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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함께하는 교육( #BetterTogether)

1965년 5월 15일 창간

▲ 사진 : 대외협력홍보실 강기웅(kkw1004kkw@jj.ac.kr)

전주대학교 ‘지역혁신’ 비전선포식
전주대학교 지역혁신 비전선포식이 지난 9월
24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지역혁신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산업계와 대
학의 협력체계 및 지역혁신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기반 확립 및 사회 혁신
도모를 위해 대학이 지역 속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전주대는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혁신!’
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지
역민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겠다는 선언과 함께
5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과제는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
니티 구축이다. 전주대는 미래지향적 열린 교육
을 통해 문화대행성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으로,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신
(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방식 혁신 및
기후 변화 대응이다.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정
책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혁신적인 교육 문화 환경 조성으로,
리빙랩 기반의 혁신적인 경험 학습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이다. 지역사회와 연대·협력을 통해 공동체 가
치에 기반한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
신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주대는 5대 혁신 과제 외에도 리빙랩 공모
전,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특강, 세미
나, 워크숍 지원 등 여러 추진 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목표를 밝혔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 지역혁신 5대과제 ]
1.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구축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3.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방식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4. 혁신적인 교육 문화 환경 조성
5.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비전선포식 총장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총
장 이호인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물질 만능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에는 부의 편중, 기후 변화 위기, 자
원 남용, 세계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다방면으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부는 지난 8
월, 인구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을 발표해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강

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대학
교는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확립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
회적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자, 오늘 지
역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5대 혁신
과제를 대내외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은 전주대학교 혼자만의 힘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온 여러분들이 지역혁신이라는 새
로운 사명에 함께 결의하고 선언하며
의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단발적인 관심 혹은 일회
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혁신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학, 정부 및 지
자체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혁신정
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
망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전주대학교의 지역혁신 비전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많은 성원과 힘찬 격려
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2019. 9. 24.
전주대학교 총장 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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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A등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2018년 대학혁
신지원사업 시범 운영사업 종합평가에서 우
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주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2018년 대
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사업에 선
정된 전국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
가에서 ‘A등급’ 을 받았다.
평가 항목은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목표 대비 수행실적, 사업추진 체계, 예
산배정 및 집행, 구성원 성과공유, 성과지표
구성 및 목표 설정, 성과분석 및 환류시스템
구축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대학혁신을 위한
기반과 체계 확립, 담당 전담부서의 전문성
확보, 사업수행 실적,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2019학년도 가을 축제 ‘쉼표’

가을 축제 ‘쉼표’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축
제는 재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주는 것과
동시에 서로의 ‘쉼’이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소
통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자는 뜻에서 ‘쉼표’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가수가 된 이유’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각자
의 사연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됐
다. 고민 많은 대학 생활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연이 있는가 하면, 신입생의 연
애 이야기로 관객들의 호응과 웃음을 자아내기
도 하는 사연도 있었다.
축제 중반부에는 발라드 가수 임한별이 무대
에 올라 분위기를 달궜다. 이후 래퍼 헤이즈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헤이즈는 자신을 보
고서 우는 학생에게 다가가 기념사진을 찍고 포
옹을 하며 노천극장 내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
들었다.
둘째 날은 예년과 같이 백마응원단의 공연으
로 시작했다. 이어 호원대학교 동아리 ‘에어라
인’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춤 공연을 선보여
축제에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 무대는 래퍼 팔

면접·실기고사 일정:
2019. 10. 19(토)

전형명

고사유형

대상 학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면접

경배와찬양학과, 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학과(축구/태권도),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실기(일반학생전형)

실기

생활체육학과, 음악학과

실기(특기자전형)

실기

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학과(축구/태권도), 생활체육학과

면접/실기고사 개인별 일정 조회하기
- 면접고사는 타 대학과 고사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사시간 변경 신청 가능함
- 변경 신청방법: 타 대학 고사 수험표를 팩스(063-220-2658) 또는 이메일(hts97@jj.ac.kr) 전송 후
반드시 본교 입학처 대표번호(063-220-2700)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해야 함
- 변경 신청기한: 10. 10(목) 10:00~10. 14(월) 15:00까지(토·일요일 제외)

문의: 063-220-2700

영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
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전국에서 11
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전주대는 전라북도
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전영덕과장
(yd1012@jj.ac.kr)

전주대학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로알토, 레디, 허클베리피의 공연으로 꾸며졌
다. 능숙하게 호응을 이끌어 내며 관객들을 뛰
어놀게 하여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밤의 추위
를 잊게 했다.
이번 축제는 플리마켓이 없어 아쉽다는 이야
기가 많았다. 이외에도 손동민(건축학과·14)
학우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테이블
이 부족하여 기껏 사 온 주류를 다시 가져가야
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수아(경영학
과·18) 학우는 “무대 앞에서 미는 사람들이 많
아 공연을 볼 때 불편했다.”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만 있었던 건 아니다. 불 입점한 플
리마켓 이외에 12가지 푸드트럭과 포토존은 작
년과 마찬가지로 축제를 풍성하게 하였다. 전휘
종(경기지도학과·16) 학우는 “공연 외에도 포
토존이 잘 꾸며져 있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
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김현수 총학생회장은 “규
모가 큰 행사이지만 봄 축제의 경험과 더불어
학생회의 도움으로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싶
다.”라는 뜻을 전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2020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대학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개교 이래로 일관되게 발전시켜 온 교육 가치
를 실현하고 확산하는 혁신적 사례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며, 학생
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OT)운

http://www.jj.ac.kr/iphak

전주대학교박물관이 시행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 ‘조선에
서 온 편지’, ‘고고학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어 교육을 운영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청소년 1,000
여 명이 전주대학교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
와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지
난달에는 전주동북초, 전주서
중, 전주온빛중학교 등 초·
중학생들이 참여하여 전통 문
양 에코백, 인장 만들기, 민화
부채 만들기 체험과 더불어
박물관과 학예사의 역할에 대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
다.
전주대학교학예연구실장(박
현수)은 “박물관 소장품과 인

문학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박물
관과 인문학의 흥미를 높이고, 박물관의 기능,
학예사의 역할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와 ‘조선에서 온 편지’ 등 도내 청
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물관 박은지(onlyash67@jj.ac.kr)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전주대,
‘장수 사과 직거래 장터’ 운영

지난 1일 전주대 학생회관에서 장수 사과 직
거래 장터가 열렸다.
올해 사과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장
성이 떨어지는 홍로 사과가 풍년을 이룬 반면,
가을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 전 출하를 이
루지 못해 판매량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주대는 사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장수 사과 농가

를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장수 사과
농가의 소식을 전해들은 학교와 교직원들은 자
발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통해 사과를 구매했고,
하루 동안 사과즙 1,440개, 장수사과(5k)
200여 박스가 판매됐다.
전주대 관계자는 “사과의 판로 확보와 가격 하
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 사과 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덜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등 지역과
상생은 물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 판매에 참여한 장수 사과 농장주는 “사
과 가격이 폭락해서 팔아도 손해고, 그대로 보
관하자니 상품성이 떨어져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발 벗고 판매를 독
려해 주시니 농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총무지원실(hyunha@jj.ac.kr)

2019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안내
대체보강일

휴무일

대체보강일

휴무일

10. 28.(월)

11. 22(금) /수시면접

10. 31.(목)

9. 12.(목) /추석연휴

10. 29.(화)

10. 3(.목) /개천절

11. 1.(금)

9. 13.(금) /추석연휴

10. 30.(수)

10. 9.(수)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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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LINC+사업단,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이끌다.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 세미나 개최, 미래 에너지 개발 청사진 제시

지난 11일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LINC+
사 업 단 ICC(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미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교내 혁신 기관 관계자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전라북도 새만금 재생에
너지 산업의 발전, 재생에너지 분야
R&D 성과물의 기술 사업화 방안 모
색, 개발 제품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대규모 종합
실증 단지 구축 등을 논의했다.
여러 주제의 특강도 함께 이어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
지 구축방안’을 주제로 방기성 단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새만금실증단지추진
단)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Power-toGas’를 주제로 원장묵 센터장(한양대)이 강의
를 펼쳤다. 특강 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
널 토론 또한 진행돼 새만금 단지의 재생에너
지 활성화와 이를 위해 대학이 나아갈 방향 등

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의 청사진을 제시
하고, 대학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분야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이외에도 분야
별 다양한 ICC(Industrial Collaboration
Center)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
나를 기점으로 향후 사업 활성화 및 대학과 지
역의 공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INC+사업단 조우진 과장
(snail@jj.ac.kr)

전주대 미화원 일동(분회장 한정애)이 학생
들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
주대 이호인 총장과 한정애 분회장을 비롯한
대학 및 미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이번에 기탁한 300만 원은 전주대 미화원
노동조합 한정애 분회장, 정애진 부분회장을
포함하여 55명이 장학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
한정애 분회장은 “전주대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자식과 같은 전주대 학생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전주대 미화원들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
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
다’는 민노총 평등노조 전북지부장의 제언으
로 2016년도부터 급여에서 매월 5,000원
씩 정기 모금을 시작했다.
전주대학교 미화원 노동조합의 전주대 사랑
은 2014년에 200만 원을 기탁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우리 학교를 방문하
는 외부인들은 한결같이 학교가 깨끗하고 학
생들의 표정이 밝다고 칭찬해준다. 이렇게 좋

뉴스 3

시험에 임하는 자세
중간고사 3주 전

전주대, 미화원 일동 사랑의 장학금 300만 원 기탁
급여에서 매월 5,000원씩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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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야!
오늘 나랑 도서관
가기로 했었잖아?!

