 당
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바울이 갇혀 있던 세 우물교회 지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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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사람

SNS에서 떠오르는 우리 대학 명물

임기섭 꽃 가드너의 ‘스타 정원’

▲ 교내 어디서도 진입 가능한 정원 산책로
▲ 임기섭 가드너가 가꾼 철쭉

▲ 지역주민도 즐기는 정원 내 유채꽃

최근 우리 학교 명소로 떠오른 곳이 있다. 노란 유채꽃과 분홍빛
진달래꽃이 가득한 ‘스타 정원’이다. SNS에서 ‘전주대’를 검색해보
면 이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연일 올라온다.
스타 정원의 탄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40~5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황무지에 숨결을 불어넣어야 했다. 감나무를 베고, 모종을 심
고, 때가 되면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줬다. 이 모든 일은 어느 꽃 가드
너의 아이디어였다. 직접 정원을 가꾸기까지 한 그는 누구일까.
우리 학교 총무처 시설지원실 과장 임기섭 꽃 가드너다. 그가 담
당하는 업무는 조화, 시설. 쉽게 말해 우리 대학의 풍경과 경치를 책
임진다.
Q. 40~50년 된 황무지 땅에 꽃밭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처음 시작은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
는 곳이라 지나다닐 때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아름
다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슨 일
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Q. 꽃밭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다면?
접근성입니다. 길을 어디서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
으로 생각하여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었죠. 그 후엔 감나무와 감목, 잡초 등을 제거하면서 이
땅 위에 심을 꽃과 나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Q. 꽃밭에 별, 십자가, 하트 모양으로 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학교의 상징이자 슬로건을 뜻하는 별은 슈퍼스타를 키
우는 곳,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하트 모양은 사랑, 조
화를 의미해요.
Q. 어떤 꽃과 나무들이 심겨있나요?
‘스타 정원’에는 봄철에 있는 개교기념일을 의미하기 위해 노
란 유채꽃을 심었어요. 유채꽃은 아름다운 ‘쾌활’이라는 꽃말
을 지녔어요. 꽃 잔디는 진분홍색인 진달래꽃과 마가렛을 심
었고, 낮에 피는 낮 달맞이 등이 있어요. 이 모든 꽃은 향기도
우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꽃이에요.
Q. ‘스타 정원’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총장님이 제 이름을 딴 ‘임기섭 숲’으로 명칭을 짓
자고 하였지만, 학교와 어울릴 만한 이름을 짓자고 제가 제안
하여 ‘스타 정원’이 되었어요.

Q. 스타 정원 외에도 자랑할 만한 곳이 있나요?
공대 앞에 있는 20년 된 잔디 축구구장도 직접 작업하였습
니다. 어느 축구장과 비교해도 손색없고, 관리가 잘 되었죠.
그리고 천잠산에 있는 아이 숲과 솔방울 숲도 있어요. 사랑하
는 사람들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는 하루도 편안한 일이 없어요. 한 번은 나무를 40일 동안 작
업한 나무들이 쓰러지는 바람에 종일 나무 베는 작업을 했어
요. 그때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Q. 임기섭 꽃 가드너에게 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 자식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연은 정직해서 꽃과 소통하
고, 관심,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Q. 손에 상처가 많으시네요.
작업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주 있는 일이죠. 지
난번에는 작업하다가 벌에 쏘여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작업해야 하는 게 있는데 지장을 받고 있죠. 또 작업하다 보
면 눈에 피로가 생겨서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일을 해요.
Q.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스타 정원에서 도시락을 드시던데요.
저는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시간을 절약하고, 제가 원
하는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요. 쪼개서 할 수
밖에 없어요.

▲ 개간 전

Q. 조경 외에도 하시는 활동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걷기를 좋아해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 1월 1일
에 전주시청에서 출발하여 전주 시내를 걸어서 황금돼지 모양
을 만들었어요. 내일은 낭만걷기동호회에서 377km를 3박
4일로 떠날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앞장서서 동호회 사람들
에게 길을 안내하고, 걸을 때 자세 교정을 해줘요. 또 전주시
민축구단과 대학교 축구부의 구단주이자 서포터즈로 활동하
면서 모든 경기를 총괄하고 지원해요.
Q. 개교기념일에서 표창을 받으셨네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4개의 표창상을 받았어요. 받기 힘들다
는 상을 4개씩 받았어요. 저는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는 살면서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운이 정말 좋았
어요.
Q. 개교기념일 행사로 표창장도 받으시고, 정장도 입으셨
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저는 옷을 털털하게 입어요. 작업복을 편하게 입는 편이죠.
비를 맞으면서 속옷까지 젖어가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꽃들이 잘 크고 있는지, 배수가 잘되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
울여야 해요. 겨울에는 제설작업,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저희

