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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가기 좋은 5월, 교내에 캠핑축제가 열리
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획했습니다.” 김성호 중
앙동아리연합회장이 밝힌 축제 기획 의도다.
5월 21일 학생회관 주차장 일대에서 중앙동

아리연합회 주최 캠핑축제가 열렸다. 축제명은
‘중동캠핑구역 MDR’로 캠핑과 군대 컨셉으로
꾸며졌다. 축제는 부스와 동아리 공연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부스의 이색적인 면은 운영부스
에서 코인을 구매해 코인으로 음식부스와 오락
존을 즐기는 것이었다. 음식부스에는 군대식 햄
버거, 튀긴 건빵, 수육을 판매했고, 오락존에서
는 군화신고 제기차기, 사격, 수류탄 모형 던지
기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다. 동아리 공연에
는 UCDC, 쉼표, 맨인블랙, 은하수, 불잉걸이
참여했다.
축제에 참여한 탁경훈(정보통신공학과 2)은

“축제가 캠핑과 군대 분위기로 이뤄져 신선하
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재밌습니
다.”라며 축제 소감을 전했다. 장혜령(영화방송
학과 1)은 “친구를 통해 축제를 알게 됐습니다.
축제 홍보가 더 잘 됐더라면 많은 사람이 이 재
밌는 축제를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라
며 축제 홍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5월 23일 전주대 A구장에서 임팩트 총학생
회 주최로 2019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체 체육
대회가 개막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회 측에
서 학우들에게 설문을 받아 박 터뜨리기, 판 뒤
집기를 이벤트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점이 눈길
을 끌었다.
오전에는 구기 종목 준결승과 줄다리기, 판 뒤
집기 예선이 있었다. 판 뒤집기는 박 터트리기
와 함께 이번 체육대회에서 처음 추가된 종목으
로 2개의 단과대학이 한 팀이 되어 대결을 펼치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종목별 결승전과 개회식이 열렸다.
오후 1시에 진행된 개회식은 교내·외 내빈 소
개와 한병수 목사의 기도 그리고 양병선 부총장
의 축사가 있었다. 양병선 부총장은 “무더운 날
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모여서 너무 뿌듯
하다. 체전을 즐기되 다치는 사람은 나오지 않
도록 안전에 유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

다. 이어 작년도에 우승한 의과학대학의 우승기
반납과 학생대표 선서가 있었다. 김현수 총학생
회장은 “이번 체전은 학우들이 단과라는 벽을
넘어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
대하는 바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는 농구, 족구, 피구 결승이 각

구장에서 열렸다. 농구는 공과대학이 문화융합
대학을, 족구와 피구는 사회과학대학이 사범대
와 의과학대학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에는 판 뒤집기, 박 터트리기 결승이 열렸다. 판
뒤집기는 의과학대학·문화관광대학이 문화융
합대학·경영대학, 박 터트리기는 사범대·인
문대가 공과대학·문화관광대학을 누르고 승리
를 거머쥐었다. 
오후 4시에는 발야구와 축구 결승이 열렸다.

발야구는 사회과학대가 사범대를, 축구는 문화
융합대학이 의과학대학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승전고를 울렸다. 마지막 순서이자 체육대회의

꽃, 줄다리기와 계주는 모두 사회과학대학이 우
승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사회과학대
학은 9개의 종목 중 5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2019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체 체육대회 정상
에 올랐다. 종합 준우승은 의과학대학이었다. 
한편, 임팩트 총학생회는 여러 이벤트를 준비

하여 체육대회의 흥을 북돋웠다. 특히, 아이패

드, 노트북, 전자레인지 등이 걸린 행운권 추첨
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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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리연합회 교내 이색 캠핑축제 열어

1965년 5월 15일 창간

5개 종목 우승 차지한 사회과학대학, 종합 우승

2019 전주대학교 총장배 체육대회 열려
▲ JJ체전 중 박터트리기 (사진: 송민호 기자)

캠핑과 군대컨셉 ‘중동축제 MDR’

종목 우 승 준우승
종합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축구 문화융합대학 의과학대학

농구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족구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피구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발야구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박터트리기 인문대학·사범대학 공과대학·문화관광대학

판뒤집기 문화관광대학·의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경영대학

줄다리기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계주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 종목별 우승팀 명단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가 학회장으

로 있는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지난 5월 24일
부터 이틀간 스타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
었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
대회’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
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
다. 첫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
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
이 있었다.
첫날인 24일에는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

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임성진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호인 총장의 환영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사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임 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
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

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
기”임을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주제 기조연설에

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
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분
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
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밖에도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

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
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
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KBS 전주방송
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이 후원했다.

임성진 교수(leemcho@jj.ac.kr)

지난 5월 15일(수) 대학본관 소희의실에
서 1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인증서 수여자는 총 8명이었으며 개별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8명의 학생
은 이서희(한국어문학과 4), 김민정(사회복
지학과 4), 김원중(부동산학과 4), 김미지
(회계세무학과 4), 장동욱(기계자동차공학
과 4), 최보희(관광경영학과 4), 김소연(호
텔경영학과 4), 김지현(영어교육과 4)이다.
최고득점자는 장동욱 학우로, 646점 최고
점을 받았다. 
StarT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다. 전문인 육성을 위해 수퍼스타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에게 포인트와 장학포
인트를 부여하게 되는데, 개인별 합산점수
에 따라 인증서, 국내외 연수,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StarT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이
수하면 취업 시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라이징스타’는 외국어(영
어, 중국어, 일본어) 점수를 받았을 경우, ‘수

퍼루키’는 전공 자격증 혹은 국가 공인이나
민간 자격증으로 모으는 점수를 받을 경우,
점수로 누적시키지 않고 장학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단과대학 CA실에서 안

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장동욱 학우의 소감이다. 
“수퍼스타를 준비하며 막연했던 적도 많았

는데 달성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척
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수퍼스타 도전의 시작은 2학년 2학기 때
입니다. 처음 수퍼스타를 준비할 때는 과연
가능하겠냐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대외활동, 필요한 스펙을 찾아보고 기업에
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하던 중에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 시험비 등 매번 많은 돈을
부모님께 요청하기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래서 학교 장학금을 찾아보다 우연히 ‘스타
T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시작은 했지만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학기당 18~21학점
씩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도 준비하고, 대외
활동까지 하면서 수퍼스타에 도전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빠
듯하게 움직이며 수퍼스타 요건을 채워갔습
니다. 
도전했던 활동 중에선 일부 생소한 활동들

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퍼스타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도전 정신 함양’의 의미
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전은 저에게 보람된 일이었
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는 마라톤
입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건강체로 보이
지만, 천식과 비염이 있어 오래 달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호기롭게 half 마
라톤에 지원을 했습니다. 막상 지원하고 나
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한 발 한 발 제 페
이스대로 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앰뷸런스
만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반환점을 돌아갈
때쯤, ‘아, 그냥 저기에 실려서 편하게 갈까?’
는 생각까지 했지만 반절이나 돌고 나니까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3km
만, 2km만, 아니 1km, 500m만’ 하다 보
니, 결국 완주를 해냈습니다. 저의 슈퍼스타
도전도 사실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람된 일은 토익입니다. 일단 저

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창피하지만 첫 토
익 점수가 350점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
이었죠. 대략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한

달에 2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익시험 비용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조
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에서 환급제도와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부
담 없이, 과감하게 도전했고 드디어 제가 목
표하던 점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870점!
제 토익 점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
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퍼스타 도전’의 매
력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도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라는 핑계를
댔던 것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기내서 하
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성취감도 갖게 되고,
막상 하다 보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전의 첫 시작을 도와준 친구

이민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리고 수퍼스타를 달성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찾아가 귀찮게 했던 공과대학
CA담당 김현경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마련
해 주셔서 도전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우리 전주대학교,
고맙습니다.”