시험 3주전에 누가
공부를 하냐~
지금은 놀아야 한다고!

중간고사 1주 전

도서관에서
폰만 보다 갈거야?

아직 1주일이나 남았잖아 ~
여유롭게 공부하는거지!

중간고사 하루 전

으악! 한것도 없는데
왜 중간고사가 코앞이야?
망했다 망했어. 하루에
한 과목만이라도 하자

교수님... 이번 학기에도..
제 성적에
씨를 열심히 뿌리셨네요..

은 평가를 받도록 가장 크게 기여해주고 있는
미화 여사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
다.”며 “학교를 향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
다.”라고 말했다.
대외협력홍보실 발전기금(jjfund@jj.ac.kr)
성적 나오날 날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 전주대에 장학금 700만 원 전달
2019년 9월 27일, (유)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가 전주대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
(유)플러스건설은 토목건축공사/조경공사/토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소방시설공사, 부동산
임대 등 토목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전라북도
대표 건설업체로 1992년 설립됐다.

나춘균 대표가 기탁한 장학금은 전주대에 재
학 중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특별한 인연을 이
어오고 있는 나춘균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 목적을 전하
며 앞으로도 매년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비롯해

에휴, 그러게
공부 하라니까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우수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 하
기로 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9월부터
플러스건설 사내(직원)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업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외협력홍보실 발전기금(jjfund@jj.ac.kr)

청년창업, 어디서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지난 7월부터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푸드트럭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의는 있으
나 정보와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을 도와 대
학의 창업 분위기를 이끌고 조성하기 위해 기
획됐다.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선별된 동아리 한 팀은 푸
드트럭과 지원비, 아이템 개발 교육과 위생 교
육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24일부터 학생회
관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올해 12
월 31일까지 대략 2달간 영업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이 대학 내에 들어오는 일은 4년
전에 합법화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교내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이
미 입점해 있지만 가벼운 먹거리를 찾는 학
생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생각
을 올해 초부터 하고 있었던 박현서(한식조리
학과·13) 학우는 이번 지원 사업을 기회로
최봉석(한식조리학과·13), 유영주(한식조리
학과·12) 학우와 함께 핫도그와 치즈볼을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됐다. 박현서 학우
은 “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해 준 푸드트럭에는
기자재가 구비돼 있었고 500만 원 상당의
지원비는 푸드트럭 디자인과 재료비에 쓰였
다. 이번 경험을 통해 “실제로 창업을 해 보
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사업자 등록, 영업 신
고, 세금 문제들을 직접 경험해 차후 창업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을 표
했다.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
었다. 음식을 취급하는 사업인데 트럭 내에서
모든 작업을 하기 어려워 작업장을 따로 구
해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나 홍보적인 측면에
서 본교나 사업단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 공
식 SNS에도 글을 게재하였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각 단
과대학 유선 연락 등 창업지원단을 통해 오
프라인 홍보 도움도 받으나 운영 기간이 짧

은 만큼 홍보는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값진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
러한 사업들이 좋은 시작을 알리며 진행되고
있어 추후에 있을 지원 사업에도 기대가 모
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푸드트럭’으로 한

정되고 모집 기간도 짧았기에 다음 지원에서
는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어떤 사업 개요를 선보일지 관심도가 높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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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취업-바이오산업 창업스토리

천연물 활용, 아토피 환자에게 희망을
예비사회적기업 (주)아토큐앤에이 대표이사 장선일교수(보건관리학과)

과도한 스트레스나 새집증후군, 집먼지 진드기, 흡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
는 추세다. 이런 때 아토피 예방 치료에 주력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아토큐앤에이(대표 장선일)가 각광을 받는다. 30년간 아토피 치료를 위한 소
재 개발 연구를 해 왔다.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선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소개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장선일 교수입니다.
전공은 면역학을 주로 했으며 지금은 아이들의 병리학적 현
상을 가르치기도 하고, 질병 수술 관리도 합니다. 특히 아
토피에 걸린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재 개발과 함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배경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아이 시기, 즉 유아부터 초등학교 학
생들에게 가장 많이 유발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이에요. 걸
리게 되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갈 확률도 높아요. 가
장 먼저 일어나는 질환 중 하나가 아토피인데 어린아이 건
강이 우리나라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
심을 두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연구를 한 후 전주대학교에
왔을 때(2007년)부터 아토피 케어 관련된 예방 교육을 해
왔어요. 또, 보건복지부 지사체로부터 연구사업비를 받아서
아이들 500명 정도를 케어를 했어요. 대체로 아토피에 걸
리면 아이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잠을 못 이룬다든지,
피부에 진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의 고통도
수반되죠. 그럼 어린아이가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를 바탕으로 케어한다는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마
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 아이템 설명
아무래도 피부다 보니 외용제를 개발하는데 가장 빨리 접
근할 수 있는 게 화장품(보습제)입니다. 아토피 질환을 완화
하기 위해 천연물의 활용으로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더
마버드’와 ‘아토다나’를 런칭했어요. LOHAS 인증을 받은
이 업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욤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한
항알레르기 및 항히스타민용 조성물,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황금 황련 혼합 추출물의 유효 성분을 함유한 항균
용 조성물로 특허를 받는 등 총 6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했
으며, 고욤잎으로부터 분리된 미리세틴을 유효 성분으로 함
유한 항염증 조성물 등으로 18건의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
어요. 하지만 사람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발라서만 되는 게
아니라 먹어서도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투 트랙
으로 ‘먹고 바른다’는 개념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아토큐앤에이 연구소

제약 관련 취업·창업
제가 하는 분야는 결국
바이오 제약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라는 것은 생명
체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좋은 성분이나 물질들을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
어요. 또 제약의 발발성
이 좋은 것들은 장차로
일반 의약품이나 신약으
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창업하
는 데는 딱 2가지로 요
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재를 개발해서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 분야
와 또 하나는 기능이나

소재가 개발돼 있는 것을
마케팅하는 분야가 있죠.
대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연구 분야로 간다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그동
안의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경
우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새
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
해요. 두 번째로 졸업을
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참신한 마케팅 아이디어
입니다. 마케팅의 경우 창
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
면 언제든지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다고 봐요.
연구 개발이든 마케팅이
든 서로의 장단점을 잘 따
져 본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요.
창업 시 고려 사항
회사를 운영하려면 개인
의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을 운영하다 보니 인
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경영할 수 있
는 기술. 자금의 흐름. 재
▲(주)아토큐앤에이
생산 등 이런 것들을 파
악해 나가는 게 대학생에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요. 저도 아직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경
영과 연구 분야 각각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하려고 해
요. 그래야만 회사의 더 큰 성장과 더불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계 전망
지금은 정말 어렵죠. 국가 간의 경계가 흐무러진 지 꽤 되
었고, 그래서 국내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
력을 갖춰야 해요. 대학생들이 사업을 하려면 단순한 것을
보지 말고 일단 자기 눈을 넓히며, 항상 사례를 바탕으로 연
구를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많
은 분야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가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지금을 글로벌 시대며, 시장은 얼마든지 개발될 거예요.
자기 아이템을 시장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경영하
고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해박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만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과 선견지명이 생기기
때문이죠. 모든 게 변하고 있어서 하나만 했다고 해서 하나
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여러 방면의 변화에 대
한 적응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대표이사 장선일교수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몇 년 사이에 계속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자가 해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도전하지 말고 과감하게, 젊음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한번 터트려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
보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요.
요새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스쿠터나 자전거 같은 것을 보
면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
해 내고 있죠. 결국은 바이오 분야의 제품도 기발한 아이디
어를 통해 창업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마케팅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편적
으로 연구·개발하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마케팅이 관리가 잘 되었을 때 연구도 탄력을 받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있으니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은 후 시작하기 전 지레
에 겁먹지 마시고 어려운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든 과
정을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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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MPACT 총학생회 공약이행 상황 점검

‘IMPACT ’ 있는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9월까지 이행한

<메인공약 이행현황>

스타빌
엘리베이터

성적별 수강신청 축제 프로그램과
학점 제한 완화 섭외, 각종행사
의견반영

이행불가, 미이행

메인공약 5개 중 2개가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
세부공약 이행률 70% 도달 예정
이번 46대 임팩트 총학생회는 후보자 시절 다섯 가지의 메인
공약과 복지, 교육, 문화, 생활 네 가지 분야에서 총 서른일곱 가
지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고, 그 결과 85.7%의 득표율로 출범했
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시작하고 아홉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보는 현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을 점검, 특히 메인공약을 집중
취재했다.
임팩트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현수, 이하 임팩트)가 설정한 다
섯 가지 메인 공약은 각각 ‘응답하라 임팩트’, ‘강의실 환경 개선’,
‘시험 기간 이벤트’, ‘성적별 수강 신청 학점 제한 완화’, ‘스타빌 엘
리베이터 설치’이다.
첫 번째 공약부터 살펴보면 축제가 열리기 전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아 축제 프로그램과 초대 가수 섭외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춰 축제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축제 구성의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도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임팩트는 봄 축제와 가을 축제
에서 초대 가수 섭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가
을 축제 라인업이 발표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 설
문 조사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신문사와의 인터뷰와 가을 축제
인사에서 “가수들의 일정, 비용적인 측면과 특정 가수만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선택한 장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라
고 해명했다. 또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축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구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축제와
다른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공약인 강의실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일
체형 책상을 교체하여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였다. 총학생회장은 우선 올해 전면 교체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
다. 물론 학교 측에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받았
고, 방학 중 일부 강의실들의 책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전공 강의실은
실제로 대부분 교체가 되었지만, 일반 강의실은 아직 일체형 책
상을 사용하는 강의실이 더 많았다. 또, 총학생회장은 건물마다

