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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중선위)는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민간중앙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학생으로 중선위가 구성됐다. 이는 본교 학생자치기구
회칙 제16장 제93조 1항에 의거한 것이다. 중선위는
28일, 학생자치기구장 선출 공고와 함께 선거 일정을
공개했다.
후보자 등록에 있어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4

학년은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9학년
도까지는 4학년도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학생자치기구
장 후보자 등록 및 선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졸업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선위는 이 내용을 후보자 등록 자격 7번에
‘임기 중 재학생의 신분을 잃지 않는 자’라고 공지했다.
작년 총학생회 투표율은 50.3%로 전체 학생들 중

절반 정도의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 주
며, 이것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는 전체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1년 동안 학
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선거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각 단과대학의 학

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들과의 협의
후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진호준 국원(hojun1308@jj.ac.kr)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일정

- 사진제목 : Campus Snapshot / 2018            
- 사진작가 : 말리 반 뷰런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 사진해설 : 이 사진은 작년에 평화관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잎사귀들이 아직도 화사한 빨강으로 물들어 있는데 철 이른 눈이 조금 내린 날이었습니다. 원래의 이미지를 그림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보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선명하고, 생생하고, 극적인 이미지, 특히 빨강, 노랑, 주황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이것들은 한국의 가을에 보이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여름의 색깔입니다. 
정말 비슷하지만, 색조와 느낌은 전혀 달라요. 전주의 색깔을 움켜쥐고 그처럼 눈길을 잡아끄는 색깔들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평화관 앞에는 해마다 경이로운 마법의 빨강으로 물드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시월에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나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카메라를 꺼내세요!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문
전주대학교 전학대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중앙동아리연합회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합니다.

등록소속 예비 정후보(이름) 소속 학과(동아리) 예비 부후보(이름) 소속 학과(동아리)

총학생회 미등록

중앙동아리연합회 김종훈 경영학과 박수진 재활학과

인문대학 이환 영미언어문화학과 고광철 영미언어문화학과

사회과학대학 이준택 경찰학과 장나라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강대곤 물류무역학과 문별 회계세무학과

황예찬 물류무역학과 원예진 경영학과

공과대학
윤승호 건축학과 유진실 토목환경공학과

임창록 건축공학과 윤승연 컴퓨터공학과

의과학대학 미등록

문화관광대학 자격미달로 인한 등록불허

문화융합대학 오길환 경기지도학과 박가인 스마트미디어학과

사범대학 서정우 수학교육과 김가을 수학교육과

전주대학교 전학대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11.4. 정식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선위원장 김대희(인문대학회장) 인터뷰 모습

■예비후보자 등록
10/30(수) - 11/1(금) 18시 마감

■후보자 등록
11/11(월) - 11/15(금) 18시 마감

■후보자 교육
11/18(월) 16시 

■선거 유세 기간
11/25(월) - 12/2(월) (토, 일요일 X)

■선거일
12/3(화) 09:00 – 18:00 (야간 X)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에서 운영한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진행되
고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
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
하는 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6년 연속 전
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유물 속 소원 찾아서’, ‘조선에

서 온 편지’, ‘고고학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지난 10월 4일 및 16일에는 전주온빛중학교

학생들이 ‘조선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
장(印章)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새겨 보며, 조선
시대 편지를 통한 정보 전달의 방법을 익혀 보
았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에 맞춰서 박물관
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교육
도 진행했다.
전주대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다양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박물관과 인문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박물관
큐레이터 등 직업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2019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와
‘조선에서 온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것이다.

박물관 국민희(kmh264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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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학축구 U-LEAGUE (5권역) 우승

3월 22일(금) 전북전주대: 전북우석대(2:1)의 경기
로 2019 대학축구 U -LEAGUE 5권역 리그가
전주대인조A구장에서 시작됐다.
5권역(전북/전남)은 9개 팀(전북전주대, 전북

호원대, 전북전주기전대, 전북원광대, 전북우석
대, 전남세한대, 전남전남과학대, 전남목포과학
대, 전북군장대)이 참가하였고, 10월 25일(금)
전남목포과학대: 전남세한대의 경기를 마지막

으로 마무리 되었다.
전북전주대가 승점 38점으로 권역리그에서

우승, 4연패를 달성하였다.
2019년은 9개의 권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권역에서 우승한 팀끼리 2019 U리그 왕중
왕전을 치를 예정이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전주대학교 박물관,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급증, 안전 수칙 익혀야