송은자(ysrest@jj.ac.kr)

장애아동 대상 쿨젤시트 지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우리 대

학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보조기기센터에서 올
여름에도 장애아동에게 쿨젤시트를 지원한다.
쿨젤시트는 헤스테나(주)로부터 후원받아 30
여 명의 장애아동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접수
는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이 제품은 상온보다 온도를 3~4℃낮게 유지
시켜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아동들
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제품
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 5월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어 한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
로 예측되어 접수기간 전부터 많은 문의가 들
어왔다.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독립적
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
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훈련,
개인 맞춤형 개조 및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
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문의는 전라북도보
조기기센터(220-3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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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2018년 5월, 우리 학교는 인문한국플러스
(HK+) 사업에 선정되었고, 인문학 대중화를 목
표로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백진우)를
설립하였다. 지금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다가
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 강좌 및 인
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교양 플라자」, 「공·감·대!」,
「라온학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특히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나의 삶, 나
의 이야기」와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인
「소담소담(小談笑談)」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표
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의 삶, 나의 이야기」는 정읍시 북부 노인복

지관과 협업, 심상 시치료 기법을 활용해 어르
신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자 8주 동
안 글쓰기 체험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

과,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글쓰기 실력도 향상
되는 성과를 보였다. 「소담소담(小談笑談)」은 원
하는 강의를 신청 받아 직접 찾아가는 수요응답
형 인문강좌로 ㈜정석케미칼 임직원 외 소규모
단체·모임 등에서 총 10회 진행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센터장 백진우 교수는 “지난 1년간 온다라 지

역인문학센터는 지역사회에 인문학 대중화의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하였고, 제법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입니다”라
고 밝혔다. 
첫 번째 일정으로 내달 6월 3일부터 시민문

화강좌인 「사진으로 역사읽기」가 매주 월요일 오
후 7시부터 총 8주간 진행된다. 백 교수는 “이
강좌는 사진과 역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
해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본교 다문화교육과정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소담소담(小談笑談) 1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29일과 내달 5일에는 「소담
소담(小談笑談) 2차, 3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
올 여름에는 전주안골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협의 중이
다. 청소년을 위한 「공·감·대!」와 수요응답형
강좌인 「소담소담(小談笑談)」은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이 밖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

그램들을 기획 중이니, 우리 대학 학생들도 인
문학이 들려주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가까이에
서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민에게 수준 높은 인문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
리관 212A호 혹은 220-3201~32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순정(jjondara@naver.com)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기계자동차공학과 장동욱 최고점 받아

150여만원의 장학금 지급

1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5월 22일 본교 JJ아트홀에서 1학기 4회차
스타강의가 열렸다. 초청 강사는 목서윤 아나운
서로 현재 전주 MBC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진로선택과 취업>으로 목 아나

운서의 취업 성공담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목
아나운서는 현재의 삶을 고수하기 보다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나운서에 도
전했고,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 전주 MBC에 입
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목 아나운서는 “자신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
하지 말고 큰 꿈을 꿔라”라고 말하며 주변 시선
을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목 아나운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

는 면접기술에 대해서 “면접은 면접관과 이야기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
라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과 인생
관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자신의 진
심을 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목 아나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우들

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 “언론사가 사건을 은
폐하고 보도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목 아나운서는 “과거 파
업 이전에는 지역사가 아닌 본사에서 자주 일어
났다. 정치관이 다른 PD나 기자는 배척돼 제작
을 하지 못하거나 생각을 투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부당한 인사이동까지 일삼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MBC 파업 당시 투쟁 선포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

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
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는 “당시 3년차였지
만 공영방송이 많이 망가졌고 다시 되돌려야만
한다는 소명의식이 생겨났다. 언론인이 공영을
위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방송을 해야 하는 중요
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라며 언
론인이 갖춰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스타강의  전주 MBC 목서윤 아나운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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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날

지난 5월 15일,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JJ골
프아카데미 여성골프회(이하 골프숙녀회)가 골
프교육장에 선풍기를 기증했다. 선풍기는 총
26대로 각 타석에 1대씩 설치되어 다가오는 여

름 날씨에도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
다. 
전달식은 골프 숙녀회 김모진 회장과 전주대

평생교육원장 홍성택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모진 골프숙녀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겨울, JJ골프교육장이 리모델링되어 시설이 개
선되었는데, 골프교육장을 사용하는 주 고객으
로서 새롭게 단장한 골프교육장에 맞는 선풍기
를 기증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원장 홍성택 교수는 “골프 숙녀회는

전주를 대표하는 여성골프 모임으로 운동모임
을 넘어서 이제는 전주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발전을 기원하는 한 가족이 됐다”라며 “넘
치는 사랑에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숙녀회는 1997년부터 시작해 23

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올해로 47기를 맞이한
역사와 관록 있는 여성골프 모임이다. 매년
300만 원가량을 꾸준히 기부해오며 본교 학생
들의 교육 환경과 시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조동기(dgcho@jj.ac.kr)

JJ골프아카데미 여성골프회 전주대에 선풍기 기증

사단법인 ISF(국제학생회)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기간 : 매 학기당 12주
■수업 방법 : 매주 목요일 19:00~21:00 소그룹 학습지도
■학습 내용 : 한국어 수준별 선택 지도 가능
■모집 대상 : 외국인에게 한국어 지도 경험이 있거나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봉사자 우대 :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지원 방법 :    -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

- 문의: ISF(국제학생회) 전북지부 한상훈 목사 010-8419-1175

성년이 된걸
축하해!

스무살이 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년의 날 이라니
선물 고마워

장미 색이
정말 예쁘네

흠흠,자기야
장미 색에

따라서 꼴말도
달라진다는거

알고있어?뭐, 정말?
꽃만 좋아했지

의미는 잘 몰랐어

자기가 들고 있는 빨간장미는
열정, 아름다움을 의미한데
자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의미여서 꼭 선물해주고
싶었어. 맘에들어?

자기도 참~
그런 멋있는 의미가

있었다니..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오래가자~

.........으윽.....
이 세상 주접이 아니야..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OPENING
2019.6.7 Fri AM11:00
EXHIBITION PERIOD
2019.6.7 Fri~6.8 Sat
AM11:00~PM06:00 
EXHIBITION PLACE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B1_하림미션홀

국제학생회(ISF : International Stu-
dent Followship)는 한국에 유학을 온 외
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국가, 인종, 종교,
사상, 성별에 관계없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돕
는 봉사 단체입니다. 전주대 ISF(국제학생회)
에서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돕
기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우정을 맺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
하며, 한국어 향상을 위해 도움 주실 봉사자
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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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하고 싶어? 그럼 J-스퀘어로 와!

Q. 본인 소개 및 창업지원단 업무 소개 부탁드려요. 
2018년 9월부터 창업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창업확산센터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창업지원단
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창업지원단은 본교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초기 창업자들의 창
업을 지원하는 부서예요. 
업무를 크게 나누면 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 두 개로 나
눌 수 있어요. 창업 교육은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사업화 지
원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을 선발해서
멘토링,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밖에
도 창업 동아리 운영, 교수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
어요. 벤처창업관과 대학 본부 1, 2층을 활용해서 창업보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 내에 102개의 사무실이 준비
돼 있고 현재 약 70~80개 기업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창업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에

요. 호남권 학교 중 가장 첫 번째로 선정됐고, 호남권 내 유
일하게 9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2019년 사업화에서
도 1위로 선발돼 가장 많은 사업화 자금을 받았어요. 그만큼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올해는 특별히 전주대 창업지원단 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창업을 하고 싶으면 전주대로 와라.
그 어느 곳보다 우리가 창업 지원을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
지를 담았죠. J²으로 표기하고 J-square라고 읽어요. 전주
대학교를 JJ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제곱으로 표기함으로
써 더 높은 가치 성장과 터전·광장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J-square 출신인 게 창업가들에게 자랑스러
울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키는 게 목표예요.

Q. 창업지원단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
고 있나요?
▶ 창업 교육
교육은 학점 교육과 비학점 교육으로 나뉘어요. 비학점 교

육의 대표적인 예로는 창업 캠프가 있고, 1년에 최소 6회에
서 최대 9회까지 준비 중이에요. 비학점 교육은 인근 고등
학생은 물론 졸업생,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
째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창업을 하고 싶고, 아이디
어도 있는데 상담할 곳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나, 창업지원단 사무
실로 직접 오시면 담당자가 사업 계획서 확인은 물론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드려요. 상담 창구 같은 역
할이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연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요.

▶ 창업 지원 시스템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창업인재전형’ 입학 전형이 있어

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창업 동기 등
을 쓰면 그걸 바탕으로 22명의 학생을 선발해요. 창업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 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계 전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특별 강의
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벤처창
업연계전공’이 있어요. 신청해서 관련 과정을 수료하면 본인
전공과 함께 졸업 시 벤처창업 학사 학위가 발급돼요. 그밖
에도 창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
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 창업 휴학 제도, 창업 학점제가 있

어요. 현장실습도 학점으로 인
정되는 것처럼 창업해서 대표
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지도교수님에게 계획서와 보고
서를 내면 창업 활동이 학점으
로 인정돼요. 창업 때문에 학업
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창업가가 학업과 창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창업동아리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수연구동 지하 및 자유
관 내 코어킹스페이스 역시 창
업지원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에요. 또, 창업 강좌를 듣거나
하는 등 창업 관련 활동을 하
면 마일리지를 지급해 장학금으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어요. 요즘 창업동아리를 분석해 보니 미디어 창업
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미디어 창업
강좌도 개설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도
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창업지원단도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위한 콘텐츠도 준비 중

이에요. 창업 지원 같은 경우 기술, 특허를 중시해서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은 지원 받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사업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 아이디어 창업이나 사회
적 기업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하고 있어요.