강의실
환경 개선

부분이행

<세부공약 이행률>

시험기간 음식,
쉼터 제공

68%

이행

균형 있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 결과 진리
관은 절반 정도, 천잠관은 대부분의 강의실 책상이 교체된 반면
평화관의 경우 교체된 강의실이 다섯 곳이 안 되는 실정이었다.
세 번째 공약은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 진행 및 심야 시간 하교
버스 운영, 힐링 쉼터 제작을 통해 전주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
는 학생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임팩트는
1학기 수시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야간 택시 이벤트를 열어 학
생들의 귀가를 도왔고, 야식과 간식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였다. 추가로 학생회관을 24시간
개방하여 학생들이 마음 편히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
다.
네 번째 공약은 성적별 수강 신청 학점 제한 완화였다. 골자는
매 학기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16학번
이후 학생들의 수강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은 18학점으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0이 넘으면 19학점까지, 1.5 미만은 12학점
으로 제한되는 현행 학칙을 개정하여 18학점 이상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해서 학사
지원실장은 그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사지원실장은 임팩
트와의 논의 과정에서 18학점이 학칙상 16학번 이후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하여 수료해야 할 학점인 130학점을 8학기로 나누
어 계산 후 산출한 학점으로, 여기서 수강 신청 학점 제한을 더
완화하게 되면 8학기 커리큘럼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
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팩트가
불가능한 공약을 확정할 수 있었을까. 후보 시절 총학생회장은
공약 실현 가능성 유무를 따지는 검증 과정에서 수강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학사지원실이 아닌 학생지원실을 찾아
가 실현 가능성을 따졌고, 학생지원실 과장에게 가능하다는 답변
을 받음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과를 받은 것이다. 하
지만 당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학사지원실과 논의 끝에 실현
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총학생회장은 이에 대
체 공약을 수립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외국어 과목의 학점
완화와 채플에 학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하지
만 총학생회장과 학사지원실장 양쪽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임팩
트는 공약 이행이 좌절된 후 대체 공약을 세우고 그것이 가능한
가를 공부해서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학사
지원실에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실현해 달라”고 요구했

을 뿐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은 학사지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공약은 스타빌 기숙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 시절 총학생회장은
스타타워뿐만 아니라 스타빌, 스타홈, 스타누리 기숙사 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스타타워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스타빌에 엘
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했다. 대표이사
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근거로 총학생회장은 공약
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당선 후, 대표이사가 검토에 착수해 조
사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로 설치 불가능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
이후, 네 번째 공약과 마찬가지로 임팩트는 대체 공약을 구체화
하지 않았고, 결국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예산을 스타타워
기숙사의 매트릭스를 전량 교체하는 데 집행하였다.
한편, 임팩트의 현재까지 세부 공약 이행률은 68%(서른일곱
가지 공약 중 스물다섯 가지 이행)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안에 이
행될 예정인 공약들을 합산하면 7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복
지 분야의 공약에서는 구급상자 서비스, 화장실 구강청결제 설
치, 물품대여사업, 학생회관 층별 로비 개선 공약을 이행해 시설
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했다. 이어 노력형 장학금
확충, 인권 피해자 보호 방안 제시, 전주대학교 공간 백서 발행
등의 공약으로 학교 내적으로, 시험기간 인근 카페 24시간 개
방, 제휴업체 업종 확대 등의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 외적으로 대
학 생활의 질을 높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문화 분야의 공약
에서는 봄 축제, 농촌 봉사활동, JJ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과 경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약
도 이행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였
고, 총학생회 사업 월간 일정표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총학
생회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또, 교내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
치하였고, 천잠관 앞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했다.
글 :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일러스트 : 김은지 기자(msw1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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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엔 개천절, 한글날 등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다. 10월 31일엔 핼러윈날이 다가온다!
핼러윈날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의 전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각 나라마다 즐기는 모습이 다르며, 핼러윈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관련 기념일들을 파헤쳐 보았다.

1. 멕시코

3. 아일랜드

죽은 자들의 날

핼러윈 (10월 31일)

(10월 31일-11월 2일)
멕시코에서는 매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
지 ‘죽은 자들의 날(Dia de los Muertos)’ 행사를
열어 이승을 찾은 죽은 사람들을 기린다고 한다.
10월 31일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11월 1일은
어른들의 영혼이 이승을 찾는 날로 마지막 11월 2
일에는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의 묘를 찾아 마리골
드, 촛불 등으로 제단을 꾸미고 전통 술과 함께 죽
음의 빵을 올리는 날이다. 이 명절은 10월 31일
핼러윈과 섞여 아이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변장하
고 이웃을 방문해 사탕을 얻기도 한다.
또 멕시코에는 ‘la llorona(라 요로나)’
라는 여인 유령이 유명하다 하니,
죽은 자들의 날에 마주치지 않도
록 조심하자!

Q

UIZ 풀고~
상품권 받고~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0월 18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2. 영국
핼러윈 (10월 31일)
커다란 사탕무를 조각내서 만든 펑키를 들고 펑
키 나이트 송을 부르며 거리를 돌아다닌다. 몇몇
시골 지역에서는 핼러윈 밤에 돌아다니는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순무 랜턴을 문기둥에 놓기도 하며,
돌이나 야채, 견과류 등을 모닥불에 던져 유령들에
게 겁을 주기도 한다. 만약 모닥불에 던진 조약돌
이 다음 날 아침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조
약돌을 던진 사람은 다음 해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
라는 이야기가 있다.
영국에는 ‘블루 레이디’라는 파란색의 여자 유령
이 사는 집이 유명하다 하니, 흥미가 있다면 집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한글날, 원래 이름이 있었다?
한글날이 처음부터 한글날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1926년 9월 29일 조선어연구회에 의해 처음 개정
된 한글날의 이름은 “가갸날” 이었습니다.
(이후 1982년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언제부터 “한글날”이었을까?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6년입니다.
조선어연구회 즉, 한글학회가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

아일랜드는 미국과 비슷하게 핼러윈을 기념한다. 시골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닥불을 피우고,
전국적으로 아이들은 코스튬을 입고 Trick or treat(트
릭 오어 트릿)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낸다. 이 트릭 오어
트릿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파티에서는 실에다 사과를 묶은 후, 문틀이
나 나무에 걸어 매달린 사과를 먹어야 하는 Snap
apple(스냅 애플)이라는 게임도 한다. 보물찾기, 카드 게
임 등 게임을 하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핼러윈에 먹는 전통 음식으로는
barnbrack(반브랙)이라는 건포도가 든 둥근 빵이 있다.
아이들은 이웃들에게 Knock-a-dolly(녹 어 돌리)라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문에다 노크하고 집주인이 나오
기 전에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귀여운 장난이다.

살리고 북돋우고자 음력 9월 29일(양력으로 11월 4
일)을 “가갸날”로 제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45년
광복 후 10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1946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글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1990
년, 많은 휴일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단체
의 문제제기로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었으나
한글 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6년부터 다시 국
경일이 됐습니다.
고현 기자(rhgus03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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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동지 (양력 12월 22일)

4. 중국
중원절 (음력 7월 15일)
중원절은 불교와 도교의 문화와 민간 풍습에서
기인한 중국의 오랜 전통 축제로 죽은 자를 기리는
날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음
력 7월을 귀신의 달로 여기고 음력 7월 15일에 시
작한다. 땅으로 내려오는 혼령을 위한 음식을 준비
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고 이러한 행사는 7월 30
일까지 계속되며, 이날은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린
다고 생각하여 종이돈을 태우는 등의 혼령들을 즐
겁게 해 주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사나 여행,
결혼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고 빨간색
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이 기간만큼은 입지 않으
려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을 보내는데 음력 11월에
속한 절기로 보통 양력을 따졌을 때 12월 20일 전
후한 시기로, 올해는 12월 22일이다.
동짓날엔 가족들과 모여 앉아 팥죽을 나눠 먹으
며 하루를 보낸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에 팥죽을 만들어 집안에 두
거나 벽에 뿌리면 잡귀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다고 믿었다고 한다.
동짓날 많이 먹는 팥죽과 마찬가지로 동짓날 잡
귀를 막는 여러 풍습이 유행했던 이유는 그만큼 겨
울을 무사히 보내는 것이 다음 농사 준비를 위해서
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동짓날의 풍속으로
는 동짓날 일기가 온화하면 이듬해 질병이 많아 사
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보았다는 것이 있었다
고 한다.

