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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총장 이호인)와 하림그룹의 공동 사업
인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1기
발대식과 2박 3일간의 직무 교육 ‘비저닝 캠프
(Visioning Camp)’가 지난 7월 3일 진행됐다.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직무별 적성을 고려하여 본교 2학
년 학생을 조기 선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졸업 즉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산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2018년 10월 하림그룹과 채용

연계형 적성 중심 인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7개월간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이
후 인·적성검사, 임원 면접 등 하림그룹의 공채
선발 절차에 준하여 22명의 학생을 하림
beSTAR 1기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
림beSTAR 1기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유기호 전무, 전주
대 양병선 부총장, 황인수 교육혁신본부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예비 하림인으로서 바른 인성
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
고 말했다. 이어, 격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하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의
동기 부여 특강으로 시작된 비저닝 캠프는 직무
멘토링 및 조직 생활에 필요한 리더십, 의사소
통, 창의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
성되었다. 특히 직무 멘토링에는 하림그룹 인사
팀, 디지털전략팀, 마케팅팀 임원이 직접 참여하
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설명하
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
과 하림그룹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하림
beSTAR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공동 선
발·육성하기로 했으며, 적성 중심의 우수 인재
육성 및 채용으로 연계되는 산학 협력 친화형 인
재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융합교육지원센터 박수정(sjsj@jj.ac.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1기 출범, 2박 3일 직무 교육 실시

하림그룹-전주대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발대식

▲제 목: flower / 2017 작 가: 박승환 교수(시각디자인학과 / shp912@jj.ac.kr)     
작가해설: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기 어려운 시대이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 시대에 그 구분도 모호하다. 어디까지 오리지널티를 지켜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어울릴 수 있을까? 조화를 촬영하였다. 

생화보다 더욱 선명함과 화려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편집자 주(註): 혼란스럽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청년 대학생은 혜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작가는 작품으로 지금의 세상과 시절을 표현한 듯하다.



중앙동아리 축제 ‘호러 델루나’
지난 1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생회관 앞, 삼각대 일대에서 제 3회 중앙동아
리 축제 ‘호러 델루나’가 진행됐다. 
7080, 복고 컨셉이었던 작년과는 다르게 이

번 중동제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호텔 델루
나’의 컨셉을 차용하여, ‘최고의 축제로 모십니
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또한 방탈출과 호러
분장 등 문화부스에 호러 분위기를 담아냈다. 축
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호러코스터’라는
호러 컨셉의 게임과 문화부스, 방탈출, 푸드트
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어 2부 오후
6시부터는 중앙동아리 DFC, 쉼표, 은하수, 오
늘은 쉽니다, UCDC, 맨인블랙의 공연과 초대
가수 황인욱의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
번 중동제는 전주대학교 동아리 활성화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한 전북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기
획됐다.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획부장 김희원은

“다양한 동아리의 장기와 재능을 펼쳐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축제를 만들고, 전주대
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와 사회적 약자가 함께
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전북 사회에 공헌하는 뜻
을 담아 기획했습니다. 중동제를 통해 전주대학
교의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알려, 중앙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더불
어 “어느새 중동제는 중앙동아리의 큰 축제로
자리 잡아 많은 학우님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를
위해 움직이는 단체인 만큼 동아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과 기회의 장을 열어드리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진 모두가 고
생한 만큼 축제의 현장이 빛나길 바라며, 학우
님들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한그루여행이 전주대 태권도학과에 ‘태권도
지도자 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주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

식은 ㈜한그루여행 최혁 대표와 전주대 이호인
총장, 문화융합대학 이상행 학장, 태권도학과
이숙경 교수 및 태권도학과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그루여행 최혁 대표는 “교육, 스포츠와 여

행을 융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에 태권도 명문 전주대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
이었다.”라며, “전주대와 함께 여행과 교육 그리
고 스포츠 분야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나갔
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와 한그루여행은 지난 6일에도 전주대

체육관에서 한·중 태권도 교류대회를 진행하
며 중국 관광객 500명을 유치해 전라북도 관
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한그루여행과 함께 태

권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대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전달해 주신 장
학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태권도 세계
화와 ‘교육·스포츠’ 한류 확산에도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시범’ 명문

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3회째
‘세계 태권도한마당 ’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대외협력홍보실 강할루 (zoe415@jj.ac.kr)

‘탐라는 제주, 너도 올레?’ 제주도 국토대장정

“국토대장정은 투자한 것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대학 생활의 꽃과 같은 활동
이라고 생각합니다.”제9기 국토대장정을
마친 유형진 임팩트 총학생회 기획실장이
남긴 말이다.
전주대학교 제9기 국토대장정 ‘탐라는 제

주, 너도 올레?’가 지난 7월 10일부터 19
일까지 9박 10일 동안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됐다. 총 참여 인원은 52명으로, 제
46대 총학생회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
해 선발된 학우들을 포함한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개인의 한계에 부딪
혀 보고 협동심을 기름과 동시에 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내륙 위주로 진행됐던 이전과는 다르게 제
주도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비가 오는궂은 날씨 탓에 일정과 코스를

수정하고 조기 출항을 해야 되는 등 어려
움이 있었지만 제주 도민 등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
었다. 
총학생회 기획실장은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
웠다. 부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정상에 올
랐다는 사실이 대단하고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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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실천하는 농촌봉사활동

제46대 임팩트 총학생회가 주관한 2019학
년도 제3회 전체농촌봉사활동 ‘농촌마을 토토
로’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간 고창, 군산, 남원, 정읍, 순창 총 5개 지역에
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농촌 체험은 물론 학
우들이 마을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갖길 바라는 의도로 기획되었으
며, 총 584명의 학우들이 참여했다.
더운 날씨에도 학우들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

을 돕기 위해 마을 일손 돕기, 마을 환경미화,
노후 건물 보수, 벽화 및 페인트 봉사, 교육 봉

사 등의 작업을 하며 적막했던 농촌 지역에 활
력을 불어넣었다.
총학생회 기획실장 유형진은 “더운 날씨와 고

된 노동으로 힘들었지만, 봉사를 위해 모인 학
우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심에선 경험 할 수 없는 농촌만의 색다른 경
험을 즐길 수 있으니 농촌봉사활동을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한그루여행, 태권도학과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주대 144학군단은 지난 6월 29일 재경 동
문회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학군단 후배들을 위
해 장학금 500만원을 내놓았다.
144학군단 총동문회 조성백 회장은 “장교의

길을 선택한 학군단 후배들이 기특하고 자랑스
럽다.”라며, “그들이 전주대와 144학군단의 일
원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학업과 군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
다.”라고 말했다.
학군단 총동문회는 학군단 발전을 위해 매년
꾸준히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으
며 지난 5년 동안 2,000여 만원을 기부해 왔
다.

대외협력홍보실 강할루 (zoe415@jj.ac.kr)

전주대 ROTC 총동문회, 학군단 장학금 500만원 기탁

편집장 이혜린(보건관리 17)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서 면함.
이상 8월 31일 

편집장 안혜란(일본언어문화 18)
정기자 김지은(법학 17)

유성훈(법학 16)
진정화(한국어문학 19)
배솔민(법학 19)

홍보부 국한별(산업디자인 18)
이민희(산업디자인 18)
김은지(산업디자인 18)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9월 1일

전주대신문사 

<사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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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학과(학과장 박현정)는 8월 29일부
터 3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취업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크게 기업 견학과 채용설명회,

그리고 동문 선배 멘토링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업으로는 패션그룹형지, ㈜위비스, ㈜시몬느
의 3개 기업이 참여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우리 대학 패션산업학과와

2005년 산학 협력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2억 2천 6백만 원의 발전 기금 및 장학금을 통
해 패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에서는 패션기업의 조직, 패션직

무 이해, 패션 소비 트렌드 등의 주제로 실무 임
원들의 특강을 듣고 본사를 탐방했다.
㈜위비스는 2009년부터 패션산업학과 학생

들을 위해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기업 중 하나이다.
㈜시몬느는 DKNY, 마크 제이콥스 등 글로

벌 가방 브랜드 제품을 OEM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자체 브랜드 0914의 플래그십스
토어와 핸드백 박물관은 건축적으로나 패션 교
육에 훌륭한 매장과 박물관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29일 저녁에는 패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 선배 16명이 참여하여 취업 멘토링
을 진행했다.
이날 동문 멘토로 참석한 03학번 박철 동문

((주)밀레 상품기획MD)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는 신설학과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들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렇게 후배들
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기쁘고, 저
역시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과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4학년 재학생 멘티 김지선 학생은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선배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으로 진로에 대한 막연
한 불안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고, 스스로를 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는

“동문 선배는 재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대부분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는 어렵지만 격년으로 진
행하며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 날 채용설명회를 주최한 ㈜위비스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3명의 인턴십 채용을
약속하여 취업 워크숍을 통해 실제 취업의 성과
를 거두기도 했다. 