Q. 현재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
이 있고, 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의 참여율은 정말 높아요. 우선 창업동아리 22팀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 팀당 팀원이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총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초기창업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는 16개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만약 창업을 했는
데 재료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거나, 인건비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한 팀당 최소 6500
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16팀 중 4팀
은 의무적으로 학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
원했으면 좋겠어요. 16팀은 자유경쟁이지만 그 중 4팀은 학
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보호받고 있는 TO이기 때문에 학생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4~5년째 계속 3D 프린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창업지원단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계속 새로운 프
로그램이 올라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좋
겠어요.

Q. 창업 시 준비 사항과 고려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매 시장과 소비자를 잘 파악해야 해요. 보통 창업을 시

작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해요. 내가 하려는 것
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
춰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제작 후에 소비자를 찾는 게 아
니라 판매 대상을 정한 후 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경험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도전해 보고 실패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관련
알바를 해 본다든가 하는 등 간접 경험이라도 꼭 해 보고 창
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Q. 창업 시 창업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는 뭐라고 생
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의 경우 각자

일정한 몫을 맡아 책임을 나눠 갖는 거라고 하면, 창업에서
의 책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니까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
람이 있다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늘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시장에 귀
가 열려 있어야 해요.

Q. 창업지원단 지원을 받은 학생들 중 좋은 선례가 있다면 소
개해 주세요.
SCU 대표 김건우 학생을 좋게 평가해요. 이 학생은 호텔

경영학과 출신인데, 호텔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생각해낸 아
이디어로 칫솔과 치약을 결합한 형태의 칫솔을 제작했어요.
호텔 어매니티로 제공되는 칫솔들의 경우 일회용이잖아요.
매번 치약 튜브가 같이 제공되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을
보고 상품을 개발한 거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
이라 환경적인 문제도 줄였어요. 자기가 있던 현장에서, 소
비자를 만났던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업한 케이스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Q.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다 하게 될 거라

고 생각해요. 창업은 ‘창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직
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더라
도,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작은 장사를 해 보거나 사업을 하는
할 수 있죠. 이제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업 강
좌든, 캠프든, 동아리든 대학생 때 창업 활동을 꼭 해 봤으
면 좋겠어요.

안혜란 기자 (ah6038@jj.ac.kr)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며 창업을 떠올린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
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너무 막연하거나
막막하기만 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창업
지원단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도, 우리 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많
은 창업 꿈나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돕기 위
해 창업지원단장 주정아 교수님과 만나, 창업지원단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창업지원단은 대학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
뷰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및 전
화(063.220.284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단장 주정아 교수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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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며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도다. 2018
년 시간당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새해가 되며 10.9% 인
상된 8,350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 10.9% 인상되며 2년 연
속 10%대 인상률을 보였다. 

본 보는 최저임금 특집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최
저임금 인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1부인 이번 호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을 두고 제기되는 상반된 주장을 살펴봤고, 다음 호인
2부에서는 상반된 주장의 접점과 차이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
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는 근로
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그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 임금 불평등
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논지로, 이
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를 증가시켜 궁극

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
면, 후자는 최근 급속도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되어 저임금 근로자 고용 감소에 심각한 영
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고용 감소인가, 증가인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반면, 후자 입장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은 1
년 남짓 기간에 29%가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도 자연히 줄어들 것”
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물론, 근로자 고용 감소를 언급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
임금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학교 학생인 김 양(25, 사범대)은 고용 감소를 체감했다. 김 양은 최근 아르바이

트 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다. 매일 아침 구인사이트에 들어가 일자리를 찾지만 대부
분 야간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만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김 양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식당 3곳에 지원했지만, 연락 온 곳은 없
었다. 김 양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 바쁜 시간에만 고용하는 알바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

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정도도 ‘부담’에 답한 사람이 67%에 달했다. 
충남대학교의 배진한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

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낮추며, 나아가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미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1부. 최저임금 인상과 대립 

두 입장 파헤치기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청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최최저저임임금금  인인상상의의  두두  얼얼굴굴

먼저, 전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시간
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가 12.5~13.5%로 3~10분위(5.6~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
다.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
과다. 또 그는 최저임금이 2018년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저임금계
층이 21.5%에서 15.7%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

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200만 명 중 0.015~0.42% 만이 영향을 받
았을 뿐 실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0만 명 중 많아야 8,400명 수준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
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이인준 기자 (iij7719@jj.ac.kr)
김예은 기자 (rladp463@jj.ac.kr)

하나의 정책을 다르게 바라보는 극명한 두 입장 속에서 우리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점에도 불구 양쪽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
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호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접점과 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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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인싸구나?” 언제부터인가 ‘인싸’라는 단어가 대학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 단어
는 언제부터 불리게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을까? 이러
한 궁금증을 토대로 인싸, 아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인싸란?
‘인사이더(Insider)’라는 뜻으로,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는 대학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페이스
북 등의 SNS로 퍼지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아싸란?
‘아웃사이더(Outsider)’의 줄임말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 사람 즉 '혼자 노는 사람'의 의미로 쓴다. 3~4년 전만 해도 20대가 주로 아싸
를 사용했고, 10대는 찐따, 은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10
대들 사이에도 아싸라는 표현을 점차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싸도 아싸도 아닌 반싸?
인싸와 아싸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 중간인 반싸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반싸란

인싸의 무리들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아싸가 된다.
반싸는 인싸의 활발함과 아싸의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간다.

자발적 아싸?
요즘 자발적으로 아싸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가리켜 자발적 아

싸라고 칭한다. 자발적 아싸란 자기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겠다는 뜻이다. 자신과 성
향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맘 편히 혼자 다니면서 학교생
활을 더욱 즐겁게 보내는 것이다. 또한 인싸로 지내다가 학업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자발적 아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인싸의 장점
1. 소식통이 많아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다.
2. 나의 고민이나 슬픔을 같이 들어 줄 친구들이 있다.
3.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인싸의 단점
1.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   2. 학업에 영향을 끼쳐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3.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져도 봐야 할 때가 많다.

★★★ 인싸의 장·단점 ★★★

아싸의 장점
1. 나만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다.
2.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다.   3.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아싸의 단점
1. 갑자기 휴강 같은 소식이나 과의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2. 가끔씩 생활하는데 외로움을 느낀다.
3. 혼자가 나쁜 것도 아닌데 가끔씩 눈치가 보인다.

★★★ 아싸의 장·단점 ★★★

신조어 테스트
이 중 5개 이상 알면 인싸 인정!

1. 만반잘부

2. 이생망

3. 아이엠그루트

4. 보배

5. 혼바비언

6. 별다줄

7. 롬곡옾눞

8. 꾸안꾸

9. 스라벨

10. 혼틈 

오전 8시 30분 알람으로 맞이하는 아침. 폰을 확인하니 수신된 톡은
플러스 친구뿐... 서둘러 준비에 학교로 간다. 
오전 8시 50분 사람이 많아도 ‘혼자’이기 때문에 빈자리 찾기는 쉽다!
남아있는 빈자리를 찾고, 수업을 듣는다. 
오후 12시 수업이 끝나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 같이 먹을
사람도 없으니 그냥 굶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초보 아싸나 하는 짓. 학
식은 혼자 먹기 안성맞춤이다.
오후 2시 공강시간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남아있는 오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으
니 시간 보내기 딱 좋다.
오후 4시 남은 오후 수업도 힘내자 다짐하며 수업을 듣는다.
오후 6시 과 단톡에서 저녁에 술 먹을 사람을 찾는 있지만 저런 건 남
의 얘기! 집으로 가서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TV를 보거나, 나
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오후 11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든다.

아싸의 하루
오전 8시 50분 2~3번 울린 알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폰을 확인하니
“아직 안 일어났냐며”와 있는 수십 개의 카톡. 친구에게 얼른 답장을
한 뒤 서둘러 준비해 학교로 간다.

오전 9시 늦었지만 자리를 맡아 둔 친구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한 뒤,
강의실에 앉는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지만,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카톡으로 친구들과 점심메뉴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오후 12시 토론 뒤 결정된 점심은 학식... 사람이 많으니 빨리 가서 자
리를 맡아야 한다. 점심을 먹고 다음 코스인 카페에 가서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시킨 뒤 애들과 수다의 장이 펼쳐진다.

오후 6시 수업이 끝나면 과 단톡으로 술 먹을 친구들을 모은다. 친구
들이 다 모였다 싶으면 그때부터 파티가 시작된다.

오전 1시 새벽이 되어서야 도착한 집. ‘잘 들어갔냐’ 를
시작으로 한 두 시간쯤 저녁때 못했던 이야기를 카톡으
로 하다가 잠이 들고 내일이 찾아온다.

인싸의 하루

인싸 
VS 

아싸

정답
1.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2. 이번 생은 망한 거 같아.
3.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의 주인공

‘그루트’의 대사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뱉을 수 없을 때 말함.