6. 베트남
귀신의 달 (음력 7월)
음력 7월은 베트남에서 ‘귀신의 달’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음력 7월 1일에 지하 세계의 문이 열
려 귀신들이 인간 세계로 온다고 전해지기 때문!
그래서인지 조심해야 할 게 많은 달이라고 한다.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일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며 늦게 외출하지 마라, 밤에 친한 사람 이
름을 부르지 마라, 수영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라, 돈을 줍지 마라, 신발이 침대를
향하게 하지 마라, 젓가락을 그릇에 넣지 마라, 밤
에는 사진을 찍지 마라, 행사 전에 제공된 음식을
먹지 마라, 밤에 빨래를 널지 마라 등 그 외에도 '7
월에는 결혼하지 마라', '해골이 그려진 옷을 입지
마라', '흰옷을 입지 마라' 등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
다고 한다.
음력 7월에 베트남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참고해
보자!

몇몇 나라만 알아보았지만, 이밖에도 다양한 풍습이나 기념일들이 있다. 비슷한 듯 다른 문화는 인간의 모습과 행동들을 납득하게 해 주고 흥미
를 갖게 해 준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욱 다가가게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어떤가, 더 많은 나라에 대해 알고 싶은가?
글 : 진정화 기자(jjhow0919@jj.ac.kr)
일러스트 :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1.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2. 한글날은 □□□□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3. 이후 □□□□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4. 한국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 된 말은 □□□ □□이다.
5.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는 □□□□ □□□이 있다.
6. 세종대왕은 □□□□□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7. 세종대왕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 □□□를 만들었다.
8. 세종대왕은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를 만들었다.
9. 세종대왕의 생일은 □월 □□일 이며 이는 □□□ □과
같은 날이다.
10. 세종대왕은 □□ □□을 요리한 복달임 음식을 즐겨 먹었다.
11. 우리말로 바꾸기!
- 오지 → □□
- 축제 → □□
- 노가다 → □□□
- 계주 → □□□□□ - 각서 → □□ □

축하드립니다! [892호 퀴즈 정답자 5인]
1. 진민지(영화방송제작학과)

2. 신현국(방사선학과)

3.김신실(경배와찬양학과)

4.윤지수(물리치료학과)

가로
지난
892호
퀴즈
정답

세로

1. 엑소시스트

1. 엑시트

2. 미니언즈

2. 마니아

3. 광복절

3. 복조리

4. 면역력

4. 역기

5. 도화살

5. 화선지

6. 핵구

6. 구글

7. 지미집

7. 편집증

8. 한가위

8. 가증

5.류은지(중등특수교육과)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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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출 23년째 전국 1위

금융보험학과

우리 대학 금융보험학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
하는 학과이며 매년 전국 10여개 금융 보험 관련 학과 중 손해사정사 배출 1위(매년 10여명 합격)
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법률상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직원 3명 중 한명은 이 자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격을 취득하면 삼성, 현대, DB 등
대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취업하게 된다.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반은 올해에도 9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였다(대학원생 1명 포함 총
10명) 이는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0여개 대학 중 23년째 1위를 차지한 것이며, 그 결과
타 지역에서도 손해사정사의 꿈을 안고 금융보험학과에 많이 진학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경재 학과장과 김용욱, 채수인 학생 및 김혜인 졸업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경재 학과장 인터뷰
Q. 손해사정사, 왜 직업세계의 블루오션인가요?
법령상 손해사정업무 종사자의 1/3은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나머지 2/3는 손해사정사 보조인 자격이 있어야 손해사정업
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손해사정사 보조인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 금융보험학과 출신 학생들이 손해사정사로서 혹은 손해
사정사 보조인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보험사 등에 대거
취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대부분의 고교생이나 학부모님들, 일반인들이 잘 모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세계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지요.
Q. 연간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는 몇 명이나 되며, 다른 대학들은 어떤가요?
우리 학과에서는 매년 1차 시험에서 30~40명, 2차 시험에서 10여 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0여개 금융보험관련학과 중 20여 년 동안 1위를 차지한 성적이며 대
부분의 보험 관련 학과들이 2, 3명 또는 아예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많아 거의 독
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수도권 대학에는 금융보험학과가 없나요?
현재 수도권에는 금융보험학과가 없으며 지방에만 10여 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취
업을 할 때도 수도권 학생들과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우리 학과 출신 학생들이 수도
권의 우수대학 출신의 학생들보다 더 좋은 회사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엔 많은 직업들이 소멸할 것이라 하는데 금융보험 분야는 어떤가요?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미래 사회엔 국가 해체로 연금·
보조금·행정업무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이 민간 서비스로 이전케 되는데 그 주체가 바로 ‘보험사’
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산업, 특히 우리 과가 특성화하고 있는 손해사정분야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금융보험학과는 미래사
회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
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Q. 커리큘럼이 전문가 양성에 맞추어 특화되어 있다던데, 소개해 주세요!
금융보험학과 교육 과정은 정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금융, 보험의 기초 이론 교과목과 ‘독서와 글쓰기’등 교양 과목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역량을 키워 나가다가, 겨울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게 됩
니다. 그 후 2, 3, 4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최고
의 금융보험 전문가가 됩니다.
Q.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취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채용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시했던 출신 학교나 학점, 스펙 등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란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
다. 따라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두 가지
를 꼽는다면 아마도 창의성과 전문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독서와 여행 등을 통해 창의력
을 길러 나가야 하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학생 인터뷰
Q. 금융보험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김용욱(4학년): 지인 중 손해사정사인 분이 계
셔서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직
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높은 연봉과 정년에 상
관없는 개인 사무실 개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학과 중 가장 유명
한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로 원서를 지원했
습니다.
Q. 금융보험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채수인(2학년): 금융보험학과는 20년 연속 손
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를 해오고 높은 취업
률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우선 많은 합격자
를 배출해 온 만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고, 학과 학술동아리에서는 멘토링,
그룹 스터디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활동
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학과의 가
장 큰 장점은 최고의 교수진이 아닐까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신으로 추앙받고 계신 김광국 교
수님. 보험법률의 대가이신 전한덕 교수님, 제

3보험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현복 교수
님, 그리고 금융보험전문가이면서 시인이자 아
동문학가이신 이경재 교수님께는 전공과 동시
에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배우기도 합니
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과 교수님들을 존
경하고 따르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각 과목별 최고의 전문가이신 교수님
들께서는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개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연 대회나 공
모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학과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어떤 회사에 취업하나요?
김용욱(4학년): 금융보험학과를 졸업하면 금융
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금융, 증
권, 보험사, 새마을 금고, 공제조합, 농협, 신협
등에 진출할 수 있어 진로 분야가 매우 다양합
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과 같은

보험 관련 대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Q.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나요?
채수인(2학년): 자격증이 취업에 결정적인 도
움을 주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적극 권장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Q. 취업한 선배들의 초봉은 얼마 정도 되나요?
김용욱(4학년): 각 회사와 부서마다 차이가 있
겠지만 본사에 취직하는 선배들은 초봉 5,000
만 원 이상이고 자회사에 취직한 선배들은
4,0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하
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 각 분야 전문 강사진 초빙 강의 수강, 그
룹 스터디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합격자를 배
출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학술동아리라고 해
서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
기마다 MT도 가고 선후배 간의 운동 및 친목
도모도 많이 하는 동아리입니다.
Q. 금융보험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고교생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용욱(4학년): 금융보험학과는 알려지지 않은
보석과 같은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높은 취
업률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
를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물론 자
격증 취득과 취업이 쉽지 않지만 훌륭한 교수
님과 선배들을 따라서 준비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Q. ‘상록수’라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김용욱(4학년): 상록수는 금융보험학과 학술동
아리로 신체 및 차량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
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여 상호 정보

졸업생 김혜인(2019년 화물공제 입사) 인터뷰
Q.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처음엔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시험에 낙방
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 제 수준을 알지 못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만심을 가졌습니
다. 그래서 상록수 동아리 스터디에 들어갔고 학
교에서 지원해 주는 동계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선후배들과 함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Q.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학원가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지 않나요?
시험 관련 모든 강의 등은 교내 교수진 혹은 외
부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해 주기 때문
에 학생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서울로 갈 필요
가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특별 프
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Q. 여학생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화
물공제에 취업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세 가지를 보여 줬습니다. 첫째, 전문적인 실무
지식, 자격증입니다. 둘째, 준비된 체력,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끝까지 해낼 것이라
는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기죽지 않는 모

습, 여학생으로서 괜찮겠냐는 면접관님의 말씀
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면접관님께서는 그 점이 제일 돋보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앞날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싶
습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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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수퍼스타 양성 요람

FLIT)들과 글로벌 유통기업인 롯데마트를 방문, 베트남 해
외시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마트에서 학
생들이 기획하고 진안특산물기업들이 후원한 팝업스토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보따리 무역을 체험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조 1,500억 달러 무역 달성으
로 세계 7대 무역대국이며 FTA 허브국가이다. 교통수단 및
ICT의 급속한 발전과 최근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잡
한 보호무역 통상환경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
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무역역량의 확대가 요
구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루트의 최대 수혜 분야가 물류이
기 때문에 물류무역은 통일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
의 하나이다. 그리고 물류무역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만금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기해외현장학습에 참여한 박신우(2학년)는 “팝업스토어를
하면서 초기에 현지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즉, 그들이 무엇
을 가장 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했다. 이번 단기해외현장학습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배움과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비(3학년)는 “방문한 글로벌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설명
은 많은 깨달음을 주어 목을 빼고 발을 빠르게 움직이며 하나
라도 더 배우려고 하였고, 이렇게 배운 전략들과 정보들은 취
업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물류무역학과를 졸업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유
통 CEO, 국제무역 포워딩 전문가 또는 국제비즈니스 프로젝
트 파이낸싱 전문가, 대기업의 해외비즈니스 담당, 국제금융,
외환전문가,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국제금융담당 전문인력,
KOTRA 또는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공공기관을 진출할 수
있고 무역업을 창업하거나 물류전문가(CLO)의 꿈에 도전할
수 있다.