패션산업학과(phj4@jj.ac.kr)

패션산업학과 기업 견학 및 동문 취업 멘토링 운영 수강신청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PC방에서
수강신청중

어떡해..
5분 남았다!

이번엔 
제발 성공하자!!

헉! 안돼!
정시에 눌렀는데

왜 벌써 다 찬거야!?

결국...제호는...
이번 학기

시간표도 망했다..
학생도 많고

졸업 이수 기준도
있으면서 수업이

적거나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쩌자는 거야?

유 승 만

방사선학과 / 영상의학

학 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 학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학대학 이학 박사

주 요 경 력
서울대학교병원 보건직 4급(방사선사)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방사선과)
김천대학교 조교수

최 현 욱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천연물화학 또는 식품가공학

학 력
경희대학교 이학 학사
경희대학교 이학 석사
Washington State University 식품학 박사

주 요 경 력
대상(주)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가공기술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 수 아

환경생명과학과 / 생물공학 

학 력
고려대학교 이학 학사
고려대학교 이학 석사
고려대학교 이학 박사

주 요 경 력
㈜ 풀무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Johns Hopkins University Research Fellow

심 세 보

건축학과 / 건축설계 및 계획

학 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ster of Architecture)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주 요 경 력
Beck Group, Project Designer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디플레이스주식회사 대표

진 연 경

생활체육학과 / 스포츠교육학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 학사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학 석사
중앙대학교 스포츠 교육학 박사

주 요 경 력
중등 교사(경기도 교육청, 체육)
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 학교체육연구소 연구원
경기대학교, 동국대학교 시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심 우 석

관광경영학과 / 관광여가

학 력
전주대학교 경영학사
전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주대학교 관광학 박사

주 요 경 력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전북경제연구원 연구팀장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원장

하 영 우

국어교육학과 / 국어학

학 력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국어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학 박사

주 요 경 력
국립국어원 연구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센터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이 주 원

영어교육과 / 영어학

학 력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 응용영어학 학사
경희대학교 영어학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언어학 박사

주 요 경 력
통사론 연구과제 박사급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김 희 주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교육

학 력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주 요 경 력
밀알학교 특수교사
중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시간강사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이 남 종

한문교육과 / 한시

학 력
서울교육대학 초등교육과(2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중문학 석사
서울대학교 중문학 박사

주 요 경 력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책임연구원
臺灣 國立中山大學, 객원연구원, 객원교수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겸임교수

황 혜 연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학

학 력
전북대학교 문학사
전북대학교 교육학 석사
전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주 요 경 력
전주대, 전주교대, 전북대, 우석대, 군산대 시간강사 
전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객원교수

신규교육임용대상자프로필

뉴스제892호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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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열정 캄보디아와 만나다!!”
이번 학기 해외 봉사 활동에는 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들은 5개의 팀으로 편성되어 두 달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캄보디아 팀은 꼬마비전센터와 뚤봉로 공립학교로 파견되어 유아 및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외 봉사 활동과
함께한 2019년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으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슴 한 편에 영원히 남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해외 봉사 활동
은 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교육·봉사·체험 프로그램이다. 2019년도 겨울에도 진행된다. 청년들이여, 도전하여 함께하고, 배우고, 나아가기 바란다.

<캄보디아>  ∙ 2019. 7. 23. ~ 8. 6.(13박 15일)       ∙파견 인원: 33명(학생 30명, 윤마병 단장, 최성만 인솔자, 최선희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목적
대학 건학 이념에 기반을 둔 실천하는 봉사인·도전하는 전문인 양성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가치 확장을 통한 바른 품성 함양과 자기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저개발 국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국위 선양 및 대학 이미지 제고와 韓스타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상호 이해 증진한다. 

주요 프로그램
- 무지개 교육팀(5명): 입체 얼굴 그리기, 걱정 인형 제작, 드림캐처 만들기, 퍼즐 맞추기 등         - 무지개 문예팀(5명): K-POP, 한국 동요, 릴레이 미션 경기, 미니 게임, 지점토 만들기 등
- 노아지원팀(8명): 전래 동화, 림보 게임, 부채 만들기, 손 씻기 및 양치 교육, 데칼코마니 등       - 뚤봉로팀(8명): 볼 풀공 놀이, 종이 인형 만들기, 다방구 놀이, 마블링 물감, 도미노 쌓기 등
- 베다니팀(4명): 전통 부채 만들기, 전통 놀이, 비누 만들기, 보드 게임, 비즈 팔찌 만들기 등       - 전체 활동: 화단 만들기, 평상 수리, 잡초 제거, 텃밭 만들기

2019년도 韓스타일 비교과 해외 프로그램 (하계 학생 해외 봉사 활동)

강선민(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3), 김경진(경영학과 2), 김민희(기계시스템공학과 2), 김선아(예술심리료학과 3), 김정현(시각디자인학과 4), 김지훈(관광경영학과 3), 남인경(간호학과 1)
노대인(한식조리학과 4), 박민수(호텔경영학과 2), 박장혁(중등특수교육학과 1), 박지영(관광경영학과 3), 박하영(경찰학과 2), 백송화(물리치료학과 3), 성진원(법학과 3), 안다빈(사회복지학과 4)
오엘림(사회복지학과 2), 유상아(사회복지학과 4), 유성훈(법학과 2), 유주희(사회복지학과 1), 유하종(소방안전공학과 2), 윤보화(법학과 2), 이재령(예술심리치료학과 3), 이한엽(경영학과 3)
이제술(영미언어문화학과 3), 이휘수(경찰학과 1), 임수진(간호학과 1), 정세리(시각디자인학과 4), 조현모(문헌정보학과 4), 천승재(간호학과 1), 최창원(운동처방학과 3)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사회봉사센터 최성만(jxsm1981@jj.ac.kr)

사회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봉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학생들의 모습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해외 봉사 활동은 다양한 학과의 학
생들이 ‘봉사’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프
로그램을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팀의 역동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공동체라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역할은 그저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
는 손으로 존재하면 된다. 짧은 만남 속에서 선생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부족한 인솔을 묵묵히 따라와 주는 학생들
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더 잘해 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이 늘 맴돈다.
누군가의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다. 그런 신뢰와 사랑

을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자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14번의 봉사
활동 인솔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내가 처음 해외 봉사 활동을 인솔할 때가 생각난다.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
에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다. 학생들보다 한 시간 늦게 자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나
의 하루 목표였다. 
해외 봉사 활동을 인솔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많은 경험이 생길수록 처음 인솔했던 그때의 마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다짐한다. 해외 봉사 활동을 처음 인솔할 때 그 마음가짐을 다음 해외 봉사 활
동에도 그대로 간직하며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고대한다! 

인솔자 최성만(사회봉사센터)

그 사람 그리워라
그 시절 드리워라

먼 곳에 우리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꽃의 향기를 맡으며
걷고 있다

우리는
각자 걸어가고 있지만
돌아볼 땐
여러 발자국을 본다

하지만 우리는 되돌아간다
한 가지 씩 각자의 짐을 털어놓고서

그렇기에 우린
이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단원 조현모(문헌정보학과 4)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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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누군
가 나에게 해외 봉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
거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 후 나도 언
젠가 해외 봉사를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과 동기들과 함께 지원서를 냈지만
나보다 더 준비돼 있고 간절했던 다른 분
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난 떨어졌다. 아
무런 준비도, 마음가짐도 돼 있지 않던 나
에겐 당연한 결과였다. 2년이 지나 작년
겨울, 해외 봉사에 다녀온 선배가 해외 봉사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설
렜다. 이번엔 꼭, 기필코 해외 봉사에 가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해외 봉사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봉사를 지원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다. 아이들을
좋아하기에 유아교육팀으로 지원했고, 난 노아지원팀이라는 팀에 배정받게 되었다. 노아지원
팀에 배정받은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고 감사했다. 2주 동안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어떤 훌륭한 말들로 설명을 해도 부족할 만큼 나에게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
다. 같이 동행했던 윤마병 단장님, 최성만 선생님, 최선희 선생님의 지도도 너무 감사하고 좋
았고, 캄보디아 팀원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다.
2주 간의 타국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

서 그런지 힘들지 않았다. 힘이 들 때면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의사소통은 물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아이들과 프로그램
을 진행할수록 말이 아닌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너무나도 따
뜻했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침마다 수업을 위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해맑게 뛰어와서
안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대학교 졸업 후에 누군가 나에게 대학 생활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경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2019년 여름, 캄보디아
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던 경험을 들려 줄 것이다.