▲ 개간 후

기자후기
▶ 임기섭 과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 하
나를 떠올렸다. 20년 전 지금의 전주천에서 부모님과 함
께 유채꽃밭을 걷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 그 향기를 여기
스타 정원에서 느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스타 정
원은 사람에게 기운과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임기섭 꽃 가
드너를 통해 내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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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가치판단과 그 기준

김병기 교수
(법학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
황에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판단
하고 결정해서 결과를 받아드린다. 하
지만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압박을 느
끼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을 하지만 결과에 대
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만
약 그 상황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한쪽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딜레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딜레마인 상황의 예로는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제3자의 입
장에서 판단해야하는 상황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결정이 하더라
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는 분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분쟁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로서 판단

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가지 판단 과정 중에서 먼저 살
펴봐야 하는 부분이 사실관계이다. 당
사자들은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주
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
단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판단된 사실관계를 바
탕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어느 한쪽의 행위가 도덕관념이나 법률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양쪽 모
두 도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
다면 그러한 과정과 결과에 양쪽의 잘
못 중 어느 누구의 잘못의 무게가 큰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가치판단을 하
게 된다. 이러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의 과정은 재판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판단과정에서도 적용된다.
법적분쟁의 판단과정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이다. 문자로 규
정되어 있는 법률은 적용을 위해서 해
석이라는 작업이 전제된다. 즉 법률의
해석을 통해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다. 이 과정에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문
자로 규정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람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
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가치
판단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법률의 해석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은 크게 문리해석(文理解釋)과 목적해석
(目的解釋)의 방법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목적해석은 법률을 법제정목적
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방식이다. 법률
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문리해석만
을 고집하면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실질
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의 제정목적
에 따라 법문을 해석하는 목적해석을
하면 가치판단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목적해석은 목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한해야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크고 작은 판단
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누구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
하며 결단한다. 이때 그 기준은 내 삶의
가치와 사회공동체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기준에는 도덕적 엄격함과
더불어 사회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을 밝히는 오월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지난 봄,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나는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하늘도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건지 비
가 오는 날이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
구하고 약5천여 명의 사람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가득 채웠다.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겐 일종의 ‘한’으로 남아
있는 그날.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우

설

전주대학교의

학생기자칼럼

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광주로 향했
다.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나고 행불자
묘역에서 유가족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와 봐야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도 궁금한 마음에 자주 묘역을 찾는다
고 하셨다. 우산을 손에 꼬옥 쥐시고 아
들의 죽음에 대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심정이랄 것도 없다’며 담담하게 말하시
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1980년 5월, 그날의 광주는 우리나
라의 가장 아픈 역사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반민
주적 언행을 일삼으며 역사를 왜곡·폄
하하려 들고 있다. 망언에 반성조차 하
지 않는 그들과, 그들에게 내려지는 솜
방망이 처벌을 보고 있으면 현실이 암

사

담하기만 하다. ‘5·18 민주항쟁 39주
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행사를 ‘전국
화’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벌어지고 있
는 왜곡·폄훼 발언을 바로잡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전국화’가 반드시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39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 사건은
여전히 많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
쩌면 5·18민주화운동은 현재까지 진
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는 계속 그날을 되새기며, 5·18의 위
상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
유와 평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목숨을 바
쳐가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그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본보 이번호(제889호)에서는 총무처 임기섭
과장과 새롭게 조성된 꽃동산(가칭 스타동산)
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우리대
학의 시설지원실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임
기섭 과장은 연구동과 비전대 사이의 40년간
사용되지 않던 빈 공간을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작업하여 스타동산이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
들었다.
노란 유채꽃, 진분홍색 진달래꽃과 마가렛 그
리고 낮에 피는 낮 달맞이로 조성된 스타동산
이 금년 4·5월에 대학본부의 붉은 철쭉 군락
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대학 캠퍼스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전주의 상춘명소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다.
스타동산은 임기섭 과장의 자발적인 생각과
고달프지만 성실한 1년여의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스타동산의 조
성은 자신의 영역에서 스스로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 놓은 성과이다. 또
한 이는 우리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커다란
열정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다.
우공이산(愚公移山)과 우보천리(牛步千里)라
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공이산은 우직한 사람
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
할 때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보천리
는 빨리 달리는 말은 멀리가지 못하지만 천천
히 걷는 우직한 소는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우공이산과 우보천리는 시설지원실의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일 것이다. 밖
으로 들어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결코 그 성과를 자랑하거나 내세우
지 않는 모습에서 우공(愚公)의 기품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시설지원실의 성과는 스타
정원의 꽃향기처럼 대학구성원들의 마음을 치
유해주는 듯하다. 시설지원실의 우리 대학을
위한 애정과 열정 그리고 헌신에 감사한다.
5월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덮여 있는
개교 55주년 전주대학교는 오늘날 호남지역
기독교명문사학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래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전주대학교 발전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대학 모든 곳에서 자
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스스로
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우공(愚公)들이
전주대학교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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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By Stuart Scott, Professor