- 열정과 사랑으로 사회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인을 배출하는 물류무역학과
열정은 물류무역학과 문화의 핵심 키워드다. 교수, 재학생
선후배 간, 그리고 졸업동문들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통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최우
선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물류무역 실무 자격증 대비반 학술동아리(JBL), 학내에서
수차례 우승한 축구동아리(Volcano), 학생회뿐만 아니라 교
수님들도 학년별 책임 지도 교수제 하에서 1:1 상담을 실시
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입학부
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꿈을 일깨우고 이루도록 돕고 있다.

기획

9

물류무역학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알리바바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기업이 물류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류무역은 4차 산업혁명 시기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인프라다.

현재 물류무역학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실무 및 현장중
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기
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배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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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무역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큰 동기를 심어주는 단기
해외현장학습 단계를 넘어 학생들의 글로벌 드림을 실현해갈
수 있는 해외교류 교육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학
생들 자체적으로 수출상품을 기획하여 무역을 실제 실습해볼
수 있게끔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기업으로서 무역업을 창
업하는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하계방학기간 베트남 이랜드 탕콤사 해외현장실습에는 물
류무역학과 4학년 학생 2명이 참여했다. 해외인턴십에 참여
한 최종환은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부터 완제품으로 가는 대
략 15개 정도의 공정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송승훈은 “실습 전에는 구체
적인 목표가 없었으나, 이랜드 탕콤 사에서의 실습을 바탕으
로 해외취업이 가능한 직무(영업, 생산 등)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류무역학과에서는 앞으로 매 방학마
다 이랜드 베트남 탕콤사는 물론, 중국과 인도까지도 해외현
장실습기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시대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진화하는 물류시스템 운영 학습과 스
마트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물류무역학과에서는 실습용
드론과 모의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및 VR 기기를 확보하
고, 드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드론활용교육 및 실습도 비학
점 교육으로 병행하고 있다. 물류배송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모니터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스마트 물류관리를
위해 드론은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모바일 커머스, 스마트 물
류, IoT, 무한 글로벌 패권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통상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외부 저명 기관에 학과교육과
정 컨설팅을 맡겼다. 이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적인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수요자 중심의 물
류무역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열정과 자부심의 문화는 졸업 후에도 이어진다. 전주대 내
동문 교직원 선생님들은 물론, 현재 미래에셋 부회장인 최경
주 동문(1989 졸업)을 위시로 금융계, 기업계, 교육계, 연구
소 및 창업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리더로 활동하는 동문 선배
들이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있다. 또한
현 1억 원을 상회하는 발전기금 기탁으로 지금까지 60여명
의 후배 재학생들에게 약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지속하고 있다.

-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물류무역학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제1의 목표는 ‘취업’이
다. 자신들이 원하는 우수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
루기 위한 창업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함양될 때, 자신들이 속
한 사회적 영역에서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무역학과에선 이를 위해 저명 기업의 인사실
무팀의 자문을 받아 현장(Practice)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기해외현장학습과 해외인턴십을
시행하고 있다. 물류무역학과에서는 지난 15년간 매년 2030명의 학생들이 방학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등
해외시장 탐방과 해외시장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리하
여 지난 여름방학에도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삼성SEHC, CJ
프레시웨이, 이랜드 탕콤과 롯데마트 등 글로벌 기업을 탐방
하고 베트남 대학생(호치민 외국어정보기술대학교: HU-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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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소그룹 리더학교

2019-2학기 제3기 소그룹 리더 학교가
지난 9월 30일(월)부터 시작되었다. 다가오
는 10월 28일(월)까지 총 5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그룹 리더 학교는 지난 학기(1학기)에 시
작되어 1기, 2기를 끝내고 이번 학기에 3기
가 시작되었다. 소그룹 리더 학교 3기에 참여
하는 인원은 총 23명으로 성품 채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다. 성품 채

플 리더 모집의 안정적인 확보와 리더의 티칭
역량 및 사회적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참여 학
생의 채플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으로 진행된다.
소그룹 리더 학교는 대학교회에서 매주 월
요일 15:30~19:30분까지 총 4시간 교육
을 실시하며, 강사로는 이진호 목사(성품채플
담당, 동현교회 담임)와 한병수 교수(대학교회
담임)가 담당한다. 강의와 나눔을 병행한 전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역들을 위
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일시

설교자

10월 17일(목)
10월 24일(목)

차종순 목사
노재석 목사

기도문

적 교육을 실시하며, 훈련 기간 중 1박 2일
수료 M.T를 통하여 사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간 상시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
다.
이번 리더 학교 졸업식은 10월 28일(월)에
진행되며, 이어서 11월 28일(월)부터 소그룹
리더 학교 4기가 시작되어 5주간 진행할 예
정이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
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
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예배 안내♥
- 일 시 : 10월 16일(수), 11:00

- 장 소 : 대학교회

11살의 나이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주
식 투자만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부
를 축적한 워렌 버펫 회장이 자기 재산의
85%를 자선재단에 기부하였었다. 세상에
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알려진 워렌 버펫
회장의 이런 기부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
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기부하겠다는 돈의
액수는 370억 불, 우리 돈으로 36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대개 임종에서
사후의 선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런 기부가 생전에 행해진 일이기에 더욱 놀
라웠다.
▼ 워렌 버펫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쓰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 끝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설립한 재단이 아닌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겼다. 그 기부액이 빌 게이
츠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보다 더 많은 금
액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
다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다. 전
재산과 시신까지 기증한 뒤 숨을 거둔 80
대 할머니 이야기이다. 서울역 앞 2평짜리
작은 국수 가게에서 생계를 꾸려온 할머니
가 전 재산인 2억7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한 대학에 기부했으며, 자신의 시신 역시 대
학 의료원에 연구용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기
증했다. 김 할머니는 한평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현금 8천 8백만 원을 대학
에 기증했고, 고향인 거제도 한 초등학교에
책상과 걸상, 악기 등을 수차례 기증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40여 년 전부터는 오갈 데
없는 어린 고아 3명을 딸로 거두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 할머니의 이런 섬김은 자녀들에게 그대
로 대물림됐다. 세 딸은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고, 함께 살던 막내딸은 할머니가 돌
아가시자 빌라 기증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집을 떠났다. 둘째 딸 부부 역시 사회에 재
산 기부를 약속했다. 극과 극으로 치솟는 오
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불현듯 이분들이
그리웠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
나가 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
는 이런 스토리가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
교에 넘쳐 나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나와 너
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고전 16:18). 아멘.

장선철교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천잠 멧기슭 아름다운 동산에 전주대를 세우셔서
지나온 세월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두는 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대학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붉게 물들어가는 잎사귀처럼
너와 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주대인이 되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굴곡진 고난의 역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맡은 바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옷을 입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
지나온 시간 흘려야 했던 눈물이 변화되어
이 가을 소망의 내일을 노래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원신우회장 이혁주실장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지원실)

(상담심리학과)

제893호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진리의 샘

대학교회 담임목사
한병수교수
(기초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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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정수는 사랑이다 2
각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
은 다양하다. 정치계는 다국의 외교적인 대
화와 협상으로 공존과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
해야 한다. 경제계는 기술독립, 불매운동, 여
행자제, 수입제한, 교류제한 같은 방법으로
적법하게 대응해야 한다. 군사계는 전투력과
안보를 강화하고, 학계는 역사적 사실과 현
실에 근거한 토론과 논쟁을 이어가야 한다.
종교계는 그들이 회개하고 건강한 국민성을
회복하고 국가간에 더불어 잘 사는 범국가적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선 자리에서 고유한 방법으로, 그러
나 사랑의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
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다양한 기관에서 증

오심과 적개심을 부추기고 과격한 정치적 대
응을 주문하고 교회 내에서 당파적인 편을 가
르고 줄서기를 강요하고 자신과 다른 줄에 서
있으면 사랑과 진리가 싸늘하게 식은 비판과
정죄의 마귀적인 칼을 마구 휘두르며 교회를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나 사랑의 공동체가 아
니라 정치적인 집단으로 바꾸려고 한다.
가짜뉴스 생산도 심각한 일이지만 교회 안
에서 그런 뉴스가 먹힌다는 것, 유통과 확산
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근거한 이념
이 가족들도 파괴하고 주님의 몸도 갈기갈기
찢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예수님은 당시 엣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
파, 열심당파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고
지지도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 된 교회를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
파 따위로 가르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로
분류한다. 종이나 자유자, 빈자와 부자, 남자

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그리스
도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신앙이 세계에
으뜸이란 자위와 오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으며 지내온 것은 아닌지를 나 자
신부터 돌아보게 된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미
국이나 중국이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
어서 나는 너무나도 부실하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사랑해야 한다는 지향점 고수에 있어
서는 흔들림이 없으려고 한다. 이는 사랑이
내가 배운 기독교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에 흔들
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는 온 우주와 만물
과 역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당파나 국경선의 테두리
에 갇힌 이념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
문이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미국편(2)

청교도의 용기와 미국 건설
직전에 있던 청교도들은 결국 그들의 도움으
로 다음 해에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청
교도들은 곡식을 거두어들인 다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함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다. 플리머스 정착촌에는 첫
감사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들리는 현대적 추수 감사
예배 형식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아무튼,
청교도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로 미지의
신대륙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미국을 기
독교 사회로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
였다.

