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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사회봉사센터와 국제교류원은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학생과 외국유학생
을 연계하여 국제학생 멘토링 사업을 진행했다.
유학생 연계 봉사활동은 「대학 생활 정착 지원
멘토링」과 「한국어 학습지도 멘토링」의 2가지 유
형으로  유학생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박사과정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
으로 기획되었다. 멘토는 내국인 학부생, 멘티
는 대학원 신입학 국제학생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2일(평일), 1일 2시간씩 총 4시간 만남을

가지며, 멘토에게는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이 부
여된다. 멘티에게는 활동 매뉴얼(워크북)을 기준
으로 주별 과제가 부여된다. 멘티는 멘토의 도
움을 받아 8주 총 32시간 동안 주제별 미션(수
행과제)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학교생활, 학
사정보 등의 정보를 터득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멘토 박고은(호

텔경영학과 1)은 “나의 작은 지식이 멘티 언니
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서 좋았다. 다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아
니라, 통역에 의지해야 해서 그게 아쉬웠다”라
며 소감을 밝혔다.
박고은 학우의 중국인 멘티 유성(대학원 교육

학과)은 “이 프로그램과 멘토 덕분에 한국어를
활용할 많은 기회를 얻었다. 매주 2번, 매번 2
시간씩 완전히 한국어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
하기와 듣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며 한국
어 능력 향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의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멘토
링 책자가 멘티에게도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멘토 김정훈(외식산업학과 4)은 “대학

원생으로 나이가 있는 분과 함께 하여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다. 그러나 소통이 어려워 힘들
었다.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워할 수 없었던 게 아쉽다”라며 소감을 밝
혔다.
그의 중국인 멘티 이약민(대학원 한중고전문

화학과)은 “주변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기 때문
에 중국인끼리만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전주대

학교나 전주시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었다. 멘
토와 함께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를 배웠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기뻤다”라고 말
했다. 이어 “이 활동은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 또 한국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다른 사람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1965년 5월 15일 창간

국제학생 멘토링 “함께하면 더 좋은 우리”

이번 학기 신·편입생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
키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신·
편입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그 취지이다. 학생지원실에서 각 학과의 멘토
를 추천받아 한 학기 동안 운영한다. 2월 13일
멘토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3차 활동보고서가 6
월 3일 마감되며 1학기 프로그램이 끝났다.
올해 처음 시행한 만큼 미흡한 점이 있었다.

멘토링 진행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멘토 활동에 막막함을 토
로하는 학우들이 상당수였다.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 학우는 “첫 만남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줘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다”며 “어
떤 내용을 전달해 줘야 하는 지 주차 별 주제 목
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학우
는 “장학금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
고, 모임 비용 부담이 크다. 멘토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멘티도 있었
다”며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또
한 모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홍보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기계자동차공학과 3학년 백

학우는 “조교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학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중에 알고 학생지원실에 전화했을 땐 이미 지원
을 마감한 상태”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대
해 학생지원실 황지민 멘토링담당자는 “4월에
각 학과의 멘토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
어보았으나 학과마다 사정이 다 달라 전 학과
멘토를 만나진 못했다. 간담회에서 받았던 불만
사항, 멘티의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회의를
통해 2학기는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6월 3일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
시했다. 황 담당자는 “멘티는 비자발적 참여자

이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
에 학교에 쉽게 적응했고 정보도 많이 얻었다는
반응을 볼 때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된 것 같아 기
쁘다”고 전했다. 멘티로 참여한 강 학우는 “학교
에 와서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선배가 있어서 좋
았다. 정보도 쉽게 얻고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
어볼 수 있었고, 특히나 전공시험 팁을 줄 때 도
움이 많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우리대학 1학년 전교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설된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피드백
을 받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혜린 기자(lhr8144@jj.ac.kr)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홍보, 사전교육 부실했으나 만족도 높아

불만사항 반영해 2학기 개선예정

사회봉사센터 유학생 연계 봉사

신입생 적응 위한 ‘멘토링’ 효과분석
▲ 6월 5일 열린 패션학과 패션쇼 (사진 : 김은지)



2019년 창업꿈나무 ‘아이디어 마라톤 대회’ 성료

지난 5월 22일부터 4일간 남원 스위트호텔
에서 진행된 ‘2019년 창업꿈나무 아이디어톤’
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마라톤을

더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라톤을 상징하는 거
리 42.195km를 시간 개념으로 바꾸어 42시
간 이내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대회다. 
고교·대학의 54개 창업동아리, 총 154명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36
개 동아리, 95명의 참가자가 ‘아이디어톤’에 참
가하여 아이디어를 겨뤘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창업 아이디어들이 제시

된 가운데,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20개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20개의 동아리는 12월 31일까지 시제
품 제작비 300만원과 창업 멘토링 진행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제품 시장조사 기
회와 우수 동아리 3팀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도내 청년 창업가

를 발굴하고 청년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선발된 동아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새로운 도내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
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미래의 스타 창업가를 육성

하기 위해서 창업꿈나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대는 2018년부터 2년 연속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허승(hur0874@jj.ac.kr)

작업치료학과 김은주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우리 대
학 온누리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는 초기
학회장 정민예 교수(연세대 작업치료학과)의
축사와 현 학회장 김은주 교수의 기념사로
문을 열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대한보조
공학기술학회를 돌아보는 기념 영상으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후에는 '인도주의적 재

활치료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이라는 주제 강
연이 진행됐다. 평화통일시대 보조공학 패
러다임에 대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작업치
료, 물리치료 등 재활 관련 현황을 소개했
다. 북한에 신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우리
나라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
다. 
계속된 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의 작업치료사의 역할’, ‘작업치료사의 ICT

적용과 역할: scoping review’과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향상을 위한 몰입형 가상
현실 중재효과’를 주제로 학술발표가 진행됐
다. 각 강연을 통해 현 시대 대한보조공학기
술학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시간
이었다. 
김은주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
워드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 초지능
과 같은 기술은 작업치료사의 중재영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융합
이 가능한 학문이다”며 “작업치료 임상지식

을 기본으로 컴퓨터공학, 산업디자인 등 다
영역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학생
들이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는 대한작업치

료사협회 협력학회로 보조공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공학 자격증 과정(재활보조기기실무사)
을 통해 보조공학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
하고 있는 학회이다.

장완호(crewano@gmail.com)

신용호 교수 정년기념 고별강의
지난 6월 10일 평화관에서 신용호 교수(법

학과)의 정년기념 고별강의가 있었다. 1993
년부터 26년간 우리대학 법학과에 재직한
신용호 교수는 금년 8월에 정년을 맞이하여
"국제법상 국내외 재산·부채의 국가승계“를

주제로 고별강의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법학과 재학생과 여러 대학구성원들이 참석
하여 정년을 맞이하는 신용호 교수와의 석별
의 정을 나누었다.

송은자(ysres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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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친구’ 곽경택 스타감독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산학협력 커플링사업단은 지난 5월
29일 곽경택 감독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했
다. 
온누리홀에서 진행된 특강은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업계의 비전과 현장의 생
생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전과
현장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곽경택 감독은 ‘한국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과
미래, 자신의 영화 제작 스토리를 교육했다. 영
화 ‘암수살인’, ‘극비수사’, ‘친구’ 등 다수의 히트
작을 제작한 곽 감독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웠다. 
곽 감독은 “한국 영화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

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 한국 영화 산업의
장래는 밝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
이 열정적으로 영화 제작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
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
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임단장 송광인 교수(관광경영학과)는 “학생

들의 구체적인 취업 목표와 비전 설계를 위해서
실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 특강 등
인성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라며, “커플링 사
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회와 기업에 꼭 필요
한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9년 전라북도 대학 산학

관 커플링 사업에서 총 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
으며, 사회·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구인, 구
직 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 취업률
향상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있다.

이대신(bigtrust@jj.ac.kr)

‘한국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영어영문학회 봄 학술대회 성료
지난 6월 1일(토) 대한영어영문학회(회장

김미나, 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교수)와 전
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 주최
한 학술대회가 진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시대의 언어와 인간 읽기’라
는 주제로 60여명의 영어영문학 연구자들
이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
의 장을 펼쳤다. 

한편, 대한영어영문학회는 1969년 한국
영어영문학회 전부지부로 창립하여 1997년
지금의 대한영어영문학회로 개칭하고 전국
규모의 학회로 도약하여,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영어영문학연구>를 연 4회 발
행하고 있다.

송은자(ysrest@jj.ac.kr)

우수 창업동아리 20개 선발 
스타창업가 육성 지원

학회장 김은주 교수 “전공생, 다영역 전문가와 소통해야”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성황리 열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 벽화

지난 6월 2일 주말 낮 기온은 28도였다. 뙤
약볕에 주말까지 반납한 중앙동아리연합회(회
장 김성호)가 이번에는 사회봉사에 나섰다. 학
생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사회공헌’에 앞장
선 것이다. 중앙동아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
북본부와 함께 팔복동에서 벽화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 벽화 그림은 교통안전에 대한 경
각심을 일깨워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성호(건축학과 4) 중동회장은 이번 봉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 벽화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우리 중
앙동아리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벽화 봉사에 회원 모두 경
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봉사를 진행하게 됐
다고 취지를 말했다. “링크사업단에서 일부 도
움을 받아 진행한 봉사라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
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명지(물류무역 3)는 “주말인데도 임원진들

이 모두 나와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서 단합도
되고 소소한 추억도 만들게 되어 재미있었다”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주 외에 전북권 교

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학에도 중앙동아리에서는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 50명이 6월 24일부터 28
일까지 무주에서 봉사를 진행한다. 