It has been said that there are only
two certainties in life, death and taxes,
but I have included change as the third
one. Change has always been one of
the five biggest fears in the world. In
reality it is the unknown in change
that we fear, not the change itself.
Change can turn your world upside
down but yet at the same time make
life much easier for other people. The
telephone is a great example of this.
Thousands of telephone operators lost
their jobs and incomes when the world
changed to direct dial telephones.
Young people today laugh at the
thought of having to ask an operator
to complete a phone call, let alone no
texting, no smart phones or watching
video on the telephone. However, to
the thousands of telephone operators
around the world, this change was
devastating. Like every part of the
world our Jeonju was seen remarkable
change in my sixteen years here.
When I first arrived, Gaeksa was
under renovation and closed to the
public. This seemed to last forever. Finally, the money was approved to finish the job and one of the great
historical sites of Jeonju was restored
and open to the public. Today Hanok
Village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for
Jeonju. When I first arrived here, it
was just a place to see a few old-style
buildings. It really was not worthy of

the time spent going to see it. Now
after a massive overhaul it attracts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I remember my first visit to Jeonju
University. You had to take a winding
road that slowly meandered through
the rice fields to an isolated campus
over the river. One entered the school
through a small road with a giant
horse statue. Star Center and Star
Tower did not exist back then. Star
Center is now the focal point of campus and Star Tower is the largest dormitory on campus. Two of the biggest
changes to Jeonju are the new subdivisions, Shinsigagee and Hyukshindoshi. The first was the rice fields
separating Jeonju from Jeonju University. In those early days, at night you
could not even get a taxi from Jeonju
University into town, teachers used to
take a bus across the river and taxi
from there. Now, it has many large
apartments, the centre of Jeonju night
life and the provincial buildings.
Hyukshindoshi on the way to Kimje
has added the agriculture offic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to our city.
Thousands of new jobs and new apartments and services that a new area
demands.
In response to these two new areas,
downtown had to upgrade to attract
new customers. Huge number of
tourists were just minutes away at
Hanok Village, but downtown businesses were not reaping the rewards
from this base. Over the last two or
three years, downtown Jeonju has
modernized to offer great services for
food and accommodation to locals and
tourist alike in the centre of the city.
Transportation has also seen big improvements. Both Intercity and Express Terminals have completely
renovated to offer a better, more efficient service experience to their customers. The street from the train
station has been redesigned to offer a
better experience for foot traffic.
Two of the things that hav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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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Did Our Best!
By Ahn Do-Hyun

The county bus fare from Sanseo to Osu
Is four hundred won.
A haggish old lady quietly put
Just three hundred-won coins
And seven ten-won coins into the cash box,
Believing she wouldn’t be marked by the driver.
The driver, green and rude, noticed the difference
And began to use bad words
Both known and new, against her.
It looks like thirty won has invited
A disaster.
Paying no attention to other passengers’ eyes,
The driver rebukes,
And the lady formidably retorts
The price used to be three hundred and seventy won.
He says that was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she asks if he was born then.
Till the bus arrives at Osu,
He rebukes and she retorts.
He rebukes and she retorts.
It’s all right.
We’ve come to Osu:
The driver, the lady, and I.
We all did our best!
Sanseo is a remote village in the mountains. Osu is a town whose population is not bigger than 5,000 individuals. Villagers usually come to Osu
Market to get daily necessities. (Translated and commented on by J.C.S.)

changed in Jeonju are the people and
the food. Jeonju still has a friendly,
kind and lovable population. They are
proud of their city and always try to
portray the best possible image to the
outside world. Food also has not
changed. Thankfully the best meal in
Korea is still found in our great city.