4. 보조배터리
5.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6. 별걸 다 줄인다.
7. 폭풍눈물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음.
8.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9. Study and Life Balance

(공부와 삶의 균형을 말함).
10. 혼란을 틈타



가로세로 낱말퀴즈
“설빙~ 1만원 상품권”

* 카톡플러스 ‘전주대신문사’로 친구 맺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

1. 1. 2. 2. 3.

4.

3.

5.

4. 7. 8.

7.

6. 8.

지난

889호

퀴즈 

정답

가 로 세 로

1. 어벤져스 앤드게임 1. 스페이스스톤

2. 스타워즈 2. 리버풀

3. 필리버스터 3. 터닝메카드

4. 에피소드 4. 전주곡

5. 자전차왕엄복동 5. 고삼이집나갔다

6. 삼시세끼 6. 콩나물국밥

7. 전주국제영화제 7. 화양연화

8. 기생충 8. 충무공

축하드립니다! [889호 퀴즈 정답자 5인]

1. 윤지수(물리치료학과 조교) 2. 이민서(일본언어문화학과)
3. 김주희(한문교육학과) 4. 임가륵(경배와찬양학과)
5. 박소희(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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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와 취업준비에 지친 근로자와 청년
을 위해 18년 11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
며 ‘쉼표 한 잔’이라는 테마로 ‘내일채움공제
커피트럭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만여
명의 근로자, 청년의 호응과 응원에 힘입어
올해는 시즌 2 ‘공감 한 잔’이라는 주제로 지
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다소 생소합
니다. 간단히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 정부, 중소벤처기업 사업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간 재직한 핵
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중소벤처기업

에 신규 취업하고 2년 또는 3년간 재직하면
1,600만원(정부·기업지원금 1,300만원
포함) 또는 3,000만원(정부·기업지원금
2,400만원 포함)의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이미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해당기업에서 5년간 재
직하면 3,000만원 (정부·기업지원금
2,280만원 포함)의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Q. 학업과 취업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꿈과 도전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삼백육십
행행행출장원(三百六十行行行出狀元)’이라는 중
국 격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60명
이 한 방향으로만 달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1등부터 360등까지 등수가 나뉘지만, 360
명이 각자 자기 방향으로 뛰어가면 누구나 1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
하고 나다운 삶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Q, 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학
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토스’나 ‘직방’
업체 들어보셨죠? 두 업체 모두 중진공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배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
장한 기업들입니다. 중진공은 우수한 기술이
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
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적으로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청년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예비
창업자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
습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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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로

1. 소주의 브랜드 이름으로 현재 수지가 광고하
고 있다. 
2.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총 9명으로 구성
된 걸그룹.
3.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옛 여인의 기억을
지워가면서 느끼는 일에 대해 펼쳐지는 이야기.
4. 토머스제이콥힐피커가 만든 옷 브랜드로 많은
셀럽이 사랑하는 브랜드이다. 
5.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어떤 범죄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
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6. 프라임 타임(Prime time)의 다른 명칭이기
도 하며, 어떤 상태나 국면 따위가 가장 높은 시
간대를 가르킨다. 
7.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총 4명으로 구성
된 걸그룹.
8. 마블의 간판 빌런으로 그리스어로 죽음을 뜻
하는 ‘타나토스’ 혹은 지옥인 ‘타르타로스’에서 따
온 이름을 갖고 있다. 

세 로

1. 소비되고 남아 버려지는 음식물을 가르키
는 말.
2.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총 5명으로 구
성된 걸그룹.
3.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
의 감정. 
4.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우
리는 흔히 얼굴 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 할 수 있는 소셜미
디어 플랫폼이다. 
6. 소주의 브랜드 이름으로 현재 아이린이 광
고 하고 있다. 
7. 2006년에 설립되어 여행업, 공연 기획/
제작, 티켓 예매 등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하는 인터넷 마켓.
8. 12월 25일을 가르키는 단어.

이 상 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학일자리센터와 ‘공감한잔’ 이벤트 열어

가.5
세.6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균철)는 지난 20일 학생회관 앞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청년내일
채움공제’ 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했다. 이 행사는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응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
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
이호인 총장, 이상직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희망메시지를 담은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고용정책 등을 홍보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일대일 현장상담도 이뤄져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다음은 이상직 이사장과의 인터뷰이다.



40주년 맞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특집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에 30여 년 넘게 재직하면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주대학교 50주년 편찬 위원 교수님들과 함께
50년사 편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대의 현재 단과대학인 문
화관광대학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설계해 2000년도에 문을

연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관광대학이 경쟁력 있는 학과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데, 제가 씨앗이 됐다는 게 보람됩니다. 세 번째는 학
생 생애개발처장으로 5년간 활동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
주대학교 학생이어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
야 할까 생각하다, 슈퍼스타 인증제도와 캐치 더 월드 등 교수님
들과 함께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콘텐츠 학과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인문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
록 학생과 교감하면서 지내온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2.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문화재청은 시간을 거슬러 사라진 시대를 되살리고, 묻혀있던

과거가 현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세월의 무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해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8개의 분과 위원회를 만들었

습니다. 그중 저는 사적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적: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법으로 지
정한 문화재) 현재 한국의 사적이 6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사적
분과위원회는 사적의 가치를 심의하고 보존하는 기구입니다. 국
가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적으로 지정합니다. 그 후에
사적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됩니다. 이 보호구역 내에
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전부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현상변경심의를 진행합니다. 기본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3. 이번에 문화재청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주요업
무가 무엇인가요?
사적분과 위원으로는 2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대

한민국 사적의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적의 아름

다운 가치를 보여주고, 미래에까지 전승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 국가 유산으로 지정
받지 못한 사적을 발굴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 문화재 중에도 국가 사적으로 손색없는 다채로운 문화재를 발
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4.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열심히 학교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

적인 명령은 학생들을 사랑하며 역사가 왜 큰 자산이고 힘이 되
는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문화강
국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공무원의 의식이 중요합
니다. 현재 전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특강을 많이 진행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5.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꿈을 꾸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작게 나누면

목표가 됩니다. 또 그 목표를 작게 나누면 계획이 됩니다. 꿈을 품
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진해 나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꿈을 실현하
면,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야망도 가지길 바랍니다. 역사에서 최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왜 쇠락했는지 살펴보면, 강성하게 된 이후
에는 교만해져서 꿈을 상실합니다. 꿈이 없어져 나태해지고, 부패
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끊임없
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나의 가장 나다운 진정한 삶, 그것을 위한 꿈과 비전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를 전공했고, 그중에서도 조선 시대와 전라북도 지역사

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사 중 고전 번역 쪽으로 많이 집
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료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있어서 그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약 20여 년 해오고 있습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필요한 한

국사 사료를 조사 수집 보존하고, 한국사 연구 편찬 보급을 통한
한국사 연구의 심화 발전 및 역사 인식 고양을 주관하는 국가기
관입니다. 

3. 편찬위원회에서 맡은 역할과 주요업무가 궁금합니다.
위원회에 고고학, 미술사, 역사, 외국사(대외관계사), 조선 시대

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조선사를 대표로 소
속되어 있고, 하는 역할은 사료를 조사 수집 보존 등의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 심의
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일 년에 정기적으로 네 번 정도 만
나 회의를 합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정교과서 때
문에 나라가 혼란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회가 그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일을 했습니다.

4. 교수님이 하신 방대한 사료와 번역 연구의 중요성과 이 부분에
서 전주대의 업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92년부터 전주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업무 중 하나

는 국가에서 지원받아 ‘여지도서’란 책의 연구책임자가 되어 한국
어로 번역했습니다. 50권 되는 분량을 전부 번역하는데
2002~2009년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지
도서는 조선 시대 영조임금 때 조선 팔도의 모든 고을에 대한 입

문 지리지(역사, 인구수, 경치, 풍속 산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책이 나옴으로써 전주대학교가 전국적으로 주목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추안급국안’ 번역입니다. 조선 시대 선조임금 때부터

고종임금 때까지 약 300년간 반역범들을 심문하고 조사한 것을
번역한 책입니다. 약 10년 걸렸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전국을 권역별로 호남권,

경상권, 중부권, 수도권 네 개로 나눴습니다. 2010년~2040년
까지 약 30년간 조선 시대에 한문으로 쓰인 문집을 번역하는 연
구소가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각 연구소의 역량 차이대로 대
형, 준대형, 중형, 소형 연구소가 있고, 그중 하나의 대형연구소
가 바로 전주대학교입니다. 준대형은 고려대와 성균관대 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이 연구소에서 석사, 박사
학위도 따고 연구교수도 되고, 국가가 인정한 연구원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5. 전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인구 60만 정도의 작은 도시라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때 전주가 삼남 지방의 가장 큰 중심도
시였어요.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를 딴 이름이고, 광주, 전라남
도, 제주도를 통틀어도 전주가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왕조를 개국
한 태조 이성계도 전주 이씨입니다. 조선왕조의 발상지라고 할 수
도 있죠. 현재는 전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
문화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k-pop 이런 것들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궁금
해 한다면 전주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는 세계적
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6.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장으로서 전주대학교가 100년 2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는 것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단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고전학연구소 소장으로서의 계획은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의 인문학 발전과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
다. 그리고 인문학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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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과’나 ‘문화콘텐츠학과’가 아닌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어떤 학과인가?
‘역사’라는 학문을 가지고, 문화산업시대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활용하는 학과이다. 네 분야의 트랙이 있다. ▲역사심화 ▲고고박물관 ▲문화콘텐츠 ▲고전번역으로 특성화 되었다. 