한편 중앙동아리에서는 1학기를 마감하면서
동아리별로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를 뽑았다. 우
수동아리는 종교분과에서 DFC, 네비게이토, 취
미체육분과에서는 유도동아리 전유회, 자전거
동아리 Chain,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연극동아
리 ‘볏단’이 우수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은자(ysrest@jj.ac.kr)
취재협조: 교육방송국

중앙동아리연합회, 벽화 봉사 나서

3제891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함께 하시는 학우 여러분 모두에게 한 조각
추억을 남겨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행사를 마치는 것
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농촌봉사활동과 국토대
장정을 준비하는 김현수 임팩트 총학생회장의
포부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전체농촌봉

사활동 ‘농촌마을 토토로’가 진행된다. 서류심사
와 면접을 통해 170명의 학생이 선발됐고, 14
일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다. 이번 농촌봉사
활동은 고창, 군산, 남원, 정읍, 순창 총 5개 지

역에 있는 여섯 개의 마을로 떠난다. 농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봉사학점 1학점과 봉사시
간 32시간이 부여된다.
농촌봉사활동 이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주대학교 제9기 국토대장정 ‘탐라는 제주, 너
도 올레?’가 진행된다. 이번 국토대장정 장소는
제주도로 결정됐다. 12일 서류심사를 합격한 학
우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다. 최종 합격한
50명의 인원이 국토대장정에 참여한다. 참가혜
택으로는 국토대장정 완주증과 CP점수가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학기 중 마지막 행사인 기말

고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재학생, 신입생 학우 여러분 새 학기 적응하느
라 정신없으셨을 텐데 어느덧 6월입니다. 지금
까지 별 탈 없이 학교생활 하신 것처럼 1학기
큰 사건, 사고 없이 마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
습니다. 임팩트 총학생회는 각종 기말고사 이벤
트로 학우 여러분과 종강을 함께 하겠습니다”라
며 1학기 마치는 소감을 전했다.

김예은 기자(rladp463@jj.ac.kr)

학우들의 뜨거운 여름방학에 IMPACT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농촌봉사활동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국토대장정

주차질서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이게 무슨일이야?

학생회관에
불이 났나봐 어머 세상에

여러분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요!

어?누가 길 한가운데에 
주차를 해놨어?
차를 밀어야하나

멈춰요!
제가 차 주인데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차 주인입니까?
여기에 주차하면 불법이에요!

거참, 바쁘면 잠깐 주정차 좀
할 수 있는거죠!

옆에 주차장이 떡 하니 있는데
왜 노상주차를 합니까! 당신같은
운전자들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구요!

윽...죄송합니다
얼른 다른곳에 주차할게요

내 동생은 죽었다. 63,084명에게 성폭력
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
단서에는 자살이라고 쓰여 있지만, 나는 그 애
가 명백히 살해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생이 죽기 다섯 달 전, 동생은 방에 틀어

박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걱정에 이것저것
캐묻는 나와 부모님 앞에서, 동생은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을 정도로 울고 나서 간신히 한
마디를 토해냈다.
“내 몰카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녀.”
그 날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지옥 같은 삶

을 살았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매일 가 소리
를 지르셨고 어머니와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토하고 쓰러지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상담사도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대인기피증이 생긴 동생의 곁에서 유일한 보
호자가 되어 주었다.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
고 졸업이 코앞이었던 동생의 학교생활을 정
리하고, 인터넷에서 동생의 영상이 더 퍼지지
는 않는지 매일 검색하며 수 백 개의 사이트
를 돌아다녔다. 우리는 동생에게 다 잊으라고,
힘들어도 다 잊고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고 연
거푸 말했다.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댓글들과 게시물들을 나 또

한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꿈에서까지
우리를 괴롭혔다. ‘맛있겠다’, ‘걸레같다’, ‘내가
아는 누구랑 닮았다’, ‘국산은 리얼해서 좋다’,
‘가슴이 작다’.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이 내 동
생의 온몸을 도륙내 잘게 썬 고깃덩이로 만들
어 바닥을 뒹굴게 했다. 내 동생은 사람이다.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고 걸레도 아니다. 이름
도 나이도 모르는 남성들의 포르노가 아니다.
동생은 인간이다. 사람으로 살길 바라다 끝내
자살한 내 동생은 사람이었다.
모텔녀가 국산녀가 김치녀가 B컵녀가 신음
녀가 아니다.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은 김지연으로 살고 있

을 뿐이었는데, 왜 죽어서도 그들의 ‘00녀’가
되어 편히 죽지도 못한 채로 인터넷에서 살아
있는지.
나는 동생이 죽어서도 그 애를 제대로 추모

하지 못했다. 나는 지연이가 지연이인 것을 숨
겨야만 했다. 인터넷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그 영상을 다 지우지 못해서, 지연이의 SNS
를 모두 지우고 메신저를 탈퇴하고 영원히 우
리 가족 가슴 속에 묻어 두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수많은 지연이를 본다.
싸구려 뉴스 사이트의 배너에서, 커뮤니티 사
이트에서, 웹하드에서, 구글에서, 세계의 수많
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얼굴 다른 이름의 지
연이를 본다. 내가, 내 친구가, 혹은 뉴스에 나
오는 연예인 단톡방의 피해자가 또 다른 지연
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리고 또 상상한다. 내 옆의 동료, 아침에 간 편
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나의 친척이 지연이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겠지.
나는 오늘도, 왜 지연이와 우리 가족이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는지, 왜 아직도 지연이를 인
터넷에서 완전히 지울 수 없는지를 곱씹다가
어둠 속에서 깊은 불안을 덮고 눈을 감는다.

제11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최우수 당선작

박연아 (영어교육과 2)

[소설]   당신이 죽인, 김지연을 추모하며
(원제: 김지연)

제11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가 진행되었
다. 이번 주제는 ‘몰카’와 ‘미세먼지’, ‘교우관계’,
‘산불’이었다. 이 네 가지 주제로 경진대회에 참
여한 학생은 예년과 다르게 모두 179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수상자는 최우
수상 박연아(영어교육 2), 우수상 정하은(사회
복지 1), 심재민(컴퓨터공학 2), 장려상은 김차
영(회계세무학과 2), 유시은(회계세무학과 2),
김병철(국어교육 3)이다.

심·사·후·기
올해 시행된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에는

179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작년과 비교했
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제출된 원
고 또한 시, 시조, 수필,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일기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풋풋한 야심
작들이었다. 
심사는 예선과 본선, 2차례에 걸쳐 진행되

었다. 예선 심사에서는 글쓴이가 선택한 주제
에 대해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지를 살폈다. 즉 주제와 관련된 정보 습득력,
정보 활용력, 정보 표현력 등을 중요하게 검
토한 것이다. 
정보 습득력은 자료가 얼마나 다양한지와 함

께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위주로 판단했고,
정보 활용력은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 얼마
나 설득력이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했다. 정보
표현력은 문체와 장르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
는가에 따라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6명의 본선 진

출자는 2차 면대면 구술 심사에 임했다. 구술
심사에서는 장르, 문체, 분량, 시점과 관련하
여 왜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지, 왜 그런 방식
으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다. 즉 이
대회가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인 만큼 어떤
점을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질문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매겨
진 예선 점수와 본선 점수를 합해 최종 선발
작품이 확정되었다.    

기초융합교육원 장미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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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발견한 창업

- 창업 동기
정호연 교수님과 전공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 교수님께서 태

양광 패널 청소도구를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주
셔서 창업 동아리를 신청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 창업 전/후에 따른 창업에 대한 생각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창업 관련 강의를 듣기

도 하고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며 자본금 등 여러 지원을
해 주는 창업 동아리를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기회를 잡
아 창업 동아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막막했
어요. 동아리 활동을 해 보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창업이라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거쳐야 하
는 과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
말 대단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 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규모 태양광 패널
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값싼 청소도구를 만드는 것이 목
표였는데 이미 시중에 많은 청소도구가 출시되어 있었어요. 출
시된 청소도구들과 차별화를 두고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생각
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 창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인 상태고 창업 활동을 오래 한 건 아니

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아
이템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
아요.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포기하지 말고 확실히 준비해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창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재적인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자본금을 가진 사람만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례일 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고, 일
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일상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와 교내 창업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업
의 벽을 허물어 봅시다.

- 창업 동기
자취하던 시절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면역력 감소로 몸

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항상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 싶어 병원에 갔더니 곰팡이, 습기로 인한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두드러기 때문에 처음으로 피부질환을 겪는 사람
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고, 생각이 아닌 몸으로 느끼고 나니 이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 창업 도전 전/후에 따른 창업에 대한 생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 시작했는데 학생인
저에게 제작비는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학생 창업의 시작은
사업비를 지원받고, 제품이 제작된 후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판매 단계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만나야 하는 사람
들까지 준비할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창업캠프는
큰 도움이 됐어요. 창업캠프로 아이템의 부족한 부분을 들을
수 있고, 창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 볼 수 있었어요. 문제
는 듣는 것과 실전에서 해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 창업동아리 진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
팀원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같은 학생이지만 학년과

전공도 다르고, 각자 생각들이 많이 다르니까요. 각자의 삶에
서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니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른 팀원을 구하고 나서도 팀과 화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
기 때문에 팀원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 또한 힘들었어요.