“A Choice Needs to be Made”

By Scott Radford

Throughout the Bible, we can see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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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zardous to their spiritual health. Let’s
examine three points.
The first is: I. The Uncommitted.
The uncommitted are those who are

under conviction - but are not convinced. Some people have a goo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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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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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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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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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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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quantity and price still beat
any other place in Korea.
Although, I have seen many changes
to my second home, the things that are
dearest to me have not really changed.
Jeonju remains that small city with
great food and great people. Thanks
Jeonju!

(1 Kings 18:17-21)

indecision can cost eternity. In verse
21 of our text Elijah literally says,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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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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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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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

ment to Christ. His parable: A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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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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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 that we can’t be committed to
God if we are strad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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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Go on a
Trip to Mongolia
This month, I met with a Mongolian student, Gansukh Ganchimeg, who talked
about some tips to travel to Mongolia.
Q. Please tell me about the places you would
recommend in Mongolia.
A. I’d recommend Lake Khovsgol, the
Gobi Desert, and Gorkhi-Terelj National
Park. Lake Khovsgol is connected to Lake
Baikal in Russia. It is so beautiful that
people call it the Blue Pearl in Mongolia.
In the Gobi Desert, you can ride camels
and sandboards. In Gorkhi-Terelj National
Park, you can enjoy the natural beauty of
Mongolia with horse-riding and trekking.
Q. When would be a good time to travel to Mongolia?
A. Go on a trip in July. The famous Mongolian festival, Naadam Festival, is held
between July 10th and 12th. Visitors can
enjoy archery, horseback riding, and Mongolian wrestling at the festival.
Q. Is there any local food you’d like to recommend?
A. If you want, try some Khuushur,
Khorkhog and Aaruul. Khuushur is similar in form to Korean fried dumplings,
and they usually have mutton in it. There
are also various types of Khuushur, such
as dumpling Khuushur and kimchi Khuushur. Khorkhog is made by steaming
lamb and vegetables and using a stone
heated by fire. It takes quite a long time
to make it. There is a story that this hot
stone that we use is good for our health.
Aaruul is a Mongolian traditional candy
and it is made of milk. If Mongolian food
doesn’t suit your taste, don’t worry. Because Mongolia has been influenced a lot
by Korean culture recently, there are
many Korean restaurants.
Q. Is there anything travelers should be
careful about when they are in Mongolia?
A.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widened
in Mongolia, which means more thieves.
Take good care of your passport and wallet. Also, I recommend taking a taxi because there are many thieves on the bus.
The Mongolian taxi is much cheaper than
the Korean one, so it won’t be a burden to
you. You shouldn’t use Korean swearing
words in Mongolia. There are many Korean drama lovers in Mongolia, and they
understand most of what you mean.
Some additional tips:
- Rather than traveling by yourself, I
recommend traveling with a Mongolian
acquaintance or through a company. It’s
less dangerous. If you don’t have a Mongolian friend, it’ll be a good idea to ask a
Mongolian student at Jeonju University to
go with you.
- You should carry all four-season
clothes in Mongolia because there is a big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Even in the middle of summer, winter clothes are a must. Also, the sun is
strong during the day, so you should wear
a hat, a scarf, and sunglasses.
- If you go to Mongolia, why don’t you
bring some small accessories from Korea?
You can give any of them as a mark of
gratitude to a Mongolian who helps you.
Everyone will be happy.
- Don’t be surprised if the other person
holds your hand when you bump into him
or her on the way. That’s a sign of sorry.
- If you move to a nearby place, just take
a walk. The scenery is beautiful.
- I recommend silk scarves and Kashmir
products if you want some souvenirs.
- The cost of nail art and skin care is
much cheaper in Mongolia than in Korea.
By Kim Jieun, Reporter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là lễ hội ý nghĩa dành cho du học sinh Việt Nam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cho du học sinh Việt Nam
đang học tập tại trường một năm 2 lần
vào mùa thu và mùa xuân mỗi năm.
Đây là một lễ hội rất có ý nghĩa không chỉ
ở mặt sức khoẻ mà còn ở mặt tinh thần
và thông qua lễ hội này thì các du học sinh
Việt Nam ở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cơ
hội gần gũi hơn và thân thiết hơn.
Viện trưởng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Ryu In
Pyeong đã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dành cho du học sinh năm 2019” tại
sân cỏ bóng đá trong khuôn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o ngày 12 tháng 5. Đại
hội này đã nhận được hiệu ứng lớn của
gần 500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ể có được sự thành công của lễ hội thì