본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학부생이 연구단에 참가하는 등 현장 산업체와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재청 부위원장 이 재 운 교수 인터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변 주 승 교수 인터뷰

한국 고전학 연구소는 2011년 4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까지 존재집, 문곡집, 노봉집, 병산집, 한포재
집, 손재집, 서하집 『성재유고』 등 조선시대 선현의 문집을 번역
출간했다. 올해는 조선후기 학자이자 정치가인 유언호의 시문집

인, 연석을 출간하고, 조선말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위정척
사파인 송사 기우만의 문집인 『송사집』을 번역 중이다. 
또한 2012년 7월 1일에 출발한 ‘근현대유학단’은 현재 3단계
1차연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단계 간재학파(艮齋學派)와 2단

계 노사학파(蘆沙學派)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고문서,
도서, 신문, 잡지 등에 이르는 3,000여 건의 자료를 수집했다.
3단계에는 화서 이항로(1792~1868)의 문인들인 화서학파(華
西學派)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사회관계망을 구현할 계획이
다. 
함께 진행하는 인문 한국 플러스지원 사업(이하 HK+지원사업)

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의 인문학연구소를 집중적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를 구
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인
문학 연구의 다양화 및 대중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
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HK+지원사업의 인문기초학문 분야에 <유교문

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지원
했고, 2018년 5월에 선정돼 현재 1단계 2년 차 연구를 진행 중
이다. 본 HK+연구단은 탈영토화된 유교 문화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 탐색을 위해 서구 인문학 방법론과의 통섭과 학제 간의 연
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존의 인간학을 정립함으로써 바
람직한 미래공동체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주대 한국 고전학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의 특징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천: 우리 학과의 특징은 역사만
배우지 않고, 인문학적인 내용, 즉
역사를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킨다
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
가사업에 크게 활약하시는 탁월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역사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알리게
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이나 영
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음

악을 작곡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공부합니다.
권: 학교마다 ‘역사’를 배우는 인문대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학이 다른 학교보다 단연 탁월해요. 첫 번째는 교수님들의
탁월성이고,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이 이루
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학과의 자랑은 선배들의 후원이에요. 역대 학회장

들의 관심과 사랑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배우다 보니
대인 관계에 있어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고, 사
회 현상에 대해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
천: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단순히 학교 교과

목이나 시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재미가 있어요. 어
떤 사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권: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영어 단

어 외워라”, “수학 공식 외워라”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사극
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
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역사가 재미있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권: 역사학과 나와서 뭐 먹고 사냐고 묻는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역사 교사, 역사박물관 큐레이터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 문화재 조사 분야, 고전번역 분야, 기록학 전문분야로

진출하기도 하고, 박물관 준학예사 시험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또한 교직을 통해 역사 교사를 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도시개발, 문화재 해설사, 큐레이터, 고고학, 기획
가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꿈은?
천: 한국의 문화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접목한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에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권: GTO라는 만화가 있어요. 깡패가 훌륭한 교사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사
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국
어교원자격을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
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전북의 역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천: 역사는 재미없는 게 아닙

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
생과 사람의 삶에 대해 볼 수 있
습니다. 역사는 삶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자신이 사는 나라
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됩니다. 본인도 전주 토
박이로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고장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
었습니다.
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

화가 있는 시기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
니다. 주변국의 압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
다. 전북이 누군가에게는 관광지이겠지만 전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송은자(ysrest@jj.ac.kr)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학년 천태인, 권용현 학생과의 인터뷰

●고고박물관
문화재 발굴 전문연구원,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으로 길러내는 과정

●문화콘텐츠
역사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기획자를 만드는 과정

●역사심화
●고전번역

한문으로 쓰여진 책, 기록을 한글로
풀어내는 인력을 키우는 학과정

전공분야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 + + +



전주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기로 
가득하게 표현되는 5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주대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학교가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세계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학생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학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배우는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에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전주대학교에 허락하신 55년의 시간보다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전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본래부터 추한 것은 으레 그러려니
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
나 아름다운 것, 그것도 가장 아름다
워야 할 존재가 추해졌을 때는 슬프고
아픈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 이 지
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교회이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한다. 극치의 표현이
다. 생생한 생명이 거룩한 영과 더불
어 거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다. 
▼ 사람은 아름다움을 바라고 동경한

다. 그곳에 모이기를 원하고 기뻐한다.
빛은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활력이 넘쳐서, 서로 살
리고 살림을 받고 성장한다. 성장하는
곳에는 추함도 악취도 존재하지 않는
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의 이
말씀은 “나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요, 중심이요 기준이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된
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
진 첫 번째 사명은 빛을 발하는 일이
다. 아름다움의 근원인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곧 부패작용이 일어난다.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교
회가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이 어두워진다. 사랑이 식고 사회가 부
패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헐뜯고 죽인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
하고 가정이 무너진다. 전쟁 소식이 끊
이지 않으며, 땅이 갈라지고, 성난 파
도가 산하를 덮고, 태풍이 몰아치고,
화산이 폭발한다. 
▼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동경

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 세
상의 소망이라는 교회에서 세상과 다
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누구
의 책임인가? 어두움을 밝혀야 할 나,
예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빛
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십
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령 충만
한 사람, 자기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을 하며, 발걸음 닿는 곳마다 빛을 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 우
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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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화) 스승의 날을 맞아 성품채
플에서 스승의 날 이벤트를 진행했다. 스승의 날
이벤트에는 이호인 총장과 교무위원회가 참여
했다. 성품채플 담당 목사인 이진호 목사의 진
행으로 총장 및 교무위원회의 간략한 소개를 한
뒤, 학생들이 다 같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합창
으로 불렀다. 노래를 부른 뒤 카네이션을 교수
들에게 전달했다. 각 조에서 한명씩 나와 이호

인 총장과 교무위원회에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호인 총장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스
승의 날 이벤트가 마무리 되었다. 성품채플은
14일(화)과 16일(목), 21일(화)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16일(목), 21일(화)에는 각 조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카
네이션을 전달했다. 

우리 대학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에서 1
학기 라면 기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플
과 성경교과목에서 채플을 섬기는 리더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기부할 라면을 모으
며 참여하고 있다. 라면기부 행사에 쓰일 라
면은 6월 5일 수요일까지 기부를 받고 있
으며, 기부를 받은 라면은 별도로 포장해 덕
진구청에 전달된다. 덕진구청으로 전달된
라면은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
다.
기부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선교지원
실(220-21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유정(dbwjd8530@jj.ac.kr)

성품채플, 스승의 날 행사 개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기도문>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되고 있
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
역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매주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

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
길 소망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1학기 라면 기부 접수 중
6월 5일까지 채플, 
성경과목에서 참여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
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
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6월 12일(수) 오전 11:00 대학교회

♥ 교직원 종강 예배(설립자 추모예배) ♥

일 시 설 교 자
5월 30일(목) 한병수 목사
6월  6일(목) 현충일 휴무

예배안내



예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12-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
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갈릴리 해변이라 표
기되는데, 이는 아마도 둘레가 60km가 되는
등  마치 바다처럼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호수이다. 
아무튼 예수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나사렛에서 떠
나 갈릴리의 호수 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남쪽으로 3km 거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변의 마을인 티베리아(Tiberias
신약성경에는 디베랴로 표기됨) 그리고 호수
건너 거라사 등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며 말씀
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예수는 갈릴리 호수변에서 제자가

된 어부들을 만나고 인근 야산에서 팔복과 관
련된 복음을 전했으며,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
리와 빵 다섯 개로 사천 명의 점심을 해결하였
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
을 행하였다. 베드로는 이 무렵부터 성경에 등
장한다. 갈릴리의 어부(漁夫)인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

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는 그리
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였

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성경 여러 곳
에 나타난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
을 때 칼로 군인의 귀를 내리쳤다는 것이며,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후일 베드로 역시 붙잡
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제 성질에 못 이
겨 머리를 벽에 찧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
나갈 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
언장담(好言壯談) 하였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
지 않아 예수가 붙잡혀 끌려가는 현장에서는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였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는 부활 후 나타나 네

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양을 먹이라
고 말하고 수석제자로 인정하는 수위권을 베