- 창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
‘빠른 결정과 최선의 선택’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 고민하거나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꼭 많은 경험을 해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요. 다양
한 사람들과 조금 더 큰 곳에서 얻게 되는 정보·경험은 본인
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세요. 만약 어느 순간 실패가 두려워지게 된다면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 창업 동기
전공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창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

각으로 시작했어요. 매 연주회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스
터, 팜플렛을 인쇄해 홍보하는 과정을 거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 창업 전/후에 따른 창업에 대한 생각
사실 막막했습니다. 창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과이기도 했

고, 창업을 경험해 본 선배들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언
을 얻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시도해 보지 않았던 분야라 즐거웠어요.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만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틀을
깨고 ‘학생도 창업을 할 수 있구나’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주위에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

았어요. 그저 창업 동아리였을 뿐, 멘토와 창업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거래를 했을 땐 세금
계산서가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등 실질적인 부분을 하나도
몰랐어요. 사실 팀원들과 단합도 중요했는데 팀워크가 좋은 편
도 아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팀원들이 맡아 해야 하는 일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창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
자본금과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목

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창업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뒷받침이 되는 자본금
이 있어야 해요. 저는 창업동아리에서 지원해 주신 지원금이
있었기에 대표로 있는 동안 저의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항상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
다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업동아리, 창업지원단, 링크
사업 등 학생들에게도 창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학생들에
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는 게 아쉬워요. 학생 창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홍보돼서 다
양한 경험을 꼭!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병철
(전기전자공학과 4) 

홍세영
(음악학과 졸업)

주재현
(산업공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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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기획특집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제기
되는 상반된 주장을 보도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상반된 주장의 차이점과 접점,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다뤘다.

2부. 최저임금 인상 현주소

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 차등화가 법적으로 문
제는 없다. 실제 우리나라도 1988년에는 제조업의 28개 소분
류 업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당시 섬유·
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12개를 1그룹으로, 나머지 담배·화학 등
16개 업종을 2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각 462.5원, 487.5원으
로 책정했다. 당시 담배 한 갑이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700
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시간가량 일해야 담배 한 갑을 사거나 짜

장면 한 그릇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는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홍영표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밝히
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
다”고 말하며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낮은 최저임
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양극화를 해
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이제는 최
저임금 균형을 맞추겠다”며 내년 최저임금 역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
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과 판단이 요구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교수는 기자 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
회의 대내외적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박준식 위원장
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인상의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
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한 바를 일컬으며, 소통은 차치하고,
이미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아

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용자, 근로자, 업
종,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해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서 행정
적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야 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흑백논리보다는 제도의 도입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전체적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
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사
회 구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간극이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 노사가
상생 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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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서 봤듯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입장 속에서도 접점은 있었다.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점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인상 반대 측인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직종별·연령별 임금 차등을 제시했다. 이는 최
저임금의 유연성을 강조해 지역별로 다른 생활수준과 직종별로 다
른 노동 강도, 연령과 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최저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지역별 임
금을 차등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 내에는 연방정부 차원
에서 제정하는 최저임금과 각 주(州)에서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각 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부분 연방 기준과
같거나 더 높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
금을 결정한다. 일본도 광역을 크게 4개로 나눠 광역별로 최저임
금을 결정한다. 일본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
다.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과 수습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인상 찬성 측인 노동계

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저임금 상
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

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방
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등화는 나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
다.

미   국
· 연방 최저임금과 주(州) 최저임금이 동시에 존재
· 주(州)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거나 같음

캐나다
·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 최저임금 존재
· 건축가, 법률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농·어부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일   본
·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 결정
·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 적용

영   국 · 기술·경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차이로 25세 미만과 수습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

■■■ 업종·나이·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국가  ■■■

접점은 같으나, 합의점 못 찾아

실현 가능성

최저임금 본질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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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6걸음
걷기 체험을 시작한 날, 약속이 있어서 많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의식하진
않았는데 밖에 있다 보니 만 걸음이 넘게 찍혀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힘이
없어서 바로 뻗어 버렸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만 걸음은 넘겨 보자!’라고 다
짐했다.

17414걸음
점심에 친구와 약속이 있었다. 약속 장소까지 도보로 30분, 버스로는 10분
거리였다. 날씨가 더워서 버스를 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
까지 해 보자’라는 생각에 걸어서 약속 장소에 갔다. 걸어와서인지 밥을 먹는
데 더 맛있게 느껴졌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나였기에 걷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더 컸나.... 이러다가 살이 빠지긴 커녕 더 찌는 게 아닌지 걱
정이다. 그래도 많이 걸었으니까 오늘은 만족한다!

10217걸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전
방 1m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이대로
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
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못 가던 공원이
었는데, 시간을 내서 걸어 보니 그동안 보
지 못했던 예쁜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운
동도 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 힐링이 된 거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

8345걸음
4일차에 나의 엘리베이터 금지령이 무너져
버렸다.... 정말 무의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 버렸다. 학생회관 4층에서 내린 뒤 내
머릿속을 스쳐간 ‘아, 맞다. 체험하고 있었
지....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무너지다
니.... ’ 그동안 얼마나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했으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버튼을 눌
러 버렸나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사진
을 찍고 ‘앞으로는 자제해야겠다’라는 다짐
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진 날이었다.

12736걸음
오늘은 체험 마지막 날이기에 꼭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걸었다. 집
에 들어와서 그동안 체험했던 걸 돌이켜 보았다. 핸드폰으로 기록된 걸음 수
를 보니 체험하기 전과 체험 중의 걸음 수에 차이가 꽤 컸다. 짧은 시간이었
지만 해냈다는 생각과 함께 체험을 마무리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 작심삼일의 뜻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만 거의 사흘도 못가 포기하고 마는 우리들에게 이번엔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오일로 계획을 잡고 해보고 싶었던 체험들을 해보았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실내걷기!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강민지 기자

계획을 세운 이유

가까운 거리도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계단이라면 질색인 나.
3층이어도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탔기에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찔
려왔다. 나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이 체험을 해 보기로 했다.

5일차

∨

∨

∨

∨

후기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친 체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것의 즐거
움을 느꼈다. 또한 걷다 보니 바쁜 일상에 빠르게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
왔다. 앞으로 걷기를 생활화하고, 조금씩 시간을 내서라도 걸어 다녀야겠다고 다짐한
좋은 시간이었다.

보통 친구들에겐 정말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는 나. 인스타로 간간히 중학교
친구의 소식만 보다가 연락이라도 해 볼까 하고 먼저 카카오톡을 보냈다. ‘갑
자기 친한 척 한다고 느끼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친구가 보고 싶다
며 긍정적으로 반응해 줬다. 일사천리로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중·고등학교 때까지
만 해도 곧잘 연락하곤 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 나도 바쁘다 보니 연락할 틈
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먼저 연락해 보
기로 마음먹고 해 보니 다들 잘 지내는
듯하다. 친구들아, 그 시절이 그립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지금도 단체톡으로 활발히 연락하지만 나의 귀차니즘 때
문에 답장을 많이 해 주지는 못했다. 이번 체험 기간 동안은 연락에 바로바로
답장을 보냈다. 얘들아, 미안.... 앞으로도 자주 해 줄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인스타로 메시지를 보냈다. 고등
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라서 그런지 많이 그리웠다. 이번에 전주 내려오
면 연락한다고 했다. 예쓰! 먼저 연락해 보길 잘한 것 같다. 내 자신 칭찬해!!

심한 집순이라서 집 아니면 학교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오늘은 학교 친구들
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다. 요즘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학교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며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내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도 맞는 활동인 것 같았다.

인맥 심폐소생하기!

진정화 기자

계획을 세운 이유

지나간 인연은 잡지 않고 현재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는 타입. 주제
를 생각하다가 연락이 끊겨버린 지인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인맥을
다시 살려 보기로 마음먹었다.

3일차

4일차

5일차

∨

∨

∨

∨

후기
지금껏 상대가 연락을 이어 주지 않으면 끝난 인연이라 치부하며 보냈던 수많은 인
연들을 잡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를 무관심으로 대처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앞으로 달라질 나를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해 본 건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군산 은파호수공원

▲ 무심코 올라탄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 카톡을 보내고 약속을 잡다

▲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와 톡

▲ 고등학교 동기와 톡

5작심      일 기자 체험단

1일차

2일차

4일차

3일차

2일차

1일차



가로세로 낱말퀴즈
“기말고사 전 영화한편”

* 카톡플러스 ‘전주대신문사’로 친구 맺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

1. 1. 2. 2. 3.

4.

3.

5.

4. 7. 8.

7.

6. 8.

지난

890호

퀴즈

정답

가 로 세 로
1. 처음처럼 1.음식물쓰레기
2. 트와이스  2. 레드벨벳
3. 이터널선샤인  3. 스트레스
4. 타미힐피거  4. 페이스북
5. 참고인  5. 인스타그램
6. 피크타임 6. 참이슬
7. 블랙핑크 7. 인터파크
8. 타노스  8.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890호 퀴즈 정답자 5인]

1. 이예경(경배와찬양학과) 
2. 이세라(경배와찬양학과) 
3. 강다연(경영학과)
4. 오성빈(운동처방학과 조교) 
5. 전예령(보건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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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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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상품으로 CGV 1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상품 수령: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조선4대왕. 휘는 도, 자는 원정. 태종의 제 3자로 태어났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조선왕조의 기틀을 확고히 한 왕이다.