▲ 청교도들이 출발한 영국 납부해변의 플리머스 항구와 그들이 타고 항해한 메이플라워호

신대륙 개척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지만 그중에서도
영국 특히 청교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미
지의 대륙이었던 이곳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원래의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고 1492년에 상
륙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꼽고 있다. 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후 영국의 존 스미스 선장
이 1607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영국인 최
초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1609년
존 스미스 선장이 영국으로 돌아가자 흐지부
지되었고 실제적 미국 건설은 1620년에 미국
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도적인 역할
을 했다.
청교도들은 영국 헨리 8세가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의 수장령을 선포한 이래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었
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 하는 순수한 신앙심으로 뭉쳤고 수장령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
가 심해지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지로 피
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
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
국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102명의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6
일 영국의 남쪽 작은 항구 플리머스에서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대서양
의 거센 풍랑을 헤치고 63일 만에 미국 메사
추세츠 해변에 상륙하고 영국을 떠나올 때 마
지막 항구 이름을 따서 처음 도착한 곳을 플리
머스라 이름 짓고 정착촌을 만들었다. 그들은
대서양의 험난한 풍랑과 12월의 혹독한 추위
를 견디느라 고생하였다. 더더욱 이듬해 땅을
개간하고 영국에서 가지고 온 콩, 보리 등을
심었지만 토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한 재

배 경험으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그해 가
을도 배고픔의 시련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
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에 아브나키, 스쿠안토 등 인디
언 부족들이 와서 경작법을 알려주었다. 아사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joayo7kim@hanmail.net)

▲ 현재도 청교도들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는 17세기 마을을 지켜가고 있다.

12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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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만한
신비한 장학금

우리학교의 알.쓸.신.장

“요즘 누가 전액 내고 학교 다니니?” 다양한 장학금을 활용해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조건
이 되면서도 정보가 부족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동문) 선생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와 혜
택을 알아보았다.
- 본인 소개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에서 교내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총 60여 종의 교내장학금 혜택을 학생
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억
원을 약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교생의 70% 정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장학제도에 대해 잘 모르
겠다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심지어 ‘장학금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장학제도가 너무 많고 정보가 흩어져 있어 어
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등 여러 이유로 학생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많은 학생에게 우리
학교 장학제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게 알려 줌으로써,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나가기
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많은 학생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금 종류와 각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학금의 유형은 크게 ①국가장학금 ②교내장학금 ③그 외
교외장학금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먼저 국가장학금은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백분위 점
수 80점 이상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은 등록금 지
원이 목적이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교외장학금은 외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모
든 장학금을 뜻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어떤 종류와 성격의 장학금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내장학금 수혜 최저 성적 기준 유지
우리 대학의 교내장학금 수혜 최저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받은 학
생이어야 합니다.
2. 교내장학금 본인 명의 지급계좌 재학생 포털(inSTAR)에

등록하기
교내장학금은 인스타에 입력한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때
문에 계좌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장학금 지
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바르
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인스타 등록 방법] 재학생 포털(inSTAR) 로그인 → 장
학/등록 → 장학관리 → 지급계좌관리 선택 → 은행, 계좌번
호, 예금주 입력 후 저장 버튼 누름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대한 숙지
중복지원방지제도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등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과 이에 따르는 혜택이 무엇
인지 궁금해요.
우리 학교의 교내장학금에는 ①성적우수 ②복지·가계곤란
③근로·봉사 ④글로벌도전 ⑤프로그램성 및 기타 제도가 있
습니다.
①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 산정 후, 석차 순으로 장학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 감면 처리하고 있으
니 학생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미등록 휴
학 시 장학금 소멸, 등록 후 휴학 권장).
② 복지·가계곤란 장학금
나눔 장학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0~4
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평점 평균 2.5점 이상 충
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의 학생이더
라도 이 충족조건은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점은 나눔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③ 근로·봉사관련장학금
학교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를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로 학생과 학교의 윈-윈 제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한 근로
를 수행하거나 교내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시급에 따른 금액
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글로벌도전장학금
이름처럼 학생들의 글로벌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
진 장학금이며, 등록금 범위 외(생활비성) 입니다. 최근 학생
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해외탐방장학금은 학생들이 직접 조를
이뤄 탐방하고 싶은 국가를 정해 1인당 장학금을 최대 170
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⑤ 프로그램 및 기타 장학금
교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을 수 있

①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명
학부(과)수석
성적우수

지급방법
고지서
선감면

지급방법

나눔

고지서
선감면

장학사정관제

4월 초,
10월 초

특수환경
지원장학금
이사장장학금
재해장학금
장애인자녀장학금
장애대학생장학금

가족장학금
목회자 및
목회자자녀장학금

고지서
선감면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1등 학생에게 지급

수업료의 30%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학부(과)인원을 10명으로 나눈 후, 10명당 1명에게 지급

장학금액
기초: 국가1유형을 제외한
차액 전액
1분위: 수업료의 15%
2분위: 수업료의 10%
3분위: 수업료의 8%
4분위: 수업료의 6%

수업료 100만원

4년간 수업료 60%
매학기 학업장려금 50만원

고지서
수업료 전액
선감면
개인통장
지급 및 수업료 20%
대출상환
고지서
수업료 50%
선감면
장애 1급:수업료 전액
고지서 장애 2급 150만원
선감면 장애 3급 100만원
장애 4∼6급 50만원
개인통장 2인 재학: 1명의 학부생
수업료의 40%지급
지급 및
3인 이상 재학: 1명 제외한
대출상환 나머지 학부생에게 지급
고지서
선감면

(hyjy1005@jj.ac.kr)

는 장학금입니다. 카운슬링센터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 프
로그램의 경우, 교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
우, 인간관계가 힘든 학우 등을 또래 상담자로서 들어주고 도
와주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LAMP ON장학금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
그램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장학금 제도가 있나요?
취업지원실에서 만든 ‘StarT 프로그램’이라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
도입니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에
제출하면 장학금을 위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1포인트당
3,000원의 StarT장학금이 지급되며, 활동 내용에 따라 슈
퍼스타 인증이 되면 해외여행 장학금 150만 원이 지급됩니
다.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라이징스타 프로그
램’이라는 장학 제도도 있습니다.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에 따
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점수가 향상되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재학 중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장학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슈퍼루키 프로그
램’은 취득한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재학 중 최대 90만 원까
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끝으로 김희수 선생님이 말하는 장학금 꿀팁 6가지
① 학생지원실과 소속 단과대학의 문을 자주 두드리자.
② 일반 공지 및 장학 공지를 자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장학금을 찾아보자.
③ 출신 지역과 부모님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지
더블 체크하자.
④ 오늘부터라도 StarT 포인트 적립을 시작하자.
⑤ 사설장학재단의 선발 공고는 수시로 공지되기 때문에 해
당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자. (본교 홈페이지 대학 생활장학(교외) 안내-정기성 사설장학재단 목록과 선발 시기 참
조)
⑥ 4년의 대학 생활을 통해 ‘꿈’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다지
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자세를 갖자.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 부탁드립니다.
학생지원실은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응원
합니다.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고, 정보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잘 모를 때는 학생회관 2층 226호인 학생지원실을 찾
아오시면 언제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wining616@jj.ac.kr)
국가장학금. 063)220-2164 근로관련장학금. 063)220-2982 교내장학금/학자금대출. 063)220-2167

③ 근로·봉사관련장학금
장학금액
수업료의 65%

② 복지·가계곤란 장학금
장학명

김희수 학생지원실

목회자: 100만원
목회자자녀: 50만원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4분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지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음
긴급 가계곤란 상황이 발생한 자(사업 부도, 실직, 파산, 장기투병, 사망 등)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가정의 학생이 해당학기 성적탈락, 수혜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자
소득 산정 방식의 문제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학
사각지대에 있는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가출·행방불명인 자, 한무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중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이상인 성적우수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득분위 0~8분위)

장학명
복음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선교봉사처장의 추천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근로성장학금 지급(채플밴드, 선교봉사)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알리미

홍보대사 및 웹 서포터즈 및 그 밖의 대학의 알리미 활동을 제공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미디어

학교방송국·신문사에서 국장, 기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신문방송국

섬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학생지원실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한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외협력홍보실

④ 글로벌도전장학금
장학명
해외어학연수

지급액

해외인턴쉽

국가별 차등 지급
(수업료 범위 외)

해외유학
학부(과)특성화
복수학위

각종 자연 재해로 피해 입은 가정의 자녀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⑤ 기타장학금

부모의 장애등급이 1, 2급인 학생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R.O.T.C.