단원 백송화(물리치료학과 3)

한없이 따뜻했던 여름

팀원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
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까?’였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재미가 없을까 하는 걱정들과 우리의 준비가
완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로 여러 프로
그램들을 고심했다. 우리 팀은 문예팀인 만큼
신체적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내
가 주교사를 맡았던 프로그램은 율동이었는
데, 유튜브를 통해 율동들을 익히면서 아이들
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잘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가르치
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나고 쉽게
율동을 가르쳐 줄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첫날부터 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섰다. 준비한 율동들을 가
르쳐 주자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밝게 웃으며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고 행복했다. 우리
가 조금 부족한 준비를 해 왔을지라도 아이들은 예쁜 미소로 우리를 반겨 주고 우리를 잘 따
라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아이들
기억에 아름답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봉사 활동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봉사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과연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
딪히게 되면 과연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내가 또 해외 봉사를 지원하고 싶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에어컨도 없는 더운 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고, 첫날 수업을 마치고 목소리가 변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는 앞으로의 남은 일정들
이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반겨 주는 아이들의 미소에 나도 덩달아 행
복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을 몸소 느끼는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주던 목소리, 서툰 한국어 인사말, 꽃을 따다 건네주던 손길 등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
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았던 해외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이다.

단원 임수진(간호학과 1)

행복이란 선물

내가 해외 봉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2가
지이다. 첫 번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
기 때문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사람들
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성장하기 위해 지원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아동 복지의 길로 가
고자 하는 사회복지 전공생으로서 아동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해외 봉사 활동을 준비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고민하고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피드백하며, 수업을 진행한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시
간이었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 수준과 환경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나의 환
경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 감사했다.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시간의 분량과 캄보디아 유치원에서 준비된 시간이 달랐던 것, 낯선 환경

에서 조금씩 예민해졌던 마음, 단수되고 전기가 끊기고 핸드폰 없이 지냈던 순간들이 그저 불
평하는 시간이 아닌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단원 오엘림(사회복지학과 2)

감사의 나날들

캄보디아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환경도
좋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지만 우
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밝게 웃고, 더 행복
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나라 아이들도 작은 것에 행복해
하고, 작은 것에 보람을 느껴 기분 좋게 웃
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생활은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광경들을 볼 수 있어 놀
라웠습니다. 길에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전에는 ‘같이’의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혼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의견을 나눌 필요도 없고,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도 없을뿐더러 책임도 혼자 지면 그만이기 때
문에 뭐든 혼자 하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나서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고, 그 일을 해내었을 때 그 기쁨은 나눌
수록 커져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마치 자신을 뽐내기라도 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빛나
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
고, 성장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13박 15일 동안의 해외 봉사 활동은 힘들었지만 정말 뜻깊
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단원 김경진(경영학과 2)

‘같이’의 가치

해외봉사제892호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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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한일 무역 분쟁이었다.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과 한국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이유에 대하여
“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의 재검토”라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긴급 국무 회의에서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외교전의 양상도 띠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외교 분쟁을 지나온 과정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글: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 일러스트:국한별 기자(01873008@jj.ac.kr)

““

““

무무역역  분분쟁쟁  속속에에서서  내내세세운운 ‘극일’무역 분쟁 속에서 내세운 ‘극일’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
이 제조에 핵심이 되는 소재 중 3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폐지하기로 발표하고
7월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출 규제가 시행
되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가 일반 포괄 수출 허가에
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되는데, 일반 포괄 수출 허가는
해당 수출 건에 있어 3년마다 일괄적으로 수출 심사를 받
으면 되지만, 개별 수출 허가는 수출 건별로 6개월마다 심
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된 소재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 처리를 통
해 열 안정성과 강도를 강화한 필름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와 반도체 패키징에 쓰인다. 포토레지스트
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이며, 에칭 가
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의 불화수소이다. 3품
목 모두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각각 90%, 90%,
70%로 일본이 독점해 왔던 핵심 소재들이다. 우리나라도
최대 94%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
서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했었고 한국 기업들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정보를 듣고 일
본으로 건너가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이
지난 시점에서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2건, 에칭 가스 품목
에 1건의 수출 허가가 났다. 기업들도 해당 소재들의 국산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난도가 매
우 높아서 국산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나왔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수출 허가가 한 건
도 나지 않았고, 당장 일본산 소재를 전부 국산화하기는 불
가능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계기로 한국 기업이 완제품
을 많이 팔면 일본 기업이 배가 부르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을 의결했
다고 발표했다. 백색국가란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허가 절차에 있어서 우
대를 받는 국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이 수출될 때 제
품에 안보상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만,
자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라고 판단할 때는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수출 시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백색
국가는 일종의 우대 조치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1,120개
의 품목을 전략 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별 허가
대상인 263개의 민감 품목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모두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비민감 품목이
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여 개별 허가 방식으로 지정하면 바뀌
게 되는 ‘캐치올 규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별
허가 품목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받은 반도체와 디
스플레이 관련 소재 3개만 있었다면, 갑작스럽게 857개
품목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
고 발표했지만, 언제든 안전 보장의 측면을 들어 수출을 지
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쥐게 되었다.

그러면서 8월 7일, 시행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도
함께 개정했다. 골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구
체적인 방안이었다. 기존 일본의 수출 상대국 관리 분류 체
계는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구분하고 백색국가에는
비민감 품목에 대해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적용했었다. 개정
된 시행세칙에는 수출 상대국을 4그룹 각각 “A”, “B”, “C”,
“D”로 나누고 A그룹을 기존의 백색국가 지위를 가진 국가
로 구성했고 기존 백색국가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6개국이 배정됐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유일한 백색국
가였던 한국은 B그룹으로 강등되어 비백색국가가 되었다.
B그룹은 비민감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받는다. 특별 일반 포
괄 허가란 자율 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
gram)을 이행하는 일본 기업이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에
비민감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 없이 3년 단위 허가를
내 주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이 거래하는 일본 기업은 대
부분 CP 인증을 받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
만,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박 논리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한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다. 8월 12일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
서 전략 물자 수출 지역 구분 변경에 따라 일본을 백색국
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금
번 개정안에서는‘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
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국 중, 국제 수
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
가가 포함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
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
했다.

그리고 추가로 8월 22일,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
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체결한 상호국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
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
한 협정으로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군
사협정이다. 군사 기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분계선
인근 정보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등 2급 이하의 기밀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일본은 미사일에 대한 연구 자료 등
을 주로 공유했었다. 

일본의 규제로 시작된 무역 분쟁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
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국가안보실 브리핑에서도 일본
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
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
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
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열린 긴급 국무 회의에서 외교
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
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
부와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

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
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연이은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
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의 의지를 내비
쳤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
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과 달리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

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어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극일’을 위해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하면서 정부
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
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극일’

경제와 사회 제892호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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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낱말퀴즈
“공차 1만원 상품권”

* 카톡플러스 ‘전주대신문사’로 친구 맺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

1.
1.

2.

2.

3. 3.

5. 5.

4. 4. 7.

7.

6. 6. 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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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1973년 개봉한 공포영화로, 퇴마사를 뜻하기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귀신 퇴치 영화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2. 미국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속 악당을 섬겨 도와주던 노란 조수들.
3.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4.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일컫는 단어.
5. 동양의 정술학 용어 중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가진 살, 호색과 음란을 뜻하기도 한다.
6. 핵질이 핵 전체의 대부분을 점하고 염색질이 소구로 되어 있는 것. 
양서류의 난세포 핵에서 볼 수 있다.

7. 크레인 구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리모컨으로 
촬영을 조정하는 무인 카메라 크레인.

8. 추석의 또 다른 말로 음력 8월 보름날을 가리킨다.

세 로

1) 올해 개봉한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로 배우 조정석, 윤아가 
출연했다.

2)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가져왔다.

3) 섣달그믐날 한밤중부터 정월 초하룻날 아침 사이에 사서 걸어놓고 
복을 빌었던 조리.

4)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를 이용하여 힘을 과시하는 
기예이다.

5)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한지로 선지라고도 한다.
6) 1998년 9월에 설립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
7) 망상장애라고도 불리며,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다.
8) 괘씸하고 얄미움, 또는 그런 것.

음식, 뷰티, 일상 등을 주제로 만
든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에 올리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
들이 많아진 요즘, 일반인부터 연
예인까지 제작자의 범위는 광활하
다.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1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뿐히 넘기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지난 해 교육부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와 교원 등 4만 7886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꿈으로 유
튜버가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
만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뷰티, 패션, 생활 지식 등 콘텐츠
주제와 촬영을 위한 스마트 기기, 시간만 있다면 성별이나 나이 등에 구제받지 않고 누구나 크리
에이터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영상 매체로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학
생들이 선호하는 검색 매체 역시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다!