2.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함.
3.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
4. 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
5. 특정한 사람을 위해 맞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치수에 따라 미리 여러 
벌을 지어놓고 파는 옷.

6. 소 갈 데 말 갈 데 다 다닌다는 뜻으로, 함부로 온갖 군데를 다 쫓아다님을 이르는 말
7. 매우 고지식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

세 로

1.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

2.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 검찰관청으로,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3. ‘영락없다(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의 북한어.
4. 땅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엎다. 
5.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터전을 찾기 위해 새롭게 발견된 웜홀을
통해 항성 간 우주여행을 떠나는 탐험가들의 모험이 내용인 2014년 개봉한 영화

6.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행동.
7.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8. 이 논란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까지 보장하는 ‘재해사망특약’ 판매를 시작한 2001
년부터 시작됐다. 오랫동안 금융감독원 등의 경고가 뒤따랐고, 결국 올해 초 교보
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은 이것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5
세.6

밥을 직접 해 먹을 것을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귀찮아하는 나였
다. 나가서 밀가루 없는 음식이라도 사 먹자고 생각해서 찾아 봤는데, 생각했
던 것보다 더 많은 음식에 밀가루가 들어있었다.... 결국 밥을 직접 차려 먹
었고, 얼떨결에 1일차 밀가루 끊기에 성공했다. 밥을 해 놓으니 점심 저녁을
밥으로 먹게 되었다. 자취생 국민 식단 밥+김치+계란으로 하루 성공!

주말에 느즈막이 일어나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제외하고 아점으로 먹을 만
한 건 샐러드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샐러드라도 먹은 다음 저녁으로는 떡
볶이를 먹었는데, 쌀떡으로 만든 떡볶이를 파는 곳이 드물어 찾기가 힘들었
다. 밀가루가 식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고, 쌀
의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서울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 친구와 먹을 음
식 중 밀가루가 없는 음식을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다. 먹고 싶은 음식은 전부 밀가
루가 함유돼 있었다. 결국 오랜만에 만난 친
구들과 먹은 음식은 국밥. 친구들에게 굳이 그
걸 해야 하냐며 한소리 들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녁엔 초밥을 먹게 되었다. 돈은 없지만 밀가
루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고 자기합리화하며 지갑 사정보다는 입의 즐
거움을 택했다. 그래도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어쩌다 보니 당일치기 여행으로 계획된 서울에 하
루 더 머물게 됐다. 사막에서 다시 찾게 된 바
늘.... 햄버거를 먹자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비빔밥
집으로 데려가 비빔밥을 먹었다. 사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그러기엔 3일 동
안 해온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니 나 자신을
위로하며 버텼다. 돌아오는 길에 초코바를 먹으며
겨우겨우 성공한 날이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먹을 게 있나. 자취생은 김치, 참치, 계란이 최
고의 한 끼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날이라 나름 밀가루를 대체할 만
한 맛있는 음식을 찾고 싶었지만, 없었기에 그냥 집에 있는 밥을 먹었다. 그
래도 익숙해져 맛있게 먹었다.

밀가루 끊기!

배솔민 기자

계획을 세운 이유

밥을 해 먹기 귀찮아 대부분 사 먹는데 이로 인해 지출이 크다. 사
먹는 것의 대부분이 밀가루로 된 제품이 많기에 밀가루를 끊으면
자연스레 밥을 먹게 될 것이고, 식비 지출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피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밀가루를 끊어 보기
로 결심했다.

1일차

5일차

∨

∨

∨

∨

후기
한 끼당 드는 식비가 정말 줄었다! 사서 먹는 것은 귀찮음의 문제이므로 이것만 고

치면 정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부는 좋아지지 않았다. 기간이 짧아서인지
는 몰라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다. 체험 기간 중 밀가루가 정말 그리웠다. 우
리가 요즘 식사로 먹는 것에서 밀가루가 없는 것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밀가루 끊
기는 어려웠다. 앞으로 밀가루를 아예 끊지는 못하겠지만, 줄이려 노력해야겠다고 생
각했다.

▲ 밀가루보단 초밥

▲ 밀가루 대신 초코바

첫 연애 기원 빙수의 아쉬움<<독자란>>

23년 솔로 인생, 드디어 제 인생에도 좋아하는 그녀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녀와 첫 만남을 가졌
고 이제는 애프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문사분들도 아시다시피 30도가 넘는 온도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는 데이트를 힘들게 하고 연인들 또는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
다.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그 와중에도 더위를 이겨낼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설빙에 출
시된 ‘리얼통통흑수박 빙수’입니다. 만약 제가 설빙 1만원 상품권에 당첨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그
녀와 함께 이 더위를 피해 설빙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리얼통통흑수박 빙수’를 먹겠습니다. 
부디 수박의 달달함이 저의 첫 연애로,  그리고 달달함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항상

신문 발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장동현(경영학과) 

4일차

3일차

2일차



전주대학교 패션
산업학과는 2000
년 설립된 이래 매
년 창의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과 스토리
가 있는 재미있고
친근한 패션쇼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
다. 이번에도 다양
한 주제의 작품으로
전주대학교 교직원

과 가족, 학생들과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패션쇼
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패션그룹 형지,
롯데백화점 등 기업으로부터 패션 분야 전문가 양
성을 위한 협력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패
션쇼에도 10명의 학생이 기업이 주는 우수 작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션산업학과는 앞으로도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의 문화적 감성을 담아
전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을 만들
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 제891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스타센터 하
림미션홀에서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We are the New Black'을 개최했다. 패션
쇼 주제인 ‘Black'은 메인 색상의 하나로서 주
류 또는 대세, 패션에서의 트렌드 컬러를 뜻하
며 무언가를 ‘뉴 블랙(New Black)’이라고 하
면, 이는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라는 의미이다.

이호인 총장은 “먼저 제일 감사드려야 할 분들
은 학부형들입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
태에서 이 패션쇼가 졸업 예비생들에게 기억
에 남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패션쇼는 19세기 초 한복과 양복의 만

남과 카무플라주 패턴의 현대 한복을 보여주

는 ‘Hello Mr. Sunshine’, 젊음의 에트로 분
위기의 ‘Clueless’, 세련된 도시적 느낌의
‘City in a Veil.’, 어둡고 몽환적인 ‘Beyond
Gender’, 자유분방한 스트릿 감성의 ‘Carn-
aby Street’, 환경을 생각한 무대 ‘Black
out’, 블루 컬러를 주제로 한 ‘Blue Hole’,
18세기 로코코 시대를 새롭게 재현한 ‘Salon

de Paris’까지 총 8개 스테이지로 기획하여
총 123벌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졸업작품 패션쇼 우수작 시상에는 최우수상
권진영, 롯데백화점상 박혜정, 패션그룹형지
상 윤보애, 장려상 김은지, 김민주, 공로상은
김수현이 수상하였다.

1. 패션산업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영: 고등학생 때부터 패션 관련 TV 프로

그램을 시청하면서 패션에 관심을 가져왔고,
학과에서 주체하는 체험 행사도 자주 신청해
견학해 본 결과 흥미를 느껴 선택하게 되었습
니다.
혜정: 학창시절에 마케팅과 패션에 관심이 많

아 마케팅으로 진로를 생각했었는데, 마케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패션 관련 마케팅으로
가자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지선: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전통의상을 전공

하셔서 집에 패턴 책, 원단, 부자재 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렸을 때 재미 삼아 인형
옷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내 옷도 리폼해서 입
게 될 정도로 흥미가 많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전까지 뚜렷한 꿈이 없었는데 미대 입시를 준
비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관련 분야
를 알아보다가 패션 분야가 잘 맞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미: 중학생 때부터 유행하는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옷 입는 것과 꾸미는 것을 좋아하
던 때에 부모님께서 의류 관련 사업을 시작하
셨습니다. 부모님 사업을 옆에서 도와드리면
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매장에 오는
MD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MD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졸업전을 준비하면서 생긴 재밌는 에
피소드가 있나요? 
진영: 집에서 옷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작

업한 옷을 꽁꽁 싸매놔서 피팅 전날까지 서로
어떤 디자인을 한지 몰랐었던게 기억에 남습
니다.
혜정: 야간작업하다가 야식 먹으러 편의점을

가는 길에 고라니를 본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

문에 작품에 집중해서 제작하는 순간이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보미: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면서 패턴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수많은 날 중에서 패턴실에 딱
네 명만 남았었던 적이 있는데, 노래를 크게
틀면서 듣고만 있다가 음악에 취해 옷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미친 듯이 춤을 췄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3. 패션산업학과 전공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진영: 졸업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주

말마다 학교 가고 밤새가며 열심히 한 결과여

서 대학 생활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을 거 같습
니다.
혜정: 졸업작품 패션쇼 같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 4년을 준비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옷을
처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준 날이기도 하
기 때문입니다. 패션쇼를 준비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어서 패션쇼 날 감
회가 새로웠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선: 처음 재봉틀 배울 때는 진짜 못해서 ‘졸

작은 어떻게 만들지’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봉틀도 익숙해지고
하나씩 손수 옷을 만들 때마다 뿌듯하고 재미
있었습니다.
보미: 가장 큰 행사인 졸업 패션쇼가 가장 힘

들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
부터 직접 디자인하며 원단을 선택하고 만든
옷이 모델에게 입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간다
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아직도 쇼 당일을 생각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4. 패션예술계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진영: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보는 눈이 높아