장학명

수업료 전액 감면
(수업료 범위 내)

장학금액
수업료 50만원

신청 및 주관부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되어 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국제교류원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선발자로서 교류대학으로 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자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학군단장이 추천한 R.O.T.C.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1차 합격시 300만원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한 자
최종합격시 500만원
1차 합격시 100만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1차 시험 합격한 자
최종합격시 100만원

고시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다문화

수업료 50만원

만학도

수업료 30만원

사회봉사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전공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6급인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관계없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목회자: 당국에 등록된 교회의 목회자 또는 목회자 자녀(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신청부서
선교봉사처

일정액

신청부서
학군단
학생취업처
(수시 지급)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신청)
학생취업처
만 40세 이상인 재학생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자체선발
사회봉사센터에서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사회봉사센터
-신입생: 성적 적용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다문화가정의 이주민(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신입생: 해당자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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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김희주 교수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설렘과 떨림으로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던 여름, 싱그러움과 푸르
름이 전주대학교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여름이 사라지고 이제는 단풍이 물든 청
명한 가을 교정의 모습은 어떠할지 기대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체감 온도
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짧디 짧
은 가을이 될 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겨울이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해 느
끼는 가을 감성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캠퍼스를 걷는 하루하루
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무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나니 2019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우
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한 것
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올 다음 해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완벽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루
고 싶었던 것을 이루었는지 돌이켜 봅니
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 나뭇잎

이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한 시인
이 말한 것처럼 이 가을 낮은 곳으로 찾
아가 나누어 주는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2019
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주
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
다.
곧 시험 기간이 시작됩니다. 필자의 대
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벚꽃이 한창일 때
는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을 때는 2학기 중간
고사 기간인지라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
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시험 기간
에 몸도 마음도 바쁘고 지치질 수 있지
만, 점심시간과 이동 시간 틈틈이 소박하
게 꽃구경, 단풍 구경을 하며 서로 마음
의 여유를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외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외
로움, 쓸쓸함, 허무함보다는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가족들과 함께여서 따뜻하
고,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칼럼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김현준

(교육방송국 부국장)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여 학교의 여러
소식을 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은 만나는
일은 즐겁다. 우리는 대학 방송으로서 학
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대학 당국을
감시 비판하는 일을 맡는다. 학교의 문제
점을 짚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의 한 가
운데 있노라면 큰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학내 각 기관들은 저마다
의 홍보팀(서포터즈)을 구성하고 이에 따
라 대학 방송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요즘 대세인 크리에이터의 양성소로 활
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학내 언론으
로서의 역할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모습
으로도 보인다. 바야흐로 흔들리는 대학
방송의 현실이다. 대학 당국과 학생회를
감시하는 언론으로서의 방송국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장논리로 대학
방송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도 있다. 이러한 시장논리적 시각에 대응
하여 우리 교육방송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 방송국은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
다. 전주대학교 학우들과 관계자, 기관,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 학내 부조리 감시 및 비
판, 여론 형성과 같은 언론의 역할을 다
함과 동시에 전주대학교 슈퍼스타들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의 문화 프로그
램의 제작에도 힘써야 한다.
컨텐츠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여기 우연
히 유입된 시청자가 있다. 처음 본 영상
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후 다시 찾지 않

을 것이다.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 청취자가 있다. 방송이 기대에 못 미
친다면 이후 방송들을 귀 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당장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 수
는 없다. 하지만 다음이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규 프로그
램, 우리만의 편집 스타일, 정해진 업로
드 날짜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
어야 한다.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지
금 앞에 지나가는 사람 중 전주대 방송과
신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몇 날 밤을 새워
만든 영상, 밤낮으로 취재해 나온 신문이
지만 보는 사람이 없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
제작의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대
학 커뮤니티를 통해 학우들이 듣고 싶은
음악, 학교에 궁금한 것, 전하고 싶은 사
연들을 찾아야 한다. 학우들이 흥미를 가
질만한 컨텐츠를 알아봐야 한다.
당장 모든 것을 잘 해낼 수는 없다. 오
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꿈꾸며, 대학 구석
구석 다가가는 방송국이 될 것을 다짐한
다.

사

오피니언 13

설

지역혁신과 함께하는
전주대학교의 비전
최근 전주대학교는 지역혁신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
다. 그동안 대학공동체만을 생각하고 행동하
던 범위를 벗어나서 지역과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비전
의 제시라는 점에서 그 뜻이 깊다고 할 것이
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이라는 커다란 문명 변혁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
로운 비전을 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강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주대학교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혁신의 주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교내외에 선
언한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시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지역혁신 비전을 선언하면서 우리 대학은 5
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방식 혁신 및 기후변
화 대응, 혁신적인 교육문화 환경 조성, 사회
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이 그 중요내용이다.
이는 우리 대학이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고, 이 과제들을 해결할 때에만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담보할 지역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역혁신은 우리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과 대
학의 협력공동체가 형성될 때에만 가능한 일
이다. 또한 지역협력공동체의 구축이라는 문
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들을 지금부터 대학 당국과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은 그 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것이다.
전주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는 우리 대학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올바
른 비전이라는 동인(動因) 그리고 대학구성원
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동력(動
力)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대학은 지역혁신
비전이라는 동인(動因)을 새롭게 선언하였다.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동력(動力)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를 위해 대학 당국과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혜
와 정성이 함께 모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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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Back on That
Horse that Bucked You
So, what do you do now? Life has
changed, motivation has waned,
mountains loom, progress seems
doomed. How do you get back up in
that saddle again? Here are a couple
of suggestions.

There Is Someone
Who Couldn’t Bury a Bird
By Park Nam Jun

By Prof. Aaron Snowberger

There’s not much in life more discouraging than failure - except perhaps,
the feeling of failure. Many people fail
at something, yet don’t feel like failures. And many other people constantly feel like failures though they
succeed greatly. Every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successes and failures,
mistakes and accidents. Everyone gets
“bucked off the horse” (fails) at one
point or another. The important thing
in life is not whether or not you get
bucked, but what you do afterward.
In English, “getting back on the horse
that bucked you” is an idiomatic expression that means to return to
something that previously caused
harm. Sometimes this is a literal horse.
If you’re learning how to ride one and
the horse gets scared and bucks you
off, it can be scary to consider trying
to get back on that powerful animal
again, especially depending on how
badly you were hurt.
But in most cases, this idiom simply
means to return to a challenge you
failed at. Maybe you studied hard for
a test or project, but you still failed.
Maybe you polished up your resume
and interviewing skills and applied for
over 100 different jobs, but got rejected
by all of them. Maybe you thought
you’d met the love of your life, but discovered they’d been cheating. Maybe
you invested in something, but it
bombed horribly. In Korean, you might
say, “망했다!” But, whatever the case,
whether it failed or you failed, it’s always difficult to “get back on that
horse that bucked you.” (그건 어렵지만,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만 한다.) But it’s what
we all need to do to grow.

1. Return to your “Why.” Revisit your
motivation for this thing in the first
place. If your motivation has not
changed, it’s time to tackle this challenge again - with more wisdom and
experience.

I was in the needle-leaf forest for ages.

2. Reflect on your Past, Present, and
Future. Look at your progress. How
far have you already come? Reflect in
gratitude. What about this failure can
you be thankful for? Reassess your
goals. Where are you headed and how
do you intend to get there?

Erecting its feelings just upon a touch,

3. Get back up Slowly. When I was in
high school, I was riding my bicycle
down a steep hill at about 65 kph. I
checked for cars over my shoulder but
my sudden motion made me lose control of the bike and crash hard breaking my helmet, front tire and fork, and
my left shoulder blade. It was many
months before I healed and bought a
new bike. At first, I almost lost control
of the new bike in front of my house.
It was scary. The memory of my crash
was still vivid in my mind. For the
next few weeks, I rode slowly around
our neighborhood before I had the
courage to get back out on the roads.
Likewise, give yourself a little extra
time after a failure to recover and start
again.

At the end of my desire

4. Dedicate Yourself to Re -education.
Chances are, you got “bucked” because
you either didn’t have enough knowledge or the right kind, or you made a
bad decision in approaching the problem. Admit your mistakes, then dedicate yourself to learning how to get
things right the next time.

When I marched forward to the light.

Finally,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all fail, we all make mistakes.
You’re not alone in your pain. But the
important thing is to not remain in the
pain of failure, but to pick yourself up,
dust yourself off, learn from your mistakes, and try again. That’s how we
grow and mature. 화이팅!

(translated by J.C.S.)

The tension of the forest
Screamed and affected me.
I remember the days
When I chose the ruins
And kneeled and lay with my face down
At the entrance of the forest.
I couldn’t bury the bird,
That took a flight in my childhood.
I keep it in an empty tomb
Near my heart.
While I was wondering in the forest
Cruel secrets have been gathered over
The sad words on the ground.
The blue hours took my every day
And I myself blocked the past
The moss thought I was hiding from my life.
Someone who couldn’t bury the bird
Is flying across the darkness in the forest,
Casting a wet screen like tears of spores.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Last month the government of Japan
excluded Korea from the white list.
Japanese companies can export their
products to countries included in the
list free of additional investigation.
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rgued that their move was to
protect critical materials from terrorist
countries, it was a treat to fair trade
between two countries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In response to the
Japanese policy change, Korean people
started a boycott movement: “No
Japanese products and no tourism to
Japan.” I wanted to find out what the
problem is. I met two students: one is
a Japanese student who is attending
Jeonju University now and the other is
a Korean student who wants to study
in Japan in the near future. I used fictitious names to protect their identities.