đại biểu trung tâm Hàn Ngữ Seoul Hải
Phòng Lee Yong Hoon đã đầu tư hỗ trợ
cho chương trình. Các giải giải bóng đá,
giải kéo co, giải dẫm bóng, giải chạy tiếp
sức và các giải thưởng rút thăm trúng
thưởng…. Mong rằng thông qua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các bạn học sinh Việt
Nam của các trung tâm sẽ đoàn kết và
thân thiết với nhau hơn.
Ngày 12 tháng 5 vừa qua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đã diễn ra rất rất thành công và
có hơn 200 bạn du học sinh Việt Nam đã
tham gia đại hội. Quà thưởng hạng 1 là
một chiếc xe đạp điện đã thuộc về bạn
Nguyễn Văn Tân. Thông qua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lần này thì tất cả chúng ta
hoà quyện trở thành một với không khí sôi
động của lễ hội đó và đã có một kỷ niệm

đáng nhớ của du học sinh Việt Nam.
Hàng năm sẽ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dành cho du học sinh các nước như
Trung Quốc, Việt Nam và sau này thì nhà
trường sẽ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cho toàn thể các du học sinh của các
Quốc gia được giao lưu với nhau.
Chúng ta hãy cùng nhau đợi chờ đại hội
thể dục thể thao vào tháng 11 năm 2019
này nhé. Tất cả các bạn học sinh hãy giữ
gìn sức khoẻ và chúc các bạn có một
cuộc sống du học sinh đầy ý nghĩa và vui
vẻ.
Cảm ơ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iệt Nam ơi!Cố lên!!

3дахь удаагийн “Saemangeum”- тай танилцах аялалын тэмдэглэл
Манай Же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нь Хойд
Жеола мужиийн Жеонжү хотод байдаг
ба Saemangeum байгууламжаас цагийн зайтай учираас бидэнд сургуулиар дамжуулж зочилох боломж
олдсон юм. Солонгос улс нь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гаа сайжруулж аялал жуулчлалаа нэмэгдүүлхийн тулд дотоодын
оюутнуудаа сайн дурын ажилаар Зүүн
азийн орнуудруу явуулж гадны оюутнуудийг өөрийн оронд ихээр урин авчирч тухайн бүс нутагтаа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гааг үнэгүй зохион оролцуулсанаар соёлоо түгээн дэлэгрүүлдэг
билээ.
Энэ удаагийн мужаас зохиосон Saemangeum хөтөлбөр нь Бүан хот дахь
далайн эргийн өөдөөс харсан алдартай
зочид буудалд байрллаж далайн эргийн амттай хоолнуудыг зооглож нэг
өдөр хоёр шөнө хамрагдсан хөтөлбөр
байлаа. Saemangeum зар суртчил-

гааны төвөөр зочилж танилцсанаар
үйл ажилгаа эхлэсэн юм үүний дараагаар “Save me” дууны бүжигийг хамтдаа сурж далайн эрэг дээр бүтэн
өдрийг өнгөрөөсөн ба явц дунд нь зураг
авхуулах амттай хоол идэх гэх зэргээр
явсаар байлаа. Хоёр дахь өдөр Бүан
хотын шавар ваарны музейгээр зочилж
өөрсдийн биеэр мэрэгжилийн багш
нартай шавар ваар аяга хийсэн юм
цааш өдрийн хоолондоо ороод Бүан

хотын “Машил” наадамаар зочилсон
юм энэ хүү наадам нь Жеолла мужид
байх нийт сургуулиудас дотоодын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оюутууд ирж урлагийн
наадам үзүүлсэнээр нэг дор олон орны
сонирхолтой бүжиг дууг үзэж сонирхсоноороо содон болж өндөрлсөн юм.
Хөтөлбөрийн төгсгөлд Жеонжү хотдоо
ирж сар бүр тоглогддог Хунду хэмээх
алдартай жүжиг үзсэнээр бидний
хөтөлбөр өндөрлөсөн юм.
Энэ хөтөлбөрөр дамжуулж ямарваа
нэгэ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нь нэг өдрийн
дотор унтаад сэрхэд бий болдог зүйл
биш олон жилийн судалгаа болон
улсын дэмжлэг бизнес улс төр гэлтгүй
урлаг соёлын хамтын хүчээр тууштай
тогтвортой бий болдог хүн тус бүрийн
хамтын хүчээр улс оро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дөгөө гэдгийг нүдээр минь харуулж
биеээр минь мэдрүүлсэн үйл ажилгаа
болсон юм.