지면 삶의 가치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혜정: 이번에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주

일 동안 10시간도 못 자고 패턴실에서 최대
4일까지 있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머리도 많
이 쓰고 육체적으로 힘든 과입니다. 저는 학생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단지 예쁜 옷 입
는 게 좋아서 겉에 보이는 화려함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신중히 생각하
길 바랍니다.
지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념

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색깔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 작
품을 준비하면서 디자인하며 옷을 만드는 것
에 자신이 없어 완성하는 것에만 몰두하였는
데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
을 하던 욕심을 내어서 한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심자현 기자(qtm777@jj.ac.kr)
사진 : 편집부 김은지, 이민희, 국한별 

패션산업학과
권진영 · 박혜정
김지선 · 김보미 

인터뷰

We are the New Black 패션산업학과 졸업패션쇼

박현정 학과장 인사말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한식
조리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 한
식조리학과의 졸업작품전 ‘한’이 스타센터
B1층에 위치한 하림미션홀에서 2019년 6
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작품전 ‘한’은 네가지의 소주제를 썼다. 아
지랑이, 잠비, 아람, 눈꽃이 그것이다. 
졸업작품전은 63명의 개인작품과 39개

의 공동작품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식품상
품개발로 준비된 공동작품은 (주)장수물산

의 지원을 받아 소스제품이 개발되어 선보
였다. 
이번 졸업 전시회 작품 중 창의적이고 완

성도 높은 작품을 만든 몇몇 학생들에게는
문화관광대학장의 상장이 수여되었다. 김동

현은 <골든아워>라는 개인 작품으로 전주대
학교 총장상을 받았고, 유영주는 <백정의
한>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팀
별 프로젝트에서는 유제희, 정수진, 이주혁,
이장헌, 손경현으로 구성된 DOEAT팀이
연자육초콜릿을 만들어 대상을 받았다. 
하림미션홀을 가득 메운 작품만큼이나 많

은 학생들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한식종
사 관계자들이 모인 졸업전 한은 8일에 열
린 전시를 끝으로 무사히 마쳤다.

올해는 전주대학교 한
식조리학과가 2,000
년도에 전주 4년제 대
학 최초로 전통음식을
교육하는 학과로 설립
되어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원형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한
식의 가치 향상에 기반
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국내 유수의 특급호텔과 외
식업체의 조리사는 물론 식품 및 외식기업 연구원, 중
등 조리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해외
대한민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관저조리사 및 한식당에
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한식조리사를 양성하는 중
추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졸업작품전시회는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4년 동

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와 실험정신으
로 완성해 낸 창의적 작품의 향연입니다. 제17회 졸
업작품전 ‘한(韓)’은 아지랑이 春, 잠비 夏, 아람 秋, 눈
꽃 冬 으로 나누어 사계절처럼 변화하는 청년의 모습
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주인공들에게 보람과
감격이 되고, 곁에서 묵묵히 응원한 가족과 친지에게
는 기쁨과 축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4

학년 학생 여러분의 졸업작품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
게 영육간의 위로와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음식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기도
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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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작품전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
된 점이 있나요?
정수진:준비 기간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
처럼 느껴졌던 졸업작품의 힘겨운 완성은 저에
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과정 속
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짐이라는 생
각을 했다면 작품은 제 머릿속에만 남아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전 작품을 전시할 수 있
었습니다. 커다란 하림미션홀에 말이죠.  
김소원: 혼자서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해서 졸업전이 다가올수록 부담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할까?’ 하
는 고민에 오랫동안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러다 마침내 하나의 작품, 저만의 작품이 완성

되었을 땐, 첫 시작 때 느꼈던 막막함과 부담감
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학교 입학때 꿈과 졸업 즈음의 꿈, 변화된 부분
이 있나요? 
정수진: 입학 시기에는 막연하게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화려한 셰프들의 외면
만을 좇았었다면 지금은 제가 잘할 수 있고, 즐
기며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어서 빨리 저에게 꼭 맞는 옷을 입고 사회
로 향하고 싶습니다. 
김소원: 입학 당시의 저의 꿈은 정말 소소했습
니다. 무사히 졸업해 안정된 직장에 입사하는
것, 이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
니며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일
과 또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
었던 소소한 꿈은 진짜 꿈을 이루면 딸려오는 것
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졸업자로서 이제 곧 마주할 사회가 어떻게 보
이시나요?
김소원: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래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인이
된 제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정수진: 아직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정해지

지 않아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학교
에서 충분히 준비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얼른 더 경험
을 쌓아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싶을 뿐입니다.

4. 한식조리학과는 실습이 다른 학과보다 많은데
그러한 실습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나요?
정수진: 한식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

라 병과, 발효음식,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의 음
식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제
과제빵, 외국 조리, 중식 조리, 일식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적인 요리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상
품 개발, 실험 조리 등의 수업으로 다방면 진출
을 꿈꿀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김소원: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인관

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과의 실습은 대부분
팀을 이루어 하기 때문에 저에게 사회생활을 함

에 앞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도록 도와주
었습니다. 그리고 화합이 생명인 실습에서 잘 따
라오지 않으려는 팀원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도
중요한데 숱한 실습을 통해 그런 힘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5. 한식조리학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소원:확실한 꿈이 없더라도 2학년부터는 훗
날을 위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불쑥 찾아올
지 모르는 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수진: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만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새
로운 것에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끝
은 후회니까요.

글 : 송재민 기자(ganjion@jj.ac.kr)
사진 : 편집부 김은지(dmswl1259@jj.ac.kr)

한식조리학과 

김소원, 정수진 

인터뷰

▲ 대상/ ‘골든아워’ 김동현

▲ 최우수상/ ‘백정의 恨’ 유영주

▲ ‘가을이 와서야 봄과 여름의 푸름을 알았다’ 구본관

▲ ‘시작의 계절 봄을 가족과 함께’ 김소원

▲ ‘답청절’ 왕송희

韓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시회
비오는 날씨에도 북적이던 하림미션홀

차경희 학과장 인사말



짙푸른 녹음과 하얀 마가렛이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전주대
학의 유월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주대학을 보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세우시고, 
물댄 동산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줍은 눈빛과 어색한 웃음,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낯선 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 학기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세월은 화살과 같습니다. 
이제는 쾌활한 웃음으로 툭툭 어깨를 치기도 하며 친근함이
묻어나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못다 이룬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며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첫 학기가 형통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음의
끈을 여미게 하옵소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때로는 험한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족 공동체로서 같은 목표를 향
하여 55년의 동고동락을 같이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선을 이루어 내는 소중한 경험을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차곡차곡 싸이는 만큼 서로 돌아보아 사랑이 깊어지
게 하시고 섬김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올리는 신실한 두 손과 무릎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빛이 가득한 귀한 직장, 
살아서 역사하는 전주대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드릴 수 있는 또 다른 55년을 마음 가득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원실 박 두 리 실장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
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광
야였다. 광야는 사막이다. 먹을 것은
차치하고 작열하는 태양에 목이 타들
어 간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
험하며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
궁하도다”(출15:18)라며 소리 높여 모
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찬양했던 기억
도 목마름 앞에는 모두 망각의 저편으
로 사라진다. 
▼ 수르 광야의 길을 사흘을 다녔으

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찾았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
할 형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에게 투덜대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우
리가 무엇을 마실까”(출15:24). 하나
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자 단 물이 되었다. 쓴 물을 단 물
로 바꿔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
던 때’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와 메추라기까지 주셨다. 이런 감동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평을 늘
어놓았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
느냐”(출17:3). 하나님이 베푸신 가없
는 은혜를 삼일을, 일주일을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
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
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지팡
이로 치게 하셔서 물이 솟게 하셨다.
완악한 영혼에 신령한 물을 부어 주신
것이다.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
고 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했
지만 여전히 마라 같은 일상을, 물을
내지 못하는 메마른 반석 같은 심령을
발견한다. 
▼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결단코 신령한
물을 낼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깊이
묵상하는 여름방학이 되길 소망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
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
라”(고전10: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10 제891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주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온 오네시모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
는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겪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고, 10살 때는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예수님에 대한 사
랑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르
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 게임 등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문화와 죄악에 물들어 갔습
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신나게 놀다

가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늦게
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엄
마가 저에게 크게 화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꼭 껴안으시며 늦게 들어온
저를 오히려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엄마
의 행동에 감격한 저는 제 삶을 반성하고 돌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
고 있었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
까?”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엄마는 갑자기 제
게 기도해주시기 시작했고 그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
다. 정말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 이죠.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세상 문화

와 죄악에 속해 있던 제가 걱정되셨을 것입니
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
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위해 최선
을 다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님 뿐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선하고 거룩한 아버

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에게서만 당신이 찾고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
남을 가지지 않고 인생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
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긍휼하시고 좋으신 분
이며 자비롭고 자기 편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찾고 계
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보세
요.