■ 저작권 지키기!

■ 우리는 문화 크리에이터!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에 따르는 인
터넷 속 비윤리적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중 하나인 저작권 문제는 점
점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그만큼 지켜지
지 못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9년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해 조사
한 결과 1위인‘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에 이어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2위에 올랐다. 1인 크리에이터가
기존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영
화, 방송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타인
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미디어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그
에 따른 윤리적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8위를 차지한
‘공연저작료 등 기타’의 경우 음악 저작권
사용료 등의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좋은 의도로만 사용된다면 더없이 좋을
미디어 플랫폼은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소비자가 미
디어 제작자의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지식 정보들을 얻
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비난 행위를 자
제하고,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구분
하여 소비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글: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일러스트:김은지 기자(mwsl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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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체가 활발한 세대,
의식 다지기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1993년 건축공학과로
시작하여 2002년에 건축학 5년제로 변경, 올해
로 17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전임
교수와 13명의 겸임교수가 건축 설계를 위주로 심
도 깊은 실무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는 두 번째 ‘건축학국제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국
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를 배출할 수 있는 학과
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 공모전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우수
상(2등)을 수상하고, 2018년 전남도시디자인대
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 규모의 전공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명의 건축기술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취업률 85% 이상을 유지하
는 등 우수한 건축인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건축을 발전시킬 인

재의 요람이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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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주대 건
축학과는 인간의 삶, 나아가 사회·역사 환
경을 이해하며 그런 인간을 위한 건축적 공
간을 디자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및 기술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우리 건축학과의 특징이다.

2019년 7월 3일 오프닝 행사를 진행한
본교 건축학과 건축전은 ‘공간을 공유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
북 군산의 도시적, 건축적, 사회적 특징을 찾
아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부각시킬 수 있
는 주제를 정해 작품을 설계했다. 군산의 새

로운 주거 복합체를 상상하고 경제·산업에
주목하며 계층별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또,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 및
정치적 요인들과 인구 감소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군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졸업 설계를 통해 주제를
찾고 연구, 토론하며 사람의 문제의식, 비판
적 사고를 갖춘 예비 건축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다.

Q. 건축학과 졸업전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신용(13학번): 학과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

지 배운 건축 설계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생각과 창의력을 내세워 졸업작품을 만듭니다.
이번 19학년도 졸업 전시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문제점과 진행 중인 사업, 여론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의문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결 방안
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분석했습
니다. 동시에 군산의 일상성, 상업성, 역사성,
자연, 문화 5가지 키워드와 공유라는 주제에서
해석하며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군산의
모습을 구상하고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 건축
적인 해결점 제안으로 작품을 제작 및 전시해
표현했습니다.

Q. 본인의 졸업전시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종부(17학번): 제 졸업 작품 ‘그루터기’는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며 증가하는 독거노인 문제 해

결을 위해 군산시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 및 복
지 시설 개선하여 공동체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계획안입니다. 

Q. 건축학과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강신용(13학번): 건축학과의 장점은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밤샘 작업이 잦다 보니 함
께 작업하는 동기나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부스 공간이 마련돼
공강 시간마다 본인의 자리에서 쉴 수 있고, 5
개의 강의실이 모두 가까이에 있어 강의 간 이
동이 편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강신용(13학번): 저도 학과 생활을 마냥 잘했다

고 할 순 없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
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몇 개 말해 보자면,
좋은 건축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좋은

건축물들을 자주 보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희 학과 특성상 밤샘도 많고, 겉으로 보면 모형
만드는 일이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
할애나 냄새 등 힘든 점이 많습니다. 굳이 단점
까지 말하는 이유는 입학해서 한 학기만 다니고
‘나랑 너무 안 맞아’,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해 휴
학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부(17학번):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 몸은 힘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학기를
보내고, 완성되는 작품들에서 오는 뿌듯함과 재
미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Q. 건축학과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강신용(13학번): 건축학과는 저에게 집입니다.

자고, 쉬고, 씻고, 밥을 먹기도 하는 편안한 집
과 같은 곳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건축과를
나와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과이자 꿈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
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남아서 시원하지만 섭
섭하기도 합니다.

김종부(17학번): 건축학과는 제 자신을 변하게
한 학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체
성이 없던 저에게 배움의 재미를 알게 해 주었
습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꿈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김종부(17학번): 앞으로의 꿈은 사람들을 행복

하게 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건축으
로든, 제 개인의 능력으로든 저를 통해 사람들
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건축학과 학생 
인터뷰

‘공간을 공유하다’

건축학과 제 25회 졸업전시회

임용민 학과장 인사말



경배와찬양학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신실한
목회자, 선교사, 예배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17년의 시
간을 보내고 있다. 경배와찬양학과의 학생들

과 교수진은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
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예
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
림치며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

경배와찬양학과는 학기 중 아침과 저녁 기
도, 목요집회를 통해 영성 훈련을 진행하고
신학과 예배예술학이 균형을 이룬 학문의 과
정, 마지막으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통해 학생

들이 배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방학 중 캄보디아 씨엠립 경배
와찬양 예배 캠프, 소년원 성경 학교 지원 사
업, 개교회 캠프 지원 등을 진행하여 학기 중
에만 진행하는 훈련이 아닌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자발적으로 완성해 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의 예
배 인도자,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는 목회자,
목회적 자질을 갖춘 선교사, 전문성을 갖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무
르익어 가는 계절이 되었습니
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면
서 경배와찬양학과 학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방학에도 캄보디아 씨엠
립, 소년원, 창조과학캠프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사역은 방

학 중에는 오프라인으로 현지에 들어가서 예배 사역에 대
해 가르치는 실습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실시간으로 캄
보디아와 연결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로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이 사역은 단기 선교에만 머물
렀던 선교를 지속 가능한 해외 선교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진행한 소년원
성경 학교 지원 사업은, 잠시 동안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
의 시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
양한 국내 캠프 사역을 통해 학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점
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배와찬양학과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의 예
배자,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길 소망합
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통해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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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선교 목적과 일정에 대해 소개 해주세요.
이예슬(16학번): 저희 단기선교팀은 캄보디아
씨엡립 지역에 예배팀을 세우기 위해 2017년
부터 여름 방학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제까지의 단기 선교가 예배팀의 마음가짐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을 알려 주었다면 이번에는 캄
보디아 현지인들이 스스로 예배팀을 이끌고 나
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
다. 오전에는 M.K.(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했
고, 오후에는 앙상블, 리듬 훈련, 파트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간에 찬양과 기도집회를
했습니다. 첫 단기 선교 때는 저희 단기선교팀
에서 예배인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현지인들이
예배인도를 했습니다.

최은혜(17학번): 저희 소년원 사역은 이 땅의 위
기청소년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참 빛
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2019년도 소년원 여름
성경학교사역은 8월 6-9일 동안 전주소년원
에서 진행됐습니다.

Q. 선교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예슬(16학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비

전이 선교사였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집을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최은혜(17학번): 3년 전 반주자가 필요하다는
선배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
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제게 보이셨고, 제게
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선배의 사역
을 물려받아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소년원이라는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습
니다.

Q. 선교에 다녀온 이후 깨닫게 된 것이 있나요? 
이예슬(16학번): 다녀와서 ‘주 안에 우린 하나’라

는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분
만 바라네”인데, 제가 직접 가서 본 현지인들은
모습과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찬양하는 마음과
모습, 열정은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은혜(17학번): 사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에는 힘든 사역이지만 당장의 열매가 아니더라
도, 혹 저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저는 알지 못하는 때에 맺힐 열매들을 기
대하고 바라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는
베풀고 섬기다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사랑의 자리
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소년원 청소년들에게도
마냥 사랑하기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역

중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정
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
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물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
게 하셨고, 저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
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싶습니다. 

Q. 지금 가장 생각나는 일화가 있나요?
이예슬(16학번): 저는 파트별 교육을 할 때 파
워워십댄스라는 파트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단
기 선교의 마지막 시간인 발표회 시간에 학생
중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할 때가 생각이 납니
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함께 온 단기선교팀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
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이야기했습
니다. 그 말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더욱 심
어 주었고, 또 이 단기 선교에 대해 더욱 기도하
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혜(17학번): 성경 학교 기간 중에 성경책을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 성경 학교 특성
상 점심시간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말씀을 읽어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편 한 장을
읽기로 하고, 저는 읽어 오기만 해도 너무 고마
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오후 시간을 맞이했는데, 학
생의 이름표에 자기가 손수 적은 말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오라 한 부분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친
구들은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갈급함으로 먼저
성경을 열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그 일을 잊
지 못하고 있습니다. 