드로에게 부여하였는데, 그 장소가 위 사진의
교회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티베리아의 갈릴
리 호숫가에 있다. 이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이 인근에서 로마제국 트라야누스 황제의 동
전이 발견하였고 여러 고고학적 사료를 근거
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313
년) 이후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이 교회는 1187년 십자군 전쟁 시 파괴
되었고 1260년에 재건축되었으나 1263년
에 다시 파괴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
금의 교회는 1933년 작은형제회 회원들이 고
대 건물의 기초를 추정해서 재건축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교회 안에는 요한복음 21:9
절의 내용을 암시하는 돌 식탁이 있다. 가버나
움과 티베리아에는 베드로수위권교회와 함께
팔복교회, 오병이어교회 등 예수와 베드로의
역사적 유적과 공간들이 있어 순례할 가치가
있다.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베드로 Peter 이야기(1)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수위(首位)권교회

▲ 암석위에 세워진 베드로수위권교회(Church of the Primacy of St. Peter)

진리의 샘

어떤 대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철(鐵)이라고 하더
군요. 저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
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사도였던 바
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름답고 깊은 인
간의 경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르러야할 경
지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 그는 15가
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맨 처음
과 마지막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고
전 13:4). 이 말씀은 사람을 두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젊은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아냐 아냐,
잘해주고 표현하고 그리고 어서 어서 받아야
지” “뭘 참아! 날 이렇게 화나게 하는데 뭘 참
으라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
자의 우주를 품은 단 하나의 하나님 자녀이
며, 개성 가득한 우주입니다. 모두가 다르다
보니,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안 맞는 것이 정
상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우리는 미워
하고 헐뜯고 따돌리고 그리고 그에게 분노하

죠. 마음으로 이미 욕하고, 마음으로 때리
고…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존경스러운 순간은 만남의 뒷부
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멀리서 바라봐주고, 혼
자 있을 땐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

라”(고전 13:7)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
운 여건을 두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모든 세계로 확대되면
서 소위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생활에 오
래 쪼들리다보면 돈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은 돈 뿐이 아
니겠지요. 명예, 지식, 환락 등등……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하였습
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뜨겁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가족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 세

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제자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면서 견디셨습니
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
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
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의 값없는 사랑에 힘입고 사랑이 가득한 캠
퍼스생활, 멋진 삶의 하루하루를 사랑과 감
사로 충만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
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 (고전 13:4-7)

▲ 베드로수위권교회 내부 ▲ 갈릴리 호수의 현재 광경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 30

11제890호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김은수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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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UI는 2004년에 태어났다. 학교의 Vision
Statement를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으로 정하고 UI에도 그
의미를 담아냈다. 제법 단순해 보이는 UI에는 ‘미래로 향하는
게이트, JJ(전주대)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수퍼스타로 거
듭나는 형상’을 표현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접했을 UI에
는 전주대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사회에 필요한 지성
을 갖춘 수퍼스타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님과 학교 구성원의
염원을 꾹꾹 눌러 넣었다.

2014년 전주대학교 UI

우리 학교는 ‘수퍼스타’를 학교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 요소
로써 16년째 사용해오고 있다. 우리 학교가 근래에 자주 사용
됐던 ‘수퍼스타’ 네이밍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퍼스타’와 관련된 학교 슬로건과 브랜드를
정착하기 위해 ‘수퍼스타(별)’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집중적
으로 사용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주민과, 학생, 동문, 내
부 구성원들 간에 학교 이미지, ‘수퍼스타’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됐다.
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16년부터

‘수퍼스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브랜딩 작업을 시작했
다. ‘수퍼스타(별)’에 더불어 ‘수퍼스타가 생활하는 모습’, ‘수퍼
스타의 탄생기’를 보여주며 수퍼스타들의 특별하지만 소소한

모습들을 홍보했다. 
이런 과정에서 홍보대사와 SNS서포터즈의 활약이 돋보였

다. 그들은 수퍼스타를 찾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수퍼스타들
의 생생한 모습을 취재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감성으로 SNS
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개해 주고 있다. 

2017 전주대학교 일러스트

2017년 광고 이미지에도 ‘수퍼스타 탄생기’를 담았다. 수퍼
스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의 일러스트로 표현하기 위해
수백 번의 아이디어 회의와 스케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Future Gate(문)’에 집중하여 수퍼스타를 키우는 과정을 풀
어냈고, 위의 이미지 광고가 완성됐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
듯이 꿈을 품고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전주대학교의 4
년간의 과정(Future Gate)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수
퍼스타’가 된다는 의미이다.

2018 전주대학교 일러스트

2018년 일러스트에서는 Blue와 Yellow 2개의 Gate가
등장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Future Gate였다
면, ‘수퍼스타 칼리지(Superstar College)’, 융합전공과정의
신설으로 Blue Future Gate로 기존 전공과 Yellow Fu-
ture Gate로 새로운 융합전공, 2개의 과정(Future Gate)
을 표현했다. 광고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제법
강한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싶었다. 수퍼스타가 될 수 있는 기
회와 가능성이 2배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2015년까지의 메시지가 ‘수퍼스타(별)’이었다면, 2016년부

터 2018년까지는 ‘수퍼스타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수퍼스타가 되는 공간’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
는 전주대학교, 즉 수퍼스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도전하
는 캠퍼스의 모습을 전주대학교의 UI와 뫼비우스 띠를 결합
한 일러스트를 만들었다.
우리 대학 일러스트에 담긴 의미들을 어렵고 장황하게 설명

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우리 학교는 수퍼스타를 키운
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수퍼스타가 될 수 있다.’
사실 ‘수퍼스타’ 하면 되기 어렵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퍼스타’는 우리가 생활하는 어디든지 존재
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 신념을 갖고, 주변 사람, 더 나아가 사
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수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SNS 서포터즈’는 이렇게 우리 주변 곳곳에서 묵묵하게 자

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퍼스타들을 찾아내고 있다. 연
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 중에서 수퍼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선후배 중에서 수
퍼스타를 찾아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서포터즈’
의 역할인 것이다. 

이생주(todwn@jj.ac.kr)

우리 대학 일러스트에 담긴 이야기

학교를 홍보하고, 학교의 이미지를 진심을 다해 알리고 있
는 홍보대사 학우들을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SNS기장(영화방송학과 3) 유소미, SNS 부기장(영화방송

학과 3) 송승주, 모델 기장(관광경영학과 3) 김연진, 모델 기
장(관광경영학과 4) 김현철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유소미 : 우리 대학 SNS를 보고 서포터즈 활동이 재미있어

보여서 지원했습니다.
송승주 : 학교생활을 더욱 알차고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찾

아보던 중 전주대의 이미지가 되는 홍보대사 활동이 흥미로
워서 지원했습니다.
김연진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창시절 활동 중 기억에 남

을 만한 의미 있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쁜 단복을 입어보고 싶었고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전주대학
교를 사랑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철 : 2017년 11월쯤 학교 홍보대사 모집포스터 속 멋

진 모델분들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
어 지원했습니다.
Q. 홍보대사가 하는 일은?
1월에는 홍보물 제작 용역 입찰, 2월에서 5월에는 연간

홍보 계획 전략 수립 및 제작(광고, 영상, 출판물, 기념품 등)
을 합니다. 5월에서 8월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

집 관련 홍보를 콘텐츠인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준비
합니다. 온라인 홍보로 대학홈페이지 뉴스란 개편, 학과 홈
페이지 활성화, 포털사이트 Q&A 관리와 오프라인으로는
학생회 대외 활동 지원, 홍보대사 이벤트, 단과대 대외활동.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서 11월에는 정시
모집 및 대학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
니다. 12월에서 2월에는 대학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통해
정시 합격생 및 예비신입생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할 계
획입니다.
Q. 활동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나 일이 있다면?
유소미 : 다른 학과 학우들과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는 계

기가 있어 좋습니다.
송승주 : 전주대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나들이 오

는 모습을 보았을 때 뿌듯하고 우리 학교라는 점에 더욱 애
정이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이곳저곳 계절마다 예쁜 곳
들을 보면 순간순간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김연진 :첫 단복을 받았을 때가 저는 가장 잊지 못하는 순

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빛의 예쁜 단복을 처
음 마주했을 때 저는 전주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이 생
기고 저의 행동과 마인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김현철 : 홍보대사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이 활

동하면서 가족처럼 친해졌을 때 그리고 행사 진행 후에 맛

있는 식사를 같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Q. 나에게 홍보대사란?
유소미 :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송승주 :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
루 도움이 되고 관심이 가게 되어서 알찬 하루입니다.
김연진 :항상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김현철 : 대학생활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연한 경우

로 홍보대사를 신청하고  홍보대사가 되었지만 홍보대사를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먼저
알고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 줄 수도 있었고 나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을 통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홍보대사

▶ 열정을 가진 홍보대사 활동하는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
면서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간다면 홍보대사에 지원하여 활동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홍보대
사 학우 모두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보람차게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기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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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우거진 5월의 우리 대학 캠퍼스는
푸르름으로 인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아
름다운 캠퍼스를 걷고 있는 이들의 손에는
언제부터인지 각종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이
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이 들려있다. 마치 일
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걷는 것이 대학
캠퍼스의 문화가 된 듯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

된 문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제
도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그 동안 수입하던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격적으로 금지시키면서 촉발된 ‘재
활용 쓰레기 대란’은 겉으로는 마무리되었지
만 그 내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플라
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간 30%나 증가했다. 정
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과다포장 관행과
일회용품 과다사용 문화가 규제완화와 겹치
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
스와 영국은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 썩
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
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퇴출시킨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와 일회용 컵 사용규제 등의 규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더하여 재활용 쓰레기 발생

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규제수준을 대폭 높이고 재활용 쓰
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여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차원에서도 플라
스틱과 비닐 등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위한 사회운동도 필요할 것이
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구성원들이 어깨에

는 에코백(eco bag)을 메고 손에는 텀블러
(tumbler)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그려본다.
물건을 살 때는 비닐봉투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고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 컵 대신
에 텀블러를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대학의 문
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
경을 지키기 위한 사회문화일 것이다. 나의
작은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사회의 변화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할 때이다.