오네시모(경배와찬양학과 2)

간증문 / 과테말라 유학생의 ‘하나님의 사랑’ 

지난 6월 6일 아프리카 북동부 수단에서 군
부의 무력진압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 수단
군부는 야권과 권력 이양 문제로 난항을 겪다
야권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
를 빚었다. 외신은 수단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
압이 시작된 지 사흘 째인 5일(현지시간) 현재
까지 최소 10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
도했다.
또한 RSF 대원들이 시신 40여구를 군용 트
럭에 싣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시위대와 시민의
목격담과 함께 수단의사중앙위원회는 나일강에
서 시신 약 40구가 수습됐다고 전했다.
수단의 유혈사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

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었고, 미국 국무부는 "
최근 수단 시위대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 며

수단 군부에 유혈 진압을 중단하고 시위대와 대
화를 재개할 것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어제도 오늘도 수단 땅에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
나님, 올바른 통치자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 받
는 수단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주인이자 통치자
이신 하나님께서 수단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
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님!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
도로 인하여 자유와 놓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화평을 누리는 나라가 되
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수단을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이윤선(경배와찬양학과 4)

세계를 위한 기도 / 수단 반정부 시위대 무력진압으로 100여명 사망
나일강에 시신 40여구 던져

기 도 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던 당시까지는 용
감하였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에 시몬 베
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
의 종의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
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
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중략-’ 베드로는 하
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
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것이다. 

그렇게 용감하던 그가 슬그머니 모습을 감춘
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자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 베드로도 로
마군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의 기세에 눌려
버렸다. 조금 전 칼로 사람의 귀를 벨 때의 그
용감함은 어디가고 이제는 누가 알아볼까 겁
먹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이 끌려
가는 대열 멀찌감치서 따라 갔다. (예수를 잡

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
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가의 복음서 22:54)
그 뒤의 일은 더 가관이다. 베드로는 대제사

장 가야바의 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그 집의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
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
람이네요.”라고 하자, 베드로는 질겁하며 “나
는 아녀, 니가 시방(時方) 무슨 소리 하는지 모
르것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 다른 종이
와서 또 예수의 제자임이 틀림없다고 베드로
를 지목하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예수)을 알지 못하노라 하
더라.(마태가 쓴 복음서 26:72)’라고 하며 적
극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또한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마
태복음 26:67)’ 등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성격하는 베드로라 나서서 그 종들
의 귀싸대기를 올릴 법도 한데 그 순간에도 또
한 잠잠하였다. 그때 닭이 울었다. 비로소 베
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
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
가 심히 통곡하였다. 당시 가야바의 집은 예루
살렘 성안(현재는 성 밖)에 있는 시온산에 있
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

하면서도 도망가지는 않다가 닭이 울자 더 이
상 견디지 못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뛰쳐나와
언덕 아래로 내려오다가 한 곳에 머물러 통곡
하였다. 이곳에 베드로통곡교회가 서기 457
년에 세워졌고, 현재의 교회는 1931년에 재
건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제자가 스승을 부인
하는 비겁한 베드로였지만 - (다음에 계속)  

교회사박사 김천식 (joayo7kim@hanmail.net)

용감 비겁한 베드로

▲ 시온산 전경, 우측 상단에 있는 건물이 성모 마리아교회이고 거기서 좌측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면 회
색 돔 건물이 베드로 통곡교회이다. 가야바의 집터는 성모교회와 시온성문 사이에 있었다.

진리의 샘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
니다.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필요한 것을 아끼
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베푸신
사랑이 망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
다. 망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포도원 전체
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
음, 포도원에 술틀을 팠다고 하십니다. 술틀
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수
확된 그 포도를 가공해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만드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선
한 열매를 아주 빠르게 재료로 삼아서 가장
고급한 극상품 포도즙, 또는 포도즙을 생산
하는 그런 일에 필요한 모든 도구까지 꼼꼼
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

마나 큰 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의 토양을 가꾸시고, 최고의 종자를 심으시
고, 최고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최고의 명품
제조기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을 기대하고 이런 포도원을 가꾸신 것일까
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원을 구매하

고 더 좋은 땅을 투기하고 더 좋은 개량종을
발명하고, 더 좋은 감시망을 설치하고, 더 좋
은 명품 제조기를 구입하는 것에 모든 관심
과 목적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
나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은 좋은 열매를 맺
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원에 걸맞은 극상
품 포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
의 유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대조적인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의 노래를 근거해서 전주대를 바라보
면 전주대는 심히 기름진 천잠산에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기에 건학이념차원에서 진리,
자유, 평화라는 높고 고결한 망대도 있습니
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열매가 극상품의 형
태로 급속히 조달 될 수 있는 술틀과 같은 영
성도 있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유
능한 캠퍼스 리더십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마
치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포도원을 주시고,
최고의 도구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안에 최
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으신 하나님

의 은혜가 바로 전주대에 부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목적지에
이르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주대의 덩치, 재산,
명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전
주대의 열매에 있습니다. 한국사회 어디에도
구현되지 않았던 정의와 공의라는 극상품 포
도가 결실하는 곳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학
사에 있어서, 재무에 있어서,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 노동과 임금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기를 원
하고 계십니다. 전주대에는 거짓, 불법, 조
작, 음모 그런 불의가 감히 낯짝도 들지 못하
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상식이 되는 캠퍼스
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
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2)

극상품 들포도 (이사야 5:1-6)

▲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숲, 오른 쪽은 이곳에서 예수가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그림,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용감하였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1, 베드로 Peter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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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목요아침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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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해결

공식적 해결

피해 상담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사실 확인 당사자간 합의 중재

비공식적 해결 절차는 인권센터가 개입
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입니다.

신고 및 접수
조사위원회 사건조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진술)

상의, 의결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여부 판단, 가해자 조치, 

징계요구)

결정사항 통지
(조사위원회 조치, 대학징계위원회)

사건해결절차 및 피해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원스톱지원센터  1899-3075       ■ 범죄신고  112       ■ 한국폭력성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jjhotline.or.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관련기관안내

인권센터장 박 균 철 학생취업처장
우리 대학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균철입니다.
2019년 인권센터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관

심과 인권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활동을 계획 중
이니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
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센터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대

학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나누고, 해결하여 평등하고 건
강한 캠퍼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센터 김미라교수와의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센터 객원 교수로 있는 김미라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작년 6월 1일 개소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맡아 사건 발생 시 성폭력상담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인권센터를 개소하면서 교내 성희롱·성폭력
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곳에서 맡아서 진행하
고 있습니다.

Q. 맡으신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업무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공모
전, 인권특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일단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혼

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도교수, 친구, 선배 등 주변에 도움
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피해 증거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예를 들면 씻지 않은 채로 바로 산부인과 방문을 합
니다. 피해 당시 옷, 증거물은 습기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합니
다. 만약 몸에 멍, 상처가 생겼을 경우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
급상황에는 여성긴급전화를(국번없이 1366) 이용합니다.

Q.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험이있나요?
A. 인권센터 상담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사실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상담이 전혀 없을 때 가장 기쁘겠지요.
그래서 사건이 잘 해결되어 기분이 좋거나, 기쁘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됐고, 피
해자와 피해가 생겼다는 의미이므로 이 업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
이 외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에
서 도움을 받아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을 때, 상담을 통해 심
리적 안정을 찾아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는 업
무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나갔을 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얘기해줄 때 사
명감을 느낍니다.

Q.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힘든 점이 있나요?
A.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피·가해자가 우리 학생들이라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고 사건의 사안이 무거울 때나 물적 증거가 없이 정황적 증
거만으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력적으로나 여건상 놓치
는 부분이 생기거나 다양한 시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공
정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됩니다.
현재 인권센터 규정 제5장 2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하

여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
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수가 많거나,
정확성을 위해 여러 차례의 상담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
어 10회 이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센터
는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최우선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센터의
다른 업무를 잠시 멈추고 상담 및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인권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자료실→서식 다운로드

1) 인권센터 이메일(humanrights@jj.ac.kr)로 ①상담
신청서 ②진술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

2) 사전에 전화(063-220-2406)로 일정 예약 후 방문

하시면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신고인이 비공식처리를 원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중재 처리 되며, 신고인이 공식처리를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
가 소집되어 사건 조사 처리 됩니다.
인권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원과 상담내용, 사건 처리 내

용은 모두 비공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권센터 자랑 부탁드립니다.
A. 전문인력 및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권센터의 기능

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
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건 상담 및 조사, 해결의
기능만이 아닌 우리대학 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인권
등)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
활동 공모전(포스터, UCC)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인식개선 활동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더 나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위해 인권센터가 얼마
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인권센터는 기본적 권
리 보장을 위한 필수 기관이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소중히 지켜 주는 곳이다. 모든 이들이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으며,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인력과 다방면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경현 기자(richman@jj.ac.kr)

기자후기

▼ 인권센터 서포터즈 활동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인권센터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구성원들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밝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지향한다. 



사    설

이제 곧 유월 중순이다. 기말고사가 종
료되는 6월 셋째 주면 15주간의 1학기가
종강함과 동시에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길
게만 느껴지던 1학기가 어느새 빨리 지나
가고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2개월의
여름방학이라는 시간도 1학기처럼 무척이
나 빠르게 흘러가고 말 것이다. 여름방학
은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시간이거나 목
적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가벼운 시간이
아니다. 20대 청년의 시간은 새롭게 인생
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청년
이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는 앞으로의 인
생을 보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방학 중에 여러 경험을 위해 해외연수나
여행을 계획해 보기도 하고, 미진한 학업
을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
을 하며 사회경험을 쌓는 일과 봉사를 통
해 자신의 힘이 사회를 위해 쓰이는 기쁨
을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대학의 기초융합교육원에서 준비하
는 여름방학 외국어강좌와 Superstar
College에서 준비한 하계 4IR 공통교과
목강좌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외국어
강좌는 환급형 장학프로그램으로 운영되
며, 4IR 공통교과목은 3D 모델링, 드론
조종교육 및 촬영, Big data 기초강좌가
개설되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
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신
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닦
아야 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 마련한 내
실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
요하리라고 본다.