Q. 경배와찬양학과는 한마디로 어떤 학과인가요?
이예슬(16학번): ‘하나님의 군사들을 키우는 군

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
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 보진 않았지만, 선임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곳이라고 많이 들었습
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
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혼자가 아닌 동역자, 공
동체와 함께 도우며 동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 군사들을 키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혜(17학번): 쉴 수 없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 저는 그냥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
을 텐데, 경배와찬양학과에서 매일 말씀묵상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으로 떠나가는 걸 그냥 보지 못 하시고 그
말씀묵상들과 예배를 통해 붙잡으시더군요. 이
번에도 방학 숙제로 말씀묵상을 매일매일 하며
다시 느꼈습니다. 쉴 수 없는 훈련의 장이라 너
무 감사하다고요!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경배와찬양학과 학생

인터뷰

‘미래의 사역사를 꿈꾸며’

경배와찬양학과

김장순 학과장 인사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전주대학교의 이름을 높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나이다.

저희가 딛고 있는 이 곳을 땅 끝으로 여기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시대적 압력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을 가리는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 뜻과 다르다 하여 내 동료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은 분주함 속에 약한 자, 작은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주여!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어, 저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에도 
내 학생과 내 동료의 눈물을 닦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자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릎 끓고 
기도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수선교회장 최지은 교수(교육학과)

전라남도 영광(靈光), ‘깨달음의 빛’이
라는 이름처럼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
영광은 종교박람회장 같다. 백제 불교
가 영광군 법성포구를 통하여 들어왔
다. 중국 동진을 거쳐 법성면으로 건
너온 인도 승 마라난타는 불갑사를 세
워 이 지역에 불교를 전파했다. 마라
난타가 처음 땅을 밟았다는 법성포 진
내리 좌우두에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
지라는 의미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
다며 성역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
다. 

▼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백
수읍 길용리. 원불교 교조(敎祖)인 소
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탄생한 마을이
다. 이곳은 마을 전체가 원불교 영산
성지로 조성되어 있다. 원불교 신자들
은 이곳을 ‘개법 성지’라 하여 매년 수
만 명이 순례하고 있다. 또한, 영광에
는 군데군데 향교가 있어 유교의 영향
역시 만만찮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런 영광군의 종교 인구의 분포이다. 전
체 종교 인구 15,875명 가운데 과반
수를 넘는 9,129명(57.5%)이 기독
교 신자이다. 이에 비해 불교는
3,044명(19.2%), 원불교는 1,791
명(11.3%), 기타가 377명(2.3%)이
다. 천주교 인구가 1,533명(9.7%)임
을 감안하면 영광군은 우리나라 그 어
느 내륙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높다. 이
런 복음화가 이뤄지기 위해 순교의 역
사가 있었다. ‘영광이 진정한 영광’, ‘하
나님의 빛이 넘치는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와
야월리에 위치한 염산교회와 야월교
회. 한국전쟁 중에 오직 ‘예수 믿는 반
동분자’라는 이유로 77명과 66명의
성도들이 매장되고 수장당했다.

▼ 유진 벨 등 외국인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들이 흘린 피로 꽃피
고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의 부흥, 개교회에 주신 하나
님의 비전들이 결국 이런 믿음의 선진
들이 뿌린 피의 결실이지 않는가. 뿌
리를, 근원을 잊고 지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
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
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계2: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10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
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갈고닦아야 하는지 알게 되
었습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에서 2019년도 학생

소그룹 선교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년(2018년)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 정식 진
행되었으며, 학기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교
재학생 중 선교유적지 답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장 지도자를 포함하여 국내, 국외팀
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올해 실시된 2019-
1학기에 신청한 팀들 중 국외(러시아, 일본) 2
팀, 국내(여수, 순천 등) 5팀이 선발되어 이번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 선교유적지 답사를 다녀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유적지를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
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국내팀 중 순천으로 다녀온 팀(팀명:“I`m
Christian”)에 대한 내용이다. 
‘호남지방 선교 역사 탐방’이라는 주제로 호남
동북권지역의 선교 역사를 이해하고자 순천으
로 지역을 정했으며, 이곳에 있는 순천기독교역
사박물관, 프레스톤 선교관, 조지 오츠 기념관
을 돌아보았다. 

이 중 특히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은 호남 기
독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호남 동부권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독교 정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더불어 순천만을
방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
움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다. 

<<소감>>
팀장 남지구(사회복지학과 4학년) : 곳곳을 돌아다
니며 방문하고 느낀 것은 ‘감사함’과 ‘닮음’이었
습니다. 요즘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때 우선 내
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때도
있으며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우선 베풀고 보는 상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하
려 노력하며 선교 활동을 한 흔적들을 보면서
남은 대학 생활 동안에 채플팀과 대학교회 활동
을 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때 나의 기준
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독
교인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 김경민(영어교육과 4학년) :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
었으며, 그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 보았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
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시금 깨달아 감사했습니다.

<국외> 
국외팀 중 러시아로 다녀온 팀(팀명:쓰바시바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가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순국선열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
지고 현지 러시아의 정교회를 알며 현지 기독교

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갔다. 이
들이 간 장소로는 고려인문화센터, 대한민국임
시정부 이상설 유허비, 최재형 생가 및 기념관
등이 있다. 

<<소감>>
팀장 이찬희(기독교학과 4학년) : 최재형 생가 및

기념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을 둘러보
며 본 최재형 선생님의 삶은 저에게 참된 그리스
도의 모습을 알려 주셨고,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
해 드러나는 것임을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
다. 다시 삶으로 돌아갈 때 러시아에서 느꼈던
것들을 삶으로 풀어나가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광복을 선교로 두었던 것
처럼 나의 삶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낮은 모
습으로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팀원 이예슬(경배와찬양학과 4학년) : 러시아에 있
는 현지 교회에 방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러
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어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다른 언어들로 같은 찬양을 들으니 ‘주 안에 우
린 하나’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
고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로서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복
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1학기 학생 소그룹 선교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2019-2학기 성품채플 시작에 앞서
성품채플 리더 워크숍을 진행했다. 8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총 3차에
거쳐 진행되었다. 강사는 이진호 목사(전
주대학교 객원교수, 전주동현교회 담임)

로 채플이 실제 진행되는 스타센터 하림
미션홀에서 진행되었다. 참여한 리더로
는 지역 교회 목회자 및 성도, 선교 단체
간사 및 청년 리더 약 300여명이 참여
하였고, 2019-2학기 채플일정 및 진행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가 이뤄졌다.
이 리더 워크숍을 통해 채플 운영에 대
한 비전을 공유하고, 주제별 성품 훈련
교육 시연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캠
퍼스 복음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교회 연
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2학기 성품채플 리더 워크숍 

기 도 문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
행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
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
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역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
하고 있다.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서 전주대학
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
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일 시 설 교 자
9월 19일(목) 장덕순 목사
9월 26일(목) 장덕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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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학기까지 사도 바울에 이어 베드로를
연재하던 중, 지난 5월에 미국의 역사 유적지
를 찾아보고 왔기에 그 감동이 식기 전에 이를
우선 몇 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독자들의 양해
를 구한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기독교 역사 현장을 찾
아보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예수님
의 역사 장소와 제자들의 흔적을 찾아 에베소,
고린도, 로마 등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 기독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세계 곳곳
을 돌아보았다. 
이와 같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테마 여행을

했었고 그래서 ‘거의 다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다. 두 가

지 태마가 빠진 것이다. 하나는 전주 선교가
태동된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와, 또 다른 하나
는 미국에서 1700-1800년도에 일어난 ‘대
각성 운동’이었다. 그런데 맥코믹신학교를 다
녀오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
각성 운동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
고 시카고, 보스톤, 코네티컷 등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지인이 오랜만

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미국에 한번 오지 않
겠냐는 것이었다. 그 편지에 답을 하면서 미국
을 갈 계획은 하고 있다고 했더니, 며칠 후에
그렇잖아도 언젠가 나를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미국 왕복 항공권을 보내왔

다. 그리고는 미국 어디를 가 보고 싶으냐고
물어왔기에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전주 서문
교회를 세운 테이트선교사가 졸업한 맥코믹
신학교와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휫
필드(George Whitefield), 조나단 에드워드
(Jonathan Edwards) 그 리 고  무 디
(Dwight L. Moody) 부흥사 등 세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그랬더니 지인은 대각성
운동 관련 지역을 전부 검색하여 나를 위한 탐
방 스케줄을 만들어 보냈다. 
이리하여 지인 덕분에 예상 외로 미국행이
빨리 이루어졌다. 드디어 5월 1일 출발, 13시
간여 만에 미니아폴리스를 경유하여 세인트루
이스에 도착하였고, 지인의 집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동네 풍
경이 궁금해서 밖을 나섰다. 문 밖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종종걸음 치고 있었고 청설모는
부지런히 나무 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주택가에서 보기 쉽지 않은 광경이다. 숲속 같
은 이 동네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가
였고 평화로운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20여분
걸어가면 공원(Forest Park)이 있는데, 안내
한 John Wagner씨는 이 공원이 뉴욕 센트

럴 파크보다 2-3배 크다고 한다. 아침 산책
나온 가족 역시 평화로운 모습이다. 
먼저 세인트루이스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였

다. 우선 넓은 포레스트 파크에 있는 역사박물
관에서 이곳의 역사를 보았고, 게이트 아취 꼭
대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시내를 내려다보았으
며, 아취 지하에 있는 서부개척박물관에 생생
한 서부개척 당시를 보았다. 구 법원 박물관에
서는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미국 탐
방을 시작하였다. (계속)

교회사박사 김천식 (joayo7kim@hanmail.net)

서부개척의 관문 세인트루이스

▲ Gate Arch에서 내려다 본 세인트루이스 시내 전경, 사진 중심부에 있는 푸른색 돔 
건물은 남북전쟁 전에 첫 노예해방 재판이 열렸던 구법원이다.