에코백(eco bag)과

텀블러(tumbler)

이른 더위

교수칼럼

며칠 사이에 초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와 더불어 더

위가 함께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5월 중순인데 벌써 30도를 웃도는
날씨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
부터 걱정스럽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
어들지는 않았지만 때 이른 더위로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1994년 6월 가장 뜨거웠던 여름 날 태

어났다. 현재처럼 에어컨 보급이 이뤄지
지 않았던 94년도 폭염으로만 3,384
명이 사망한 최악의 여름이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 언

제일까? 
미국 NASA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18년이 1880년부터 지구 기상 관
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4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3번
째는 2016, 2015, 2017년 순 이였
다. 최근 5년 사이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얘기다. 지구가 뜨거워진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메탄가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리스 산불 등이 꼽
혔다.  
지난 달 29일부터 4일까지 유엔 산한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 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총회’를 열
고 800만 종의 동식물 중 100만 종 이
상이 멸종위기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를 공개했다. 인간의 환경파괴로 생태계
에 급격한 변화로 전 세계 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온, 높아지는 해수면 등으로 더위가 지
속되면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이
후 나서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
두가 이미 알고 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페
를 간다면 종이컵, 페트병 사용 자제를
줄이고, 머그컵을 사용하거나 음료를 가
지고 갈 경우에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는 제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보존
해야한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 우린 똑같은 행성, 이 지구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 책임이며,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함께
해결한 문제이다. 

기자칼럼

순(舜) 임금의 선택

일상은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
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
을 해야 한다. ‘오 분만 더 누워 있을 것
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인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닦고 아침을 먹
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아침을 먹고 이를
닦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선
택에서 선택으로 이어지는 점(點)의 연결
이다.
어찌 보면 그다지 의미 없고 서로 단절

된 것으로 보이는 선택과 결정은 어느 순
간 얽히고 설킨 채 연결되고 융합되어 우
리의 삶과 인생을 직조(織造)한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내 삶의 지향을 가리키
는 나침판이다. 
『맹자』에는 도응과 맹자의 짧은 대화가
실려 있다. 이 대화를 읽다보면 문득 중
차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나의 결단은 과연 어
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화는 이렇다.
제자 도응이 맹자에게 물었다. “순 임금

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고, 그의 신하
고요는 형벌을 주관하는 관리입니다. 한
데 순 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살인을 했다
면, 고요는 그를 어떻게 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법대로 잡

아들일 것이다.”
도응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

은 고요가 자기 아버지를 법에 따라 잡아
들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맹자는 대답하였다. “순 임금이 어찌 그

일을 못하게 하겠느냐. 고요는 순 임금에
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도응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

은 어떻게 할까요?” 
맹자는 대답하였다. “순 임금은 천하의
임금 자리조차 마치 다 떨어진 짚신짝 버
리듯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남 몰래 아버
지를 들쳐 업고 도망가 궁벽한 바닷가에
묻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며 천
하의 임금 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이다.”
이 대화에는 ‘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을 때 법을 관장하는 관리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임금은 자신의
아버지를 법에 따라 처벌하려는 신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은 살인한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어려운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임
금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법
을 수호하고 형벌을 관장하는 자신의 신
하에게 압력과 회유를 가할 수 있을 것이

다. 혹은 이와 반대로, 나는 천하의 임금
이니 내 아버지의 범법 행위 역시 법대로
처리할 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적 관계, 즉 개인적 유대와 사적 이익
에 기반한 행위라면, 후자는 임금으로서
의 공의(公義)와 공적 임무에 충실한 행
위일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전자는 흔히 효(孝)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후자는 불효(不孝)라
고 비판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상
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전자라기보다
는 후자일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자식과
아버지 간의 정감에 기초한 윤리적 가치
가 냉정하게 배제된다는 점에서, 전자는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적 정감적 요
소들이 개입된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점
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우리는 다른 한편의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순
임금이 처한 딜레마다.
순 임금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순 임금은 공
적 질서와 사적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양자를 원만하게 충족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적 정감과
효의 윤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임금으로
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의와 정의를 해치
지 않는 그의 선택은, 결국 임금 자리를
내던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
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 부모를
모시며 사는 자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다. 그래서 순 임금은 천하의 임금 자
리 조차도 훌훌 벗어던져 버리는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순의 선택이고 그의
인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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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I make a difference? How do I
use what God has given me? That’s the
question Jesus addresses for His dis-
ciples in Mark 10. They wanted to be
important and valuable but they mis-
understood what that meant. They felt
that making a difference/ being valu-
able to Christ was all about Who they
were. If only they could be important.
If only they could have a position of
power. If only they could be specially,
talented, then they could be useful to

God. Jesus taught them: It’s not about
who we are, but what we do with who
we are. Being His servant is more im-
portant than being a superstar. And
so, when Jesus chose His disciples -
they were not the best of the best.
They were simply men He knew could
be used to establish His kingdom. The
problem for them was they didn’t think
Jesus would want them as simple
fishermen and laborers. They thought
He would want men in positions of
power and prominence.                                  
George W. Truett, a well-known pas-

tor, was invited to dinner in the home
of a very wealthy man in Texas. After
the meal, the host led him to a place
where they could get a good view of
the surrounding area. Pointing to the
oil wells across the landscape, he
boasted, “Twenty-five years ago I had
nothing. Now, as far you can see, it’s
all mine.” Looking in the opposite di-
rection at his sprawling fields of grain,
he said, “That’s all mine.” Turning east
toward huge herds of cattle, he
bragged, “They’re all mine.” Then,
pointing to the west and a beautiful

forest, he exclaimed, “That too is all
mine.” The man paused, expecting Dr.
Truett to compliment him on his great
success. Truett, however, placing one
hand on the man’s shoulder and point-
ing heavenward with the other, simply
asked, “How much do you have in-
vested in that direction?” The man
hung his head and confessed, “I never
thought of that.” 
What type of people does Jesus want?

He wants, people who will be there for
Him. Jesus shows that greatness
comes from serving others out of de-
votion, as a result of obedience to God.
Let me illustrate this for you. There is
a very wealthy man, who has in his
employ a servant. The man is generous
as well as wealthy, and treats his ser-
vant very well. They have a deep re-
lationship built over many years. One
summer, the man has several nieces

and nephews come to stay at his es-
tate. As he will be gone for some time,
he instructs the servant to take care
of his relatives. And so, the servant
does. Even when the relatives behave
poorly, he takes good care of them.
They showed no respect for the man’s
home and they treated the servant
rudely, making so many unreasonable
requests. Instead of quitting, or telling
them to leave, the servant quietly ful-
fills his master’s request and takes
good care of his relatives. Why? Be-
cause of his devotion to his master. He
is so devoted to his master, that he will
do whatever he asks, no matter how
difficult or even painful. I tell you this
story for a reason, because Jesus calls
us to serve others in obedience to Him
just as He served His father in obedi-
ence. God wants people that are there
to be used by Him and for Him.

Making a Difference JJU
(Mark 10:35-45)

I interviewed a Japanese student to
find out what the Japanese people
think of the cultural and social char-
acteristics of their neighboring coun-
try: Korea. His name is Ryoma Shinya.

Q. What did you think of Koreans
when you were in Japan? Has your
opinion changed since you came to
Korea?
A. I thought that all Koreans had a

sense of comradeship, but I found out
that not all Koreans have a sense of
comradeship. It depends on the per-
son.

Q. What kind of cultural differences
did you feel between Korea and Japan?
A. I felt cultural differences in various

ways, for examples, eating and living.
Just to name a few, in Japan, food
comes in smaller side dishes and you
have to pay more to eat more. But it’s
different in Korea. Also, there are few
stores in Japan where they accept
credit card payments. People usually
pay in cash in Japan, but people use
cards a lot in Korea.