기독교 창의인성캠프 팀 선발

2019-1 Love God Love People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연합

1. 목적 및 필요성
-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연합하여 기독교적 창의인성캠프를 진행함으로써 Love God Love People의
사회적 소명의식 함양
- 캠프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통 및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적 가치를 발휘할 기회 제공
- 상호 봉사와 섬김을 통한 +형 협력 마인드 고취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강화

2. 사업 개요
- 프로그램 : [교육] 핵심역량기반 기초교육 SUPERCAP
- 세부 프로그램 : 비인지적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사회 적응 지원
- 세부 내역 : Love God Love People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연합 기독교 창의인성캠프 운영
- 사업 예산 : 금 6,000,000원(금 육 백만 원)

4. 신청 및 선발 전형

사후 평가

(1)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붙임 1>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접수 : 2019. 5. 21.(화) 12:00까지, 선교지원실
(2) 선발 전형
선발 전형 :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필요 시)
심사 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캠프 주제 선정의 적정성, 실행 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참여 인원의 적정성, SUPER 핵심역량 기여도

사후 평가회
진행

5. 캠프 실시 및 선정팀 의무사항

3. 운영 방법 및 신청 접수
(1) 프로그램 운영 과정

운영계획수립
외국인과 함께하는
캠프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모집공고 및 선발
→

유관부서 공문 발송
&신청서 접수/팀 선발

→

외국인/내국인
캠프 활동 진행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선발 방법 : 2개팀
팀 구성 방법 : 내국인 20명 이상 및 외국인 20명 이상
(3) 학생 활동비 지급 및 사용 방법
학생 활동비 지급 : 팀별 3,000,000원
학생 활동비 사용 방법
- 선교지원실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예산 집행
- 사용범위 : 교통비(차량비), 식비, 회의비, 간식비, 특강비, 제잡비, 기타

→

- 캠프 실시 기간 내 캠프 운영
- 결과 보고서 <붙임 2>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제출 일자 : 캠프 종료 후 1주일 이내
- 작성 시 주요 포함 사항 : 추진 내용, 사진 자료, 소감문, 예산 집행 결과 및 영수증, 평가서 등
참여 학생 전원 OnStar 학생역량개발시스템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2) 운영 방법
지원 대상 : 학부과정의 내국인 및 외국인 연합 캠프 신청자
캠프 시행 기간 : 2019. 6. 1. ~ 8. 31.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1. 학점 교류 사항
교류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신청자격

신청기한

3학년 이상으로 4학기 이상 수료자(70학점 이상)로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연세대학교: 5.7(화)까지
고려대학교: 5.15(수)까지

한국지역대학연합(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2학년 이상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35학점 이상)로
울산대, 한남대, 호남대)
직전학기까지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제주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한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미정
한일장신대학교: 미정

2019년
2019년 1학기
1학기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5. 8(수)까지
미정
미정
미정
5.3(금)까지
미정
미정
5.8(수)까지
4.26(금)까지
5.7.(화)까지
미정
미정

2. 유의사항
가. 졸업예정자 및 편입생 지원 불가
나. 교류대학별로 추천기한이 상이하여 접수기간이 다른 점을 유의바람
다. 미정인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공문이 발송되지 않은 것이며,
미정인 대학의 학점교류는 접수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임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이수계획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작성)
4. 문의: 학사지원실(220-2134) 또는 학과사무실

저소득층 대상 기숙사비 지원

○ 내용
프로그램

내용

기숙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숙사생(스타타
워, 스타홈, 스타빌 입사생)
대상 기숙사비 지원

지원 금액

비고

1인 15만원 학년 무관

○ 대상 및 기준
1) 저소득층 재학생(소득분위 0분위, 1분위에 한함)
2)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8개 학기)
3) 학생생활관에서 지원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제외
○ 선정인원: 제한없음
○ 신청방법: http://naver.me/GIvLCG7s
○ 절차
1) 신청기간: 5. 17.(금)까지 (※접수확인내역은 5. 17일에 일괄 문자 발송함)
2) 신청자 확인 및 심사: 5. 20.(월)~5. 29.(수)
3) 개별 안내 및 지급: 5. 30.(목)~6. 14.(금)
○ 문의: 입학사정팀 063-22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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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