진리의 샘

내가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기독교 진리의
실천적인 핵심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제
한적인 수식어나 서술어가 없다. 사랑은 모
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항
상 실천해야 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
라도 최소한 인생의 등대로는 삼고 그쪽으로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의 종교적 책무를 맡은 교회는 모든 사
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신분들, 모든 민족
들, 모든 나라들을 사랑해야 한다. 과거에 우
리의 국권과 민족성을 탈취한 일본도, 잔혹

한 전쟁을 일으키고 동포를 무참히 학살한 북
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분단에 일
조한 미국도,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가장 오랫
동안 괴롭힌 중국도, 교회를 핍박하는 극단
적인 이슬람 단체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

요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대
표적인 선지자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
망시킨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으나 민족주
의 사상이 골수에 박혀 즉각적인 불순종을 택
하였다. 억지로 순종한 이후에도 십이만여 명
의 니느웨 시민에게 멸망이 아니라 용서가 주
어지자 요나는 민족적인 분노가 타올라서 용
서의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는 오만한 광

기를 발산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당당하게 출두하여 재
판을 받고 그의 탄핵을 외치지 않으셨다. 자
신을 죽이려고 한 헤롯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
닌 에돔 출신의 무자격자 운운하며 하야를 합
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으
셨다. 이스라엘 땅을 군홧발로 짓밟고 자신
에게 죽음의 채찍질을 가한 로마 군인들도 복
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의 죄도 대신 짊
어지며 용서를 구하셨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
랑하되 자신의 생명도 그 사랑의 수단으로 삼
으셨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
해야 한다.

기독교의 정수는 사랑이다 1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미국편(1)

11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 서부개척 출발 기념 Arch, 세멘트
구조물 같지만 안에 승강기가 있다.

▲ 게이트 아취 아래에 있는 서부개척 박물관

신앙과 선교제892호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12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는 전주대학교와 그 주변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우리 학교
를 순찰하는 경찰이 있는데 바로 김윤동 경찰이다. 김윤동 경찰은 전주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현
재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을 꿈꾸게 된 동기와, 전주대를 순찰하면서
느낀 문제점 등 여러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경찰을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학을 진학하기 전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개설된다 하여 대학 진학과 함께 경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경찰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경찰행정학과와 법학과를 복수로 전공하며 자연스럽게 일반 공채 경찰 시험에 대한 과목 및

관련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 주변에 있던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는 등 관련 자
격증 취득과 축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체력 단련도 했습니다. 특히 재학 당시에는 평화관 내
고시반에서 관련 시험 과목에 대한 학습 및 동영상 지원을 받았던 것이 공채 시험에 많은 도
움이 됐습니다.

Q. 전주대를 순찰하신다고 들었는데, 순찰하시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이 갖는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

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일 때에는 사회적으로 사법 기관에서 대학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학
내 순찰 및 필요 시 제복 경찰관 배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는 그런 인식
이 변화되어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 대학 내 경찰 관련 동아리(캠퍼스 폴리스)와의
연계 순찰 및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한 범죄 예방 접근 등의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Q. 일상생활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어 주의해야 하는 범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성 관련 범죄 중 강제 추행 문제가 있는데,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만

지는 행위들이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
을 올리는 등 가벼운 접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성적 수
치심을 느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분실한 타인의 물건을 반
환하지 않고 가져가는, 일명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면 이를 가져가
지 않고 경찰 기관 등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역시 조심해야 합
니다. 각종 매체(문자, 광고, 어플, SNS)를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상대방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넘
겼다고 해도 이는 범죄 조직의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
다.

Q. 교내 및 학교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는 무엇이며, 그 예방법과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행 및 그에 부수된 범죄인 것 같습

니다. 그런 사건들은 예견되어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우발적 동기들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건에 부득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될 예견이 보인다면 우선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 행위가 오고가기 전에 경찰들이 사전에 입회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안타까운 쌍방폭행 사건들을 보면 처음부
터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을 휘두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싸움을 말리려다 의견이 통하지 않
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력을 행세하다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경찰을 꿈꾸는 전주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전공자·비전공자를 불문하고 전주대학교 출신의 경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경찰을 꿈꾸는 건지에 대한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
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경찰에 입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시험이 상대 평가이
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경쟁률과 합격 기준 점수(커트라인)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가지고 공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험 기간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해당 과목들이 경찰 입직 시 도
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겐 좀 더 끈질긴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동안 ‘우보천리(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의 자세를 견지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
면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 파이팅!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 서부지구대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김윤동 경찰

전주대를 지키는
동문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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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긴 추석명절을 보내고 2학기가 새
롭게 시작되었다. 금년 추석이 다른 해보다
일찍 찾아와 어느새 가을이다. 2학기 강의
가 시작하는가 싶더니 바로 명절을 보내 어
느덧 9월 중순이다. 세월의 빠름과 무심함
을 실감할 수 있는 듯하다. 청년 대학생은
3월 개강 후 여름방학을 보냈고 이번 2학
기를 마치면 1년이 지나서 인생의 황금기인
대학생활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난 1학기와 여름방학을 생각해 보면 계
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시간이 지나버린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
번 2학기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
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꼼꼼한 실천
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은 전공교육과 함께
인성과 영성의 육성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어
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화한
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이 중심
을 잡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행동할 수 있
어야 하며, 이는 학문탐구와 내적성장을 통
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대학생활은 청년 대학생이 내일의 삶을 준
비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 후 진
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함께 목표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2학기에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곳에 입
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이를 이루기 위한
치열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준
비는 한 학기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
기에 대학생활 전체의 기간을 단계별로 구
분하여 한 단계씩 차분하게 준비하고 성취
해 나아가야 한다.

권학문(勸學文)에는 소년이노학난성(少年
易老學難成), 일촌광금불가경(一寸光陰不可
輕)이라는 문구가 있다. 나이를 먹기는 쉬우
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한 순간의 짧
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내용이다.
청년 대학생들이 잊지 않고 학문탐구와 자
기개발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끊임없는 학문탐구와 치열한 자
기개발을 통해 하루하루 발전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잊지 않기를 기원하며 2학기 면학(勉
學)을 권(勸)한다.

면학(勉學)을 

권(勸)한다.

대학언론의 가치

교수칼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했다. 시
인, 소설 혹은 시나리오 작가, 작사가, 기
자 등등. 단 한 번도 글을 쓰지 않는 직
업을 꿈꾼 적이 없다. ‘펜은 칼보다 강하
다’라는 말이 있듯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

었다. 자연스럽게 기자를 꿈꾸게 됐고,
입학 전부터 학보사는 대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의 첫 번째 꿈이었다. 친구들이
동아리를 고민할 때 홀로 학보사를 찾았
다. 신입부터 시작해 정기자, 편집장이
되기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기사
들을 썼다. 나의 젊은 날의 생각과 경험
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
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기사 형태로
주변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이렇게 기자 활동을 하며 얻는 게 많다

고 느낀 만큼 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
한 관심이 안타까웠다.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대학언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
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학언론

에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는
다. 대학 신문은 대학의 성격과 특성, 학
교 정책 및 이슈는 물론 학생, 교수, 직
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근황을 표시해 주
는 거울이며 대학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소속감, 편의
성, 자존심을 함양시키는 것 역시 대학
언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대학 언론이 항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대학 신문이 발전하고, 학생들

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노
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에 주요 독자인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
다. 학생 기자들의 노력에 학생 독자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대학 언론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

들을 기록물로 남기고, 주변 학우들과 공
유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존속
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나
눴으면 좋겠다.