대학생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뜨거운 여름날 짙어지는 초록처럼 방학 중
많은 경험을 통해 보다 성숙한 자아를 만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여름방학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충전의 시
간이 되길 바라며, 배움에는 쉼이 없으므
로 대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건강한 여름
방학을 보내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 경험과 

충전의 시간

호국영령들을 상기하며

교수칼럼

다음 학기에 입대를 하기 위해 병무청
사이트를 들어갔다. 지원 신청을 한 후
사이트를 보니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배너가 있었다.
사람들은 6월 6일이 현충일인 것을 안

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닌 현충일 그 자
체의 뜻을 알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사람들은 몇이나 있을까? 단순히
태극기(조기)를 게양하는 날이라고만 생
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국립현충원묘지에는 현충일에도
꽃 한 송이 없는 외로운 무연고 묘지가
80%나 된다고 한다. 대부분 전사 당시
미혼이라 그동안 무연고를 돌봐 오던 부
모 형제들이 타계했거나 거동이 어려워
져 점차 발길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국
립현충원은 서울현충원과 동급인 대전현
충원이 있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이 잠
들어 있는 경남 마산 3·15 묘지, 서울
수유동 4·19묘지, 광주 5·18묘지도
모두 국립묘지다. 경북 영천과 전북 임
실, 경기 이천의 호국원은 2006년 1월
30일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2019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은 ‘나라

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고자 국가보
훈처에서 지정한 문구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잘해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보다 나라와 후손을 생각
해서 몸을 내던진 수많은 호국영령의 희
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
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그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이 6월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였으면
한다.

기자칼럼

정성과 행복

죽음을 앞둔 노모가 중년의 아들에게
긴 글을 남겼다. 유언장이다. 나는 장문
의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
를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살이를 버
티면서 살아왔다. 문제의 실체를 모르니
당연히 답변도 해결도 할 수 없었다. 그
런데 그 편지의 한 문장이 내 삶의 문제
를 인식하게 하였고, 문제를 인식하니 해
결전략도 찾을 수 있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아들아, 정성스럽게
살아라!]이다.

경쟁과 시험이 중요한 사회에서 살아온
삶에는 최고와 최선만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만 정성의 가치와 의미는 상실된
다. 늘 최고만 기억하고 강조하는 사회에

서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온 삶은 진정한 나의 삶이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진정
한 삶이라 생각하고 경쟁을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최고와 최
선이라는 단어에는 비교라는 의미가 함
축되어 있다. 누군가의 삶과 인생을 늘
비교하면서 그를 이기기 위한 노력만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
의 주체는 나 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려면 최고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if적 사고는 진정한 이성적 삶
이라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가 되지 못한 삶
즉, 경쟁에서 쳐진 삶은 낙오된 혹은 무
능력한 삶으로 만들고, 무기력한 삶을 자
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다. 또한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의 삶은 함께 하는 것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 팀 프로
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매년 어렵고 힘들
다는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을 호소한다.
나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나랑 함께 하
는 사람에게 내가 지닌 능력이나 역량,
기술 등을 왜 공유해야하는지에 대한 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평과 불만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면서 속상하다. 그리고
그것을 그 친구 개인에게만 탓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 싫다. 인생의 출발부터 가정
과 학교가 최고와 최선보다는 [정성]이라
는 키워드를 염두 해 두고 성장시키고 교

육시켰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본다. 
정성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역량과 능력만큼 하면 된다
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50km로 달리는 역량이고 나의 속도가
20km로 달리는 역량이라면 나의 속도
로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비교하지
말고 달리면 되는 것이다. 살면서 속도보
다는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의 방
향이 결정되면 타인과 사회의 비교 속도
에 연연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결국 삶은 살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다.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상대방에게, 그 장소에서, 그 무
엇에 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나의
삶이고 인생이니까... 내 앞에 사람을 두
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그 사람과의 관
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결국 지
금도 놓치고 다른 것도 놓치는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한다. 내 앞에 있는 너에게 정
성을 쏟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정
성을 쏟다보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
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중년의 아들에게 [정성스럽게 살아라]

하는 멘트는 내 삶의 방향과 나의 속도로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
는 어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내 삶
에 있어서 정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나는
정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한다.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발행인 이호인   주간 김병기   편집장 이혜린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1965년 5월 15일 창간

13제891호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이난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송민호
(immino@jj.ac.kr)



The JJ GlobeNo. 891
June 12, 2019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Korea   Tel: +82-63-220-2441    Publisher Ho-in Lee,  Managing Editor Chullsung Juhng

When I attended Bible College, I had a
professor that said, “Jesus was a story
teller and I want to be just like Jesus.”
He was referring to how Jesus used
parables and stories to clearly illus-
trate what He was trying to share with
the people. I would like to connect
making a cake with my study today.
Let’s say I am going to make a cake.
The first thing I would put in the bowl
is flour. Then I would add some eggs
as well as milk. Everyone loves choco-
late, so I better add some chocolate too.
I would mix that all together and then
I would add some McDonald’s french
fries. My son loves those french fries.
Oh, I better put some mocha coffee in

there too, as my wife is a coffee killer.
I’d like to share my cake with you Ko-
reans, so I better add kimchi, as Ko-
reans love kimchi. Now, I will mix that
all together and put it into the oven.
After it is baked, I will put some creme
on it and decorate it real nice. So, let’s
say my cake is done. Who would like
to try my cake? Probably no one! Even
though it looks great from the outside
but as soon as you take a bite, it will
leave a very bad taste in your
mouth.You see, God has a recipe for
our lives as Christians. If we follow
that recipe, when those of the world
take a bite of us, they’ll say what we
have is amazing and they want some
of it. But the big problem as Christians
is, we start changing God’s recipe. We
add things in our lives that we feel will
make others happy. We become so
concerned with what the world expects
or what we want in our life that we
deviate from God’s recipe. Sure, we can
decorate ourselves as good Christians
and we will look fantastic from the
outside but when someone takes a bite
of us, they want to spit us out. They’ll
respond, “Huh, is that what a Christian
taste like? I don’t want any of that.” In
today’s scripture reading Paul lays out
for us a good recipe that we can follow
as Christians. This recipe requires

praise. (verses 4&5)This recipe re-
quires prayer. (verses 6&7) This recipe
requires pondering. (verse 8) And fi-
nally this recipe requires practice.
(verse 9) A Haitian pastor illustrated to
his congregation the need for tot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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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tor’s conclus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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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we stick to
the recipe that God has for us. When
those around us take a bite, may they
say, “I want that for my life.”

“God’s Recipe” (Philippians 4:4-9)

The Four Kinds of People You Meet on a Bike in Korea

By Scott Radford

I’ve lived in Korea for 13 years. I’ve
been biking here for nearly as long. So,
over the course of many hours on the
road and many miles under my tires,
I’ve come to recognize a few distinct
types of people, situations, and dan-
gers you might run into out there. 

1. Road Hogs & Obstacles
As pedestrians, they walk along the

centerline of the dual - lane bicycle/
pedestrian river path. In groups, they
take up the full width of the path, or
walk on both sides of the path, at the
same speed, without passing the other
group. Pedestrians with dependents -
small children or pets - have less
control over their trajectory than you
have over... As drivers, they zip past
you at high speed only to slow down
at the following corner to turn - or
park (without a signal) and cut you off.
Best to make clear your intentions on
the bike with a loud bell or loud yell,

decrease speed, and be ready to weave
in and out of pedestrians, or hit the
brakes for terrible drivers at the last
possible moment. 

2. Oblivious Meanderers
These people keep their eyes every-

where but on the road. As pedestrians,
they either look at everything at once
or nothing. Either they are enwrapped
in conversation with a friend, or inter-
acting with a pet or someone else.
Sometimes, they lose themselves in the
scenery. Other times, they drop their
eyes to the ground and never look up.
“Phone zombies” are their close cousins,
but more dangerous. With eyes glued
to an LED screen, they aren’t even
consciously aware that their feet are
moving. After the 14th bell “ding!” and
a whoosh~ of wind as you pass them
on the opposite side, they jump in
alarm - as if they hadn’t noticed you
coming in the distance for the past
500 meters. Oblivious drivers are sim-
ilar. Either they’re lost and looking for
their destination, or “baby drivers”
afraid of their own shadow. Best to
approach either pedestrian or car with
caution. They aren’t even conscious of
their own actions, so you have to be.

3. Fakes
On the road, you’re sure to also en-

counter “fake bikes.” These are electric
bikes and gasoline powered scooters
that can zip along at speeds exceeding
30 kph while their riders sit smugly.
For the most part, they’re not prob-
lematic, just annoying. When they zip

past you at high speeds, with the
rider’s eyes fixated on the horizon, you
may wonder if they are not perpetual
motion machines - rarely slowing.
That is, until the driver lets off the gas
after triumphantly passing a sweating
cyclist and blocks your forward mo-
mentum. “Ding” your bell a couple of
times to remind him that he needs to
keep moving or get out of the way. The
same scenario also often happens with
cars on a road with multiple speed
bumps. You really have two choices in
this situation: move over, let them
pass, and stay stuck behind them for
the entire stretch of road, or kick it up
into high gear and take to the center
of the road to prevent them passing. If
the road is short, and your speed is
great, the driver won’t even notice he’s
stuck behind a bike because he’ll be fo-
cused on the speed bumps.