Q. Is there anything Koreans should
be careful about when they talk to
Japanese people?
A. I think it’s better not to worry

about too much. However, there may
be an obvious moment where our un-
derstanding doesn’t match because we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For example, when a Korean and a
Japanese have different opinions in a
meeting, the Japanese guy will usually

be surprised if the Korean guy speaks
loudly to make his point. In such a sit-
uation, the Japanese lower their voices
and express their opinions in a eu-
phemistic way, thinking that a strong
tone would hurt the other’s heart. An-
other example, humility is considered
a virtue in Japan and they try not to
show off themselves. If you boast
about yourself, they might think you
are not virtuous.

Q.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Korean college student and a Japanese
college student?
A.While Korean students get together

most of the times in their department,
Japanese students usually don’t have
a chance to make a team as a depart-
ment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students in one department.

Q. While you are staying in Korea,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ings
that Japan should learn about Korea
and vice versa?
A.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Japan

learns about the Korean sense of com-
radeship and Korea learns about
Japan’s culture of consideration.

Q.What do you think are the common
social problems of Korea and Japan?
A. Both Korea and Japan are cur-

rently experiencing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Japan is increasing welfare benefits
such as reducing the burden of child-
birth.

Korea and Japan: 
How to Get Nearer

By Scott Radford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
tival, JIFF, continues to deliver
high-quality films in the hometown
setting of Jeonju. But don’t be
fooled by the small city location!
JIFF is a highly attended event and
it can leave a first-time visitor
feeling underprepared. Here are my
best tips for enjoying the film fes-
tival.
First, be prepared to buy tickets

quickly. Before tickets go
on sale online, you
should research and
make a list of the
films you want
to see. I recom-
mend search-
ing online for
reviews, look-
ing up films
with directors
or actors you
enjoy, or
reading a syn-
opsis on the
JIFF website in
order to choose
your favorite films.
The JIFF website also
states the language the film
will be shown in and the subtitles.
Nearly all films will have English
subtitles if the primary language is
not in English. 
After you’ve chosen your films,

check showing times. Some films
will have Guest Visits where you
can listen to a Q&A session with
the filmmakers and/or actors.
Some showings will even include
hour long film classes. There is
usually English translation avail-
able for Korean-language films,
but usually English translation is
not available for other foreign lan-
guage films.
Unfortunately, even with prepa-

ration, most tickets sell out within
minutes online, especially for the
opening weekend. But don’t worry!
You can still see a movie! The fes-
tival sets aside 10% of all seats to
be sold the day of the showing. I
recommend showing up an hour or
two before the box office opens to
ensure you get to see your favorite

films. Jeonju residents also get dis-
counts at the film festival! Check
the website for the most updated
information, and be sure to show
your Jeonju ID when you purchase
tickets at the box office. On top of
that, it’s best to have a list of back-
ups: there’s a good chance that as
you approach the front of the line
a JIFF volunteer with a bright yel-
low jacket will be plastering red

“Sold Out” stickers all over
the giant film schedule

sitting near the box
office.

Despite being a
film festival,
JIFF offers
plenty to do
besides in-
dulging in
cinema! On
Cine Street in
the Gaeksa
area, you can

see a variety of
busking per-

formances from
local Korean rock

bands to traditional Ko-
rean performances, you can

take photos with the different JIFF
photo booths or JIFF cubes that
come many sizes, or enjoy the var-
ious street fairs selling all sorts of
souvenirs. Walking around the
crowded street with friends is a
great way to pass the time during
the festival. Depending on the year,
you may also be able to see art ex-
hibits in the area, including a col-
lection of 100 film posters from the
event. Keep in mind that the first
weekend of the festival is the
busiest, so make sure you buy any
merchandise quickly, or else it will
sell out!
JIFF has been delivering cutting

edge films from the Korean inde-
pendent cinema field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will hopefully do
so for decades to come. I highly
recommend you visit JIFF to see
the other side of Jeonju: the con-
temporary issues, the artistic films,
and the crowded streets.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y Kim Jieun, Reporter By Valerie Merrick and Christian 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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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ành động có ý nghĩa của các nhà tài trợ
dành cho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ác bạn có biết các nhà tài trợ học sinh
Quốc tế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hưa?

Nhà tài trợ là? Tập hợp những nhà kinh
doanh buôn bán hoặc những người tài trợ
tiền ở gầ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ọ là
những người m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rất

cảm ơn vì đã cùng trường
học giups đỡ cho học sinh
Việt Nam và bằng tình yêu
thương giúp đỡ đó phát
triển lớn hơn.

Vì những học sinh đang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gần 100 cửa
hàng ở các nơi gần trường
học đại học Jeonju thông
qua CMS(Cash Manage-
ment Service) để hỗ trợ
cho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o mỗi tháng.
Những cửa hàng này goị là
nhà hỗ trợ.

Hành động này tuy là số
tiền rất nhỏ so với cuộc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của du học sinh thế nhưng bằng với tình
yêu thương của các cửa hàng này thì cũng
sẽ giúp đỡ được phần nào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gần 100 cửa hàng này mỗi tháng
sẽ chi viện cho chúng ta từ 30.000 won ~
100.000 won. Hơn nữa tiền hỗ trợ mỗi
tháng này sẽ tích lại để trao học bổng cho

học sinh được nhà trường
giới thiệu nhận học bổng
vào vào mỗi kỳ học.

Gần đây ‘자전거 아울렛’
nơi bán xe đạp gần trường
học và ‘휴대폰 폰팜 ’ cửa
hàng bán điện thoại đã là
nhà tài trợ trường kỳ giúp
đỡ các bạn học sinh và có
rất rất nhiều cửa hàng
cũng đang giúp đỡ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Thầy viện trưởng viện
Quốc tế trao đổi Ryu In-
pyeong nói rằng “nhà
trường đang cung cấp cho
các bạn học sinh hoàn
cảnh có thể tập trung để
học tập và học sinh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tình cảm ở Hàn Quốc” và
“Sẽ nỗ lực để các bạn học sinh nhận
hưởng được nhiều ưu đãi đến từ các nhà
tài trợ” 

Các bạn học sinh của chúng ta hãy thử kỳ
vọng vào sự tài trợ của các nhà tài trợ dành

cho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ơi mà đang
tiến hành các chủ đề hành động mang tính
chất có giá trị ý nghĩa nhất trên thế gian này
nhé.

Viết bài Hoàng Sơn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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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훈련일 대학(학과)

6. 24. (월) 공과대학(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
학과,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6. 25. (화) 전체 학과(동원보충대대훈련 대상자)-별도 통지(병무청 소집통지)

6. 26. (수) 공과대학(소방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산업
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6. 27. (목) 공과대학(정보통신공학과), 문화융합대학 전체

7. 1. (월) 경영대학 전체(부동산학과 제외)

7. 2. (화) 경영대학(부동산학과), 의과학대학 전체, 대학원 전체

7. 3. (수) 사범대학 전체, 사회과학대학 전체

7. 4. (목) 인문대학 전체, 문화관광대학 전체

2019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기본훈련을 예비군 1~6년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훈련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 련 일 정 ■ 훈 련 개 요
대상 : 본교 직장예비군연대 소속이며, 예비군 1~6년차 (제외: 훈련 보류자)
장소(날짜별 장소 확인 필수) 

- 6. 24.(월) / 6. 25.(수)~6. 27.(목) / 7. 1.(월)~7. 4.(목): 김제 예비군훈련장
- 6. 25.(화): 완주 예비군훈련장

훈련 시간 : 1일 8시간(9:00-18:00) / 이월보충 훈련자는 별도 시간 확인
훈련장 이동 방법: 학교 전세버스 이용 또는 개인별 훈련장 입소
※ 학교 출발(스쿨버스 정류장): 김제 예비군훈련장 8:20 / 완주 예비군훈련장 7:30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반드시 휴대할 것)
복  장 : 부착물을 완전히 부착한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착용

■ 주 의 사 항
훈련당일 8:50분까지 훈련부대로 입소하여야 함(9:00 이후 입소 불가)
복장 불량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음
훈련 당일 휴대폰 등 훈련과 관계없는 물품 소지 금지(회수 조치)
훈련통지서 배부: 개인별 이메일 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필히 훈련일정 확인 요함)
훈련일정 조정은 훈련개시 14일전(6월 10일)까지만 가능함
훈련연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예비군연대(220-23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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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기간: 2019. 5. 15.(수) 9시 ~ 6. 13.(목) 18시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9. 5. 15.(수) 9시 ~ 6. 18.(화) 18시

(※ 가구원 동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부, 모 모두 실시. 기혼자는 배우자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를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동의 절차 필요 없음)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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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 URL 

ㅇ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ㅇ IOS: https://itunes.apple.com/app/id1400580506 

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019년 신편입생, 재입학 학생은 2학기부터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하세요)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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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