기자칼럼

휴가에서 시작된 몇 가지 생각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 요즈음의 더위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0여 년 전만 해도 30도
가 넘으면 덥다고 했는데 이제는 30도
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35도는 되어
야 덥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작년만
은 못해도 올해의 더위도 만만치는 않았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휴가를 떠난다.
휴가철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가지요금이다. 그래서 일부 언
론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무서워서 “호캉
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해외에
가는 것이 싸다”는 여행자들이 불만이 있
다고 보도한다. 그런데 바가지요금이라
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시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
하게 비쳐진다. KTX나 항공 요금은 주
말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올려 받는 정책
을 펴고 있으며 호텔 요금 등도 비슷하게
설정되는데, 이는 수요자나 정부도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받
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할까? 일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수요자는 정상요금
의 30%, 숙박업자나 음식점주 등은 정

상요금의 2~3배라고 한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바가지요금이라는 정의되지 않는
말이 통용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며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
가 많다. 괜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를 나
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익을 최대화하

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최대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익을 단기적
으로 생각하느냐, 혹은 장기적으로 생각
하느냐에 따라 가격의 인상폭은 달라질
것이다.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
을 손님에게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윤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
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손
님(혹은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킬 가능성
이 있는 손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실제로는 합
리적이다. 이는 윤리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
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의 생
각이 당연히 옳을 것이다. 일본은 일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5%이상 높
으며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앞선 나라이
므로 일본과 경제적으로 대립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적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할까? 우리가 이번에 양보했으니 일
본이 앞으로는 유사한 건에 대해 양보할
까?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게 될
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다. 지금까지 살면
서 이 말이 대부분 옳다는 것을 실감한
다. 하지만 언제나 참는 것이 능사는 아
닐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언제 우리가
참지 않는가이다. 나는 반드시 지금이 우
리가 참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
마저도 철없는 짓이라 나무라는 일부 꼰
대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들과는 달리 일본의 위세
에 겁먹는 대신 일본과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서 자신의 분노를 소박하게 표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빨
리 한일관계가 동등한 동반자적 협력 관
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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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holiday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mong
them is Chuseok in Korea, whose other
names are Hangawi and Jungchujeol.
According to the Encyclopedia of Ko-
rean Folk Culture, Chuseok refers to
the full moon of the eighth lunar
month. It is the best night in autumn
when the moon is exceptionally bright,

and the harvest is gathered. There are
similar holidays in other Asia coun-
tries, though they may not be as big
as Chuseok. In this issue, you will
learn about the holidays in Asian
countries which may be like Chuseok
in Korea. 

- Chuseok in Korea
We offer new grains and fruits to their
ancestors in appreciation of the good
harvest. As it is the season of harvest,
rice cakes and wine are made from
fresh grains. All kinds of fruits are put
on the table: apples, pears, persim-
mons, chestnuts, and jujubes. Thanks
to the clear sky of autumn, we can
enjoy the best view of the full moon of
the year in the evening of Chuseok.
That is why Chuseok is also called the
Moon Festival. We make a wish upon
the full moon that stands for abun-
dance and fertility. We make Song-
pyeon, a special rice cake steamed on
pine needles, and play Ganggangsullae

circle dance, tug-of-war, and other
games on the day of Chuseok.

- Zhongqiu Jie in China
Chinese Moon Festival, Zhongqiu Jie,
is on the same date as Chuseok in
Korea. Chinese people make moon-
cakes for the festival. This moon-
shaped cake reminds them of family
gathering and praying for the full
moon that everyone will be in good
health and wealth. When they buy
fruits for the festival, they pick up
round and flawless ones so as to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done smoothly.
At Zhongqiu Jie night, Chinese people
sit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or friends and share tea with moon-
cakes, while enjoying the full moon
and wishing them happiness.

- Obon in Japan
Obong is the largest holiday in Japan,
which is celebrated every year on Au-
gust 15 by the Gregorian calendar. On

this day, they share Tsukimi-dango,
which is a kind of rice-based cake, and
spend a cozy time with their relatives.
On August 13, the front porch of the
house should be lit and vegetables and
fruits be set on the altar so that the
ancestral spirit could not get lost. On
August 16, the torch should be lit at
the front door in order to send back the
souls of the ancestors and, depending
on the region, would float to the sea or
river the offerings that had been
placed on the altar.

- Trung Thu in Vietnam
Vietnam’s Chuseok is called Trung
Thu, which is more like Children’s Day.
That day children receive star-shaped
lanterns, masks, toys from their par-
ents and hold a lantern event. They eat
Banh Trung Thu. It is a round-shaped
bread and is similar to moon cakes. In
the evening, not only children but also
adults make wishes while watching
the full moon.        

“Nambu Market,” the number one tra-
ditional market of Jeonju is over 200
years old. In Jeonju, there is a saying
“no marriage unless visiting Nambu
Market.” The market sells almost
everything used in our everyday life,
including food, furniture and clothing.
Even until today, Nambu Market hosts
over 800 stores and 1,200 vendors,
which makes it the biggest market in

Jeonbuk Province.
As a major market of the gourmet city
of Jeonju, Nambu Market offers abun-
dant local delicacies, such as blood
sausage hot-pot, bean sprouts hot-
pot, moju (sweet rice wine), baekban
(traditional Korean meal table with
rice, soup, and side dishes), and
makkolli (rice wine) table.
Did you know there is a Night Market
at the Nambu Market and Hanok Vil-
lage? It has revitalized the local econ-
omy at night! It is a regular night
market open every Friday and Satur-
day evening.

Established to extend the lively at-
mosphere of the day to the night, the
Night Market has become a popular
attraction for both local and tourists
alike. Linked with the famous Jeonju
Hanok Village, the market boasts
many things to see, enjoy, and eat. If
you haven’t been, you’ve got to go, it’s
a food lover’s dream!

The market path is in the shape of a
cross, so there are 4 ‘wings’. Three
wings serve food from all around the
world, one wing sells jewelry and small
household items. Both food stalls and
shops are set up to serve small por-
tions of dishes for people to try out.
Most dishes are served in take-out
boxes and then, you either stand there
and eat it, or just keep walking and
nibbling so you can decide what to eat
next. Each item costs about W5, 000,
so you have to plan carefully and it’s a
good idea to take two friends to share.
In this way, you can taste more things.
It’s also a good idea, to check out a few
stalls first and then plan which foods
you’d like to try, because you get full
very quickly.
One of the most popular stalls is actu-
ally run by Jeonju University Korean
Cuisine students! That’s right! On most
busy nights, you’ll see people are
queued to try their ‘beef sushi’. Make
sure you stop by their stall before your
belly can’t take more.

Chuseok in Asian Countries

My sister has an old burn,
And it looks like a flower now.
She was annoyed a lot in her
younger years,
But now her eyes smell sweet
Like flowers.
I realized recently
That every scar looks like a
flower
Bearing its color.
Even a teen’s pimples,
Though not big scars,
Glow like knotweed flowers in
the early summer.
A scar bleeding longer
Gathers more sweet smells.
Now my sister’s old burn tells
me
That a big scar in the heart of
somebody
Passes around sweet smells.

A seasoned scar
Smells like a flower.

(Translated by J.C.S)

A Burn
By Bok Hyo-geun

YOU’VE GOT TO VISIT
THE NIGHT MARKET

AT JEONJU NAMBU MARKET

By Marli van Vuuren

By Kim Jieun,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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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ùa khai trường

Sau một kỳ nghỉ dài các bạn có khỏe
không? Vậy là đã trôi qua 3 tháng hè của
học kỳ 1 năm 2019, các bậc tiền bối thì
đang bận cho việc quay trở lại trường học
hay nói đúng hơn thì đang phải thích ứng
với quỹ đạo thời gian sau một kỳ nghỉ dài
phải không? Ở học kỳ mới này không ai có
thể háo hức để đến trường học như các

bạn tân sinh viên được phải không nào? 
Khai giảng là gì? Khai giảng là bắt đầu

một năm học mới, một kỳ học mới hoặc
một khóa học mới. Ở Hàn Quốc thường sẽ
khai giảng vào tuần đầu tiên của tháng 3
và tháng 9 của năm, sau một mùa đông
lạnh dài thì mùa xuân có thời tiết ấm áp,
các loài hoa đua nhau nở, lá cây đầm chồi
nảy lộc và điều này người Hàn quan niệm
rằng là những sự khởi đầu tốt đẹp nên
chọn tháng 3 là ngày khai giảng của học
kỳ I và tháng 9 mùa thu cũng vậy bát đầu
học kỳ 2 của năm sau những ngày hè oi ả
nóng bức thì mùa thu thời tiết trong trẻo
hơn với gió man mát buồn se lạnh khiến
lòng người dễ rung động và nhiều cảm xúc
ùa về hơn. 