Q . How do you feel about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now?
Shin : It would be a good idea not to follow media too much but to follow your
own evaluation.
Ura : It’s not good. Japan excluded
Korea from the white list. I know
Japan made a mistake, but I think it’s
a political problem and politicians need
to solve i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 and the private.
Q . Have you changed you views on Korea
after the boycott?
Shin : I haven’t felt any inconvenience,
so it hasn’t been changed. I’m just the
same as I was.
Q . What your friends and relatives think of

your going to Japan to study?
Ura : For a long time, I have been
thinking about how to go to Japan to
study. Recently, I swayed a lot between going to Japan and not to going
to Japan. One of my friends told me
not to go, but another said to me, “If
you wan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and choice.” I think I will go after
my dream.
Q . What do Japanese people think of
Korea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Shin : Some of them say their attitude
towards Korea has changed a bit. I
think most of them are tired of hearing
the same news repeated in the media.
Q . Is there any way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y Yim Jeoung Hun, Reporter
Shin : For the present, I think both
Japanese and Korean people should
observe this situation quietly and it’s
better for both sides to remain cool.
Ura : Korean people should know the
background why Japan excluded
Korea from the white list and Japanese people should know the history
what made Korean people start Boycott Japan.
We cannot change neighboring countries. We cannot simply move to a new
neighborhood in the geo-political
world. Though there has been clashes
and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re neighbors. Like
next door children growing up together
in a village, we shared rivalry, animosity, and friendship. I think it is
time to act lik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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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ний мөрөөдөл ба би

Ганчимэг.
Монгол.
Магистер: Аялал жуулчллын эдийн
засаг
Би арван жилийн сурагч байхаасаа л
гадаадад сурхыг мөрөөддөг байлаа.
Гэхдээ Монголд барилгын инженерийн
мэрэгжилээр сурч төгссөн ч гадаадад
сурах хүсэлээ орхилгүй Солонгост
ирсэн юм. Хүслээ биелүүлхээр ирээд

хэдийнээ 3 жил болжээ харин одоо
эхэлсэнээ дуусгахаар дипломоо бичин
сууна.
3 жил урт хугацаа юм шиг болов ч
шинэ соёл, шинэ орчинтой танилцхад
дэндүү богино санагдана. Гадаадад
сурах хугацаанд шинээр мэдэж авсан
зүйл бол мэдээж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соёл,
эдийн засаг, хүмүүсийн зан төлөвийн
онцлог байлаа. Энэ дундаас хамгийн
онцгой сэтгэлд үлдсэн нь Солонгос гэр
бүлтэй болсон явдал юм. Энэ хүү гэр
бүлийн хөтөлбөр сургуулиар дамжуулж
нь Host Family нэртнэй зохиогддог ба
энгийн нэг уулзалт биш солонгост
айлын нэгэн гишүүн болж зочилж орох
сайхан үүд хаалгыг нээсэн онцгой
хөтөлбөр юм.
Намайг Солонгос улсруу хөтлөх болсон өөр нэгэн хүсэл бол ном байлаа.

Амьдрал хорин наснаас эхэлдэг юм, Би
өөрөө шийдсэн зэрэг номнуудыг уншаад эх хэл дээр нь уншиж үзхийг
хүсдэг байлаа. Бяцхан олон хүсэлүүд
минь намайг энд авчирсан ч би
төсөөлсөнөөсөө шаал өөр онцгой
зүйлсийг би олж авсан юм.
Ази тивийн хамгийн хамгийн завгүй
улс магадгүй Солонгос улс байх тиймдээ ч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хөгжисөн шиг
надад ч бас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л хөгжих
арга ухааныг нийгэм нь заалаа. Энэ
бол цаг баримтлах юм. Яанаа гээд шаналах биш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ажиилаа
эрэмблэх жишээлбэл нэн түрүүнд шаардлагатай ажил болон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хийгдэх ажил зэргээ эрэмблэж
сурах нь ажилаа зөв зохицуулах хамгийн шилдэг арга билээ. Ингээд хархад
энгийн зүйл хүсэж ирсэн миний хандлага болон амьдралыг үзэх үзэл минь
өөрчлөгдөж дагаад хүсэл мөрөөдөл
минь ч биелэлээ олж өөр зүйлийг
мөрөөдөх боллоо.

Гэхдээ
би
зүгээр
суугаад
мөрөөдөлдөө хүрсэнгүй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шууд биелүүлсэнгүй хаана ч байсан хэн хүнээс илүү зогсолтгүй
хөдөлмөрлсөн учираас мөрөөдлийхөө
нэгэн хэсгийг биелүүлсэн юм.
Гадаадад сурах хүсэл минь биелсээр
харин дэлхий ертөнцийг танихаас
илүүтэй өөрийгөө эхлээд танихын чухалыг гадаад сурах завгүй амьдрал
надад ойлгуулсан юм. Харин одоо
миний мөрөөдөл бол өөрийнхөө зан чанарт тохирсон ажилаа хамгийн аз жаргалтайгаар хийх болж өөрчлөгдсөн юм.
Хэрвээ би гадаад сурахаар зориг
шулуудаагүй байсан бол тэвчээрээ
шалгуулж тааварлашгүй олон сорьлтонд орж заримдаа шантарж бүгдийг
орхиод бууж өгмөөр хицүү зүйлийг
мэдрэхгүй байх байлаа энэ бүх мэдрэмж сорит л намайг өөрчилсөн юм.
Үргэлж туслаж дэмждэг найз нөхөд гэр
бүл хамгйин ихээр Же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даа баярлалаа.

전북 유일 4년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미래융합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창업경영금융학과
인재상

실용적 창업, 경영 지식을 갖는 지역 맞춤형 인재

교육목표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중간경영자를 희망하거나 미래에 창업을 계획하는 교육생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지식(마케팅,금융)을 실무 위주로 전수함

전공능력

기초이론능력

실무이론능력

실전창업 경영능력

경제환경이해
유망사업의 발굴 능력
효율적 경영관리능력

실전창업능력
실전적인 경영능력
(금융 및 마케팅)

지역밀착형 창업기회 발굴
성공기업 핵심성공요소의 이해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경제환경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이론, 금융이론

창업지원제도, 실전마케팅
금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고객지향적 태도, 마케팅과 판매의 이해
내외부적 협력태도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2. 문화융합콘텐츠학과
인재상

융복합적, 창의적, 전문적 능력을 지닌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교육목표

지역전략 산업인 문화·관광산업과 한(韓)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기반의 전문인력을 양성함

창의적사고능력

실무이론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역사, 문화 기반의 창의적 스토리텔링
인터렉티브 콘텐츠 스토리텔링

ICT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한문화콘텐츠제작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
글로벌 콘텐츠의 이해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역사콘텐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논리적사고

콘텐츠 제작 및 기획
VR·AR 제작 기술
영상제작 기술, 게임제작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외국어, 스마트 워크 능력
동반성장하는 협업

전공능력

3. 농생명ICT학과
인재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생명-ICT 융합 인재 양성

교육목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농생명 ICT 실무 및 융합교육을 통하여 전북 지자체의 농생명 ICT 추진 사업과
지역의 관련 기업 요구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

전공능력

기초이론능력

실무능력

직무능력

농생명의 이해
6차 산업의 이해
정보기술의 이해

농생명ICT 융합기술
스마트생육환경관리기술
농축산업 최적화 모델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
융복합능력
농생명 창업기회 발굴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농생명산업의 이해, ICT기술의 이해
융복합기술의 이해
생육환경관리의 이해

IOT 융합 플랫폼
빅데이터분석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습득을 위한 진취적 태도
협업 프로젝트 수행
의사소통능력

4. 미래기술융합공학과
인재상

4차산업 혁명이 요구하는 미래기술 맞춤형 지역특화산업 인재

교육목표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특화산업에 4차산업 미래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미래기술역량

창업/기술경영 역량

4차산업 관련지식
미래기술현황/동향

미래기술 응용 능력
지역특화산업 융복합 능력

미래기술 활용 기술창업
창의적 경영 능력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스마트시티 이해
기술경영 이해,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의 이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복합 기술습득을 위한 진취적 태도
협업 프로젝트 수행
의사소통능력

·지원자격
서류전형으로
100%
입학 가능

평생학습자 전형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만30세 이상인자
(2019.09.01 기준/1989.01.01 이전 출생자)

수능성적X

입학생 전원
100만원 지급

졸업
최저 학점
기준 120

장학혜택

졸업기준 완화

특성화고졸 3년 재직자 전형의 지원자격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군 의무복무 경력 포함) 재직하고,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자

정시모집기간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병행

-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은 2019년 12월 26일(목) 9:00부터 12월 31일(화) 18:00까지
- 전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http://www.jj.ac.kr/iphak 참고
문의 :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063-220-3220, 4643, 4644, 3219)

다양한 수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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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