4. “Best” Drivers
Finally, there’s the people like us (yes,

you too). We are the kings of the road,
the “best” drivers. If they had crowns
for the tops of our helmets like they do
for taxis, ours would be the biggest. We
fly down the roads like a bird on the
wing, rarely stopping, hardly slowing.
Hand signals are for babies. We ding
the bell at anything that moves and
swerve around obstacles, eyes fixated
on the prize, the goal, our destination.
Throw caution to the wind, you only
live once! And this is only the third
new bike you’ve had to buy this year.
If only people weren’t so crazy on the
road...

by Aaron Snowberger

Let’s Enjoy
Volunteering

by Kim Jieun, Reporter

Now we are near the end of the
semester everyone has been
waiting for. Since it comes with
a vacation, some students may
be agonizing over what to do to
spend this summer productively.
For these students who have not
made any plans yet, I would rec-
ommend volunteering at local
festivals.
Each local government holds

various local festivals every year.
In a nutshell, local festivals are
even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to
promote and preserve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lmost im-
possible for them to hire full-
time professionals to operate
these event for several days, be-
cause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o keep them all the year.
Therefore, volunteers play a re-
ally important role for local fes-
tivals. 
Volunteers at local festivals

participate in the festival to
carry out ancillary tasks. They
help visitors to find venues, pro-
vide them with information, as-
sist them in the hands-on
experience booths, work as in-
terpreters and/or translators,
and check out the facilities at the
festival site. Volunteers at local
festivals are usually given a uni-
form, some souvenirs, and a cer-
tificate for their service hours.
The biggest advantage of local

festival volunteering is that you
can enjoy the festival while doing
volunteer work. Lee Hye-rin, a
junio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as expe-
rience volunteering at the Jeonju
Hanji Cultural Festival. “I was
able to catch two birds at the
same time, volunteering and en-
joying the festival. I worked with
festival organizers and learned
some in-depth contents. I looked
into what they planned to do and
what effects they wanted to
happen. I was not a simple visi-
tor who just come to enjoy the
festival. It was fun to be there on
the scene all day because it’s a
volunteer activity,” she said of
the merits of volunteering at the
local festival.
Another advantage: You can

learn to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s, whose personalities and
backgrounds are all different
from yours. They will not ask
how old you are and where you
are from. You can acquire a lot
of interpersonal and social adap-
tation skills. Through volunteer-
ing, you can build your own way
of taking responsibility and ac-
complishing self-discipline. It is
a totally new experience.
Why not participating in volun-

teering for local festivals to enjoy
your summer vac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local festivals,
please visit each city’s festival
websites. I hope you all have a
wonderful and rewarding sum-
me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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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ÌNH PHẢI THAY ĐỔI BẢN THÂN” 

“Mình phải thay đổi bản thân” đây là câu
nói kinh điển của các bạn trẻ khi cảm thấy
chưa thoả mãn điều gì đó ở bản thân hay
thấy mình đang dần trở nên lạc lõng với
môi trường bạn đang sống… Dù là với lý
do gì đi chăng nữa thì lý do các bạn đang

muốn bản thân mình trở nên hoàn hảo hơn
hay nói cách khác là đang trưởng thành và
thay đổi bản thân là một điều rất cần thiết
trong cuộc sống này.

Chúng ta vẫn luôn tự nghĩ rằng bản thân
đã thay đổi rất nhiều hoặc sợ phải thay
đổi,…..có rất nhiều lý do để khiến ta không
chịu thay đổi bản thân. Thật ra bản thân
bạn chưa nhận ra được sự của việc cần
thiết của việc thay đổi bản thân trong cuộc
thôi. Mỗi chúng ta là những cá thể độc nhất
với những đặc điểm, suy nghĩ khác nhau
và cũng đồng thời có những cách nhìn
nhận khác nhau, việc định nghĩa về sự
thay đổi sẽ phụ thuộc vào mỗi chúng ta.

Sự thay đổi bản thân luôn liên quan mật
thiết với bản chất của mỗi cá thể khi quyết
định rằng bản thân cần phải thay đổi. Khi
chúng ta quyết định rẽ hướng bản thân vào
một cung đường mới, điều này sẽ tạo cho
ta những suy nghĩ về việc ta sẽ cảm thấy

thế nào sau khi mình thay đổi.Vậy sự thay
đổi bản thân là việc chúng ta muốn thay đổi
chính mình để hướng tới một điều gì đó.
Nếu thành công, chúng ta sẽ cảm thấy
thoải mái cho đến khi chúng ta nhận ra
rằng bản thân lại phải tiếp tục thay đổi vì
một việc gì đó mới mẻ hơn, “xu hướng”
hơn. Hay nếu thất bại, bạn sẽ cảm thấy
như bản thân đang mất dần hy vọng cùng
vô số những điều tiêu cực khác về sự vô
dụng của chính mình.  

Chúng ta thường lầm tưởng rằng, thay
đổi bản thân là quá trình “lột xác” thành một
con người mới, bằng cách đào thải tất cả
những điều cũ. Thế nhưng, bản chất thực
sự của việc thay đổi sẽ thông qua những
thay đổi nhỏ nhặt từ suy nghĩ dẫn đến
hành động và hành động sẽ trở thành thói
quen.Từ đó, ta đặt mình lên một giai đoạn
phát triển mới, một cấp bậc cao hơn và
hoàn thiện hơn. Nếu việc thay đổi bản thân
đi theo phương hướng tốt và quyết định

thay đổi bản thân là đúng đắn, các bạn hãy
tiếp tục duy trì nó nhưng đến một lúc mức
độ nào đó, khi không còn cảm thấy đúng
đắn nữa thì đó là là lúc ta nên phải dừng
lại. Chúng ta thường hay gán ghép những
hành động của mình với một cái tôi cá
nhân to bự và luôn cho rằng chính những
hành động đó, những việc làm đó, những
thói quen đó là một phần bản chất của
mình. Bởi vậy, khi muốn “thay đổi bản
thân”, cái ta cần chính là thay đổi những
hành động, những quyết định của mình.

Nhịp sống luôn thay đổi để hoà nhập
được với nhịp sống mới thì chúng ta luôn
phải thay đổi và sự thay đổi cũng chẳng hề
khó nhọc như ta vẫn tưởng. Hãy dừng lại
việc đặt cái tôi vào những hành động.
Đừng quên rằng, ta cần phát triển chính
mình là vì bản thân mình, chứ chẳng phải
vì những ánh nhìn hay những suy nghĩ của
ai đó.

“Tham khảo Markmanson”
Viết bài Hoàng Sơn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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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19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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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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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내국인 일반전형: 2019.06.10.(월)~06.13.(목)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가. 원서교부: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세요.
나. 원서접수: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시간은 9~17시까지
다. 우편접수 주소: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

학교 지역혁신관 5층 502호 일반대학원 행정실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서류에 한하고, 행정실로 전화하여 수신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형료
- 석사학위 과정: 50,000원(예능계열 실기고사료 20,000원 별도)
- 박사학위 과정: 50,000원
마. 전형료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503-042188/ 예금주: 전주대학교  

※ 계좌이체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전형일시
- 내국인 일반전형: 2019.06.26.(수) 14:00(예정)

나. 전형장소: 지역혁신관 5층 (자세한 장소는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 내국인 일반전형: 2019.07.03.(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도 꼭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원서의 사진은 증명사진이나 컬러로 프린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220-2139

2019 후기 일반대학원 내국인 신,편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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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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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UP 150을 위한 
2019 하계 해외(필리핀) 몰입식 TOEIC 프로그램

기초융합교육원에서는 동계 방학 중 교내·필리핀 몰입식 TOEIC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참가자들이 단기간 내 토익점수 150점 이상을 향상시킴으로써 TOEIC 교육을 통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하계 TOCIE-UP 150 해외 몰입식 교육

프로그램
나. 목 적

▷ 초·중급자 교육프로그램: TOEIC 150점 향상
▷ TOEIC 선도그룹 육성 대상자(700점 이상):  

TOEIC 100점 향상
※몰입식 프로그램 운영 후 상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

은 본 사업 시행 대행업체가 국내 다른 TOEIC교육을 통하
여 특별 목표달성 책임 지도

2. 프로그램 개요
가. 기 간: 2019.06.24.(월)~08.17(토)

교내 4주 + 필리핀 4주  
※항공기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금 액 : 총 3,300,000원 
(장학금 1,500,000원 / 개인부담 1,800,000원)

다. 대상 및 모집인원 : 재학생 15명 내외 
라. 학생 선발 기준 

▷ 학교 성적 평점 평균 2.5 이상(직전 학기 까지)

▷ 비학점 영어 특별반(토익) 성적우수 장학수혜자
▷ 정규 또는 모의토익 성적 보유자
▷ 평균 평점 
▷ 장학금 수혜에 제한이 없는 자

마. 교육장소: 스타센터 / 필리핀 다바오
(EDA : English Doctors Academy)

3 일 정
가. 지원 신청서 마감: 6월 14일(금) 12:00까지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행정실 
나. 선정자 발표: 6월 17일(월)

4. 문 의
가. 기초융합교육원 063-220-2009, 4648
나. 국내연수 어학상담실(토익사관학교) 

063-220-2885
다. 해외연수 교내 여행사(제이스타유학센터) 

063-228-8285
※10명 미만 신청시 사업진행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