Ở Hàn Quốc vào những ngày khai giảng
đầu kỳ như này sẽ có rất nhiều lễ hội các
bạn hãy chịu khó tham gia để làm quen
dần với cuộc sống sinh viên nhé, ngoài ra
trường học có rất nhiều CLB các bạn hãy
tham gia vào các CLB để cuộc sống sinh

viên trở nên có ý nghĩa hơn nhé. Đặc biệt
tham gia CLB các bạn sẽ có nhiều bạn
Hàn hơn đấy.

Để có một chuẩn bị đón một năm học
mới chúng ta không thê quên chuẩn bị
những thứ sau:

1. Trang điểm: Ngay cả khi bạn không
trang điểm bao giờ thì vào ngày khai giảng,
bạn cũng nên phá lệ một chút để trở nên
xinh tươi hơn và nhớ là hãy để ý đến cả
mái tóc của bản thân nữa nhé. Mỗi kỳ học
chỉ có một dịp khai giảng và cũng là cơ hội
đầy ý nghĩa để bạn lưu lại những bức ảnh
thật long lanh và gây ấn tượng với mọi
người xung quanh mình nữa (biết đâu lại
gặp được người ấy kk)

2.Trang phục: Trang phục cũng là một
phần rất quan trọng khi lên giảng đường
các bạn có thể tự tin khoe cá tính nhưng
cũng nên mặc đúng nơi, đúng thời điểm,
tránh những bộ quần áo gây lố hay gây
phản cảm cũng như quá luộm thuộm để
mất hình ảnh bản thân. Nên mặc gọn gàng

sạch sẽ, càng basic càng tốt và nhất là
phải thơm.

3. Tinh thần: Để chuẩn bị cho một kỳ học
dài đầy vất vả chúng ta nên xác định rõ tinh
thần học tập để tránh bị trì trệ vào những
tuần thứ ba trở đi vì mình biết tuần đầu tinh
thân bạn nào cũng lên cao lắm lắm. Các
bạn nên lập kế hoạch học tập và thực hiện
nghiêm túc. Để không bị stress chúng ta
nên xả cho bản thân những ngày chơi hết
mình vào cuối tuần nhé.

Mỗi một mùa khai trường là một điều
đáng nhớ là một kỳ học mới trang đầy hy
vọng của các bạn học sinh. Hãy cùng nhau
cố gắng cho đến ngày tốt nghiệp các bạn
nhé. Một con đường dài khó khăn là một
trải nghiệm là một sự trưởng thành. Hãy
sốc tinh thần để đi qua một kỳ học mới,
một kỳ học tiếp theo một cách vui vẻ nhé.
Các bạn sinh viên Việt Nam cố lên!!! 

Hoàng Sơn Trang
Khoa quản trị kinh doanh năm 4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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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전주대학교    ｜주관｜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제 8회 전국 초등학생 음악경연대회 ｜ 제 14회 전국 중학생 음악경연대회 ｜ 제 41회 전국 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 예선·본선 일정
예선·본선 
예선, 본선 모두 당일진행.
2019년 9월 28일(토)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장소
전주대학교 예술관 일대

부문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참가자격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 (재수생, 홈스
쿨링 학생 포함)

접수기간
2019년 9월 9일(월)

~9월 25일(수) 17:00 
(우편접수는 9월 25일(수)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일요
일은 휴무)

● 문의 및 접수처
접수처
전주대학교 예술관 209호 문화
융합대학 행정실 음악학과 앞

참가 신청 양식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홈페이지
에서 다운
(http://www.jj.ac.kr/music)

우편접수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예술관
209호 문화융합대학 행정실 음
악학과 앞

인터넷접수
jjmusic2391@jj.ac.kr 
※반드시 제목에 참가자명, 참가부, 

전공을 기재할 것 (ex. [음악경연] 
홍길동, 중등부, 피아노)

팩스접수
F. 063) 220-2055 
※반드시 사진 첨부하여 팩스 전송

문의
T. 063) 220-2392, 2391

● 참가자 주의사항
·참가자는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함.
·참가자는 전곡을 암보로 연주하여야 함.
·참가자는 당일 09:00까지 전주대학교 

예술관 각 대기실로 집결하여 유의사항
을 청취하여야 함.

·대기실 안내는 참가자 접수 마무리 후 
개별문자로 공지함.

·예선 및 본선의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지각자는 실격처리함.
·제출서류 및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음악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람.
063) 220-2392, 2391

● 참가비
·초등부 70,000원
·중등부 80,000원
·고등부 80,000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03-276091 
전주대학교
※반드시 입금시 참가자명, 참가부, 

전공을 기재할 것
(ex. 홍길동, 고등부, 피아노)

한국대학생회원모집
국제학생회(ISF : International Student Followship)는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국가, 인종, 종교, 사상, 성별에 관계없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돕는 

봉사 단체입니다. 전주대 ISF(국제학생회)에서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문화교류를 비롯하여 인종차별금지 캠페인, 학술그룹스터디, 거리정화활동, 다문화
센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우정을 맺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 생활을 위해 도움 주실 봉사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2019. 9. 6.(금) 09:00~ 9. 10.(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
- 본교 입학홈페이지(iphak.jj.ac.kr)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제출기한 2019. 9. 11.(수) 18:00까지

·방문, 택배, 우편 제출(해당자만 제출)
① 방문: 대학본관 3층 입학지원실
② 택배, 우편: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
※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서류
도착확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도착여부를 도착 예정일을 감안하여 입학홈페이지(iphak.jj.ac.kr)에서 확인

1단계
합격자발표

전형유형 전형명 일시
·본교 입학홈페이지

(iphak.jj.ac.kr)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전형
·창업인재전형
·고른기회대상자전형

2019. 11. 1.(금)
17:00 예정

면접/실기고사
전형일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전형(경배와찬양
학과, 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
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시간디자인학과) 2019. 10. 19.(토)

10:00 예정
·장소: 본교 지정 고사실

(추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조)
※ 면접/실기고사 상세 내용은 모집요강 

48쪽 참조
※ 고사시간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추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참조)

실기
위주

·일반학생전형
(생활체육학과, 음악학과)

·특기자전형(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학과,생활체육학과)

학생부
종합

1단계
합격자

2019. 11. 16.(토)
10:00 예정

2019. 11. 22.(금)
~ 11. 23.(토)

구   분 일   시 비   고

합격자발표

전형유형 전형명 일시

·본교 입학홈페이지
(iphak.jj.ac.kr)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선발전형

2019. 11. 1.(금)
17:00 예정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전형
·평생학습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실기
위주

·일반학생전형
·특기자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전형
·창업인재전형
·고른기회대상자전형

2019. 12. 6.(금)
17:00 예정

예치금 등록 2019. 12. 11.(수) ~ 12. 13.(금) ·농협,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충원
합격자

2019. 12. 14.(토) ~ 12. 19.(목) 21:00까지 (예정)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추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iphak.jj.ac.kr) 참조
2019. 12. 14.(토) ~ 12. 20.(금) 까지 (예정)

등록금납부 2020. 2. 5.(수) ~ 2. 7.(금) ·농협,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창업인재전형
·고른기회대상자전형

·일반학생전형

■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

발표

예치금
등록

▶ 우리 미래융합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학과소개

창업경영금융학과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중간경영자를 희망하거나 미래에 창업을 계획하는 
교육생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지식(마케팅, 금융, 사회적 경제)을 실무위주로 전수함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문화, 관광 산업과 한(韓)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및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의 기획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함

농생명ICT학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농생명 ICT 실무 및 융합교육으로 농생명 식품 분야의 
ICT 기반 생산, 유통, 판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

미래융합공학과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영 전반의 
전문인력을 양성함 

● 평생학습자 전형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자입니다.
(2019.9.1. 기준 / 1989.1.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졸 3년 재직자 전형의 지원자격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재직하고,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자
▶ 정시모집기간
-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은 2019년 12월 26일(목) 09:00부터 12월 31일(화) 18:00까지 
-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www.jj.ac.kr/iphak 참고
☎ 문의 :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063-220-3220, 4643, 4644, 3219)

전북 유일 4년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활동 기간 2019-2학기
지도 교수 중등특수교육과 채수정 교수
모집 대상 외국인 유학생 돕는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환영
봉사자우대 1365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지원 방법 스타센터 A209호 유학생서비스센터

Tel. 063-220-4799

My Friend Korea·My Friend ISF

2020학년도부터 미래융합대학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및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4개 학과)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