최근 몇 년간 1인용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 이전에 전동 킥보드는 고가의 가격으로 일
부 소유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
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
비스는 대표적으로 ‘지쿠터’가 있다. 
이용 방법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앱에서 내 주변 전동 킥보드 위치를 찾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용하는 간단한 조작 구
조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 후에는 목적지 근처
의 자전거 거치대 또는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 7분에

1,000원이라는 다소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접근 방법으로 전동 킥보드 이
용자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
bility)는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편
리함이 있지만,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큰 안전사
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교내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
하는 학생들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
지만 헬멧이나 별도의 보호 장구 없이
운전하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학생들 내에서도 전동 킥보드의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증

이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또, 전동 킥보드
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등의 보
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전동 킥보드는 원동
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외
에도 시속 20km/h이하로 주행하고 반드시 혼
자 승차해야 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

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보행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의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뉴스 제894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2019년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총 5일간 전 교직원(재난 담당자 위주) 및 학생
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

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 대비 종합 훈련
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
여해 재난 대응 체계 점검 및 국민 훈련 참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1일차 재난 대비 안전 점검 및 취약

분야 안전 훈련 ▲2일차 MT 및 학생 행사 안
전사고 예방 토론 훈련 ▲3일차 비상소집 훈련

및 지진 대피 훈련 ▲4일차 체육관 붕괴 및 화
재 사고(가정) 안전 훈련 ▲5일차 감염병 예방
토론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재난매뉴얼 숙달 토의 훈련과 실

제 현장 대응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이
중 현장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해 봄으로
써, 전 구성원 참여훈련의 확대로 구성원의 안
전 의식과 실질적 재난 대응 능력 제고에 주안
점을 두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주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물리 전공 동아리 안
다미르팀이 ‘2019 펀펀사이언스’ 과학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

과학관에서 진행된 ‘2019 펀펀사이언스’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국립중앙과학관 주관
행사로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대규모 과
학 문화 축제이다.
과학교육과 안다미르팀(1·2학년 이건우, 이
윤승, 김서현, 정해도, 안영진, 이해성 학생 및
윤마병 지도교수)은 ‘수륙양용 진동 로봇’을 선
보였다. 편축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바뀌는 진
동을 이용해 육상 및 수상 모든 곳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륙양용 로봇은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고, 그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행사 기간 동안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체험 부스 또한 운영해 관람객으로부
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건우 대표 학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

한 과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
들이 과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만들고 싶다.
예비 과학 교사로서 수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도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다미르팀은 과학 교사 준비를 위한 물리 전

공 동아리로, 각종 과학경진대회와 과학체험부
스 및 고등학생 대상 전공 체험, 고교 연계 활동
등에 참여하며 일반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재미
를 전함과 동시에 전주대와 과학교육과를 알리
고 있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과학교육과 과학콘텐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주대 근처 이용 가능 지역(지쿠터 제공)

전주대학교 축구부 권역리그 우승 4연패 달성 

2019년 10월 15일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
을 기부했다. 
인문대학은 지난 8월 진리관 307호를 개조

하고 그 강의실의 명칭을 공모했는데, 이용욱
교수가 제시한 ‘성연(聖淵)홀’이 채택되었다. 성
연은 ‘성인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지식과 사람
이 모여 연못을 이뤄 인문대학이 발전한다는 희
망을 담았다.
이용욱 교수는 전주대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

을 담아 강의실의 명칭을 붙이고, 이번에는 발
전기금 1,000만 원까지 기탁했다. 
이용욱 교수는 “전주대학교 구성원으로서 그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보답하

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라며, “발전기금이 전주
대 인문대학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인문대학장 이상균 교수는 “이 교수의
뜻에 따라 진리관 307호를 사람과 지식이 모여
학문을 탐구하는 배움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성연
(聖淵)홀이라 명명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인문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교수는 2005년 전주대에 부임하

여 인문대학장과 인문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야기문화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대외협력홍보실 발전기금(jjfund@jj.ac.kr)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공연방송연기학과
1학년 2학기 워크숍팀이 기억을 소재로 한 창
작극 <기억을 지워 주는 병원>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2019년 11월 12일(화)과 13일

(수) 오후 8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
사5길 67에 위치한 공연예술소극장 ‘용’에서 열
린다.
극의 줄거리는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에 각양

각색의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온다. 환자로
는 꼬챙이군, 실연녀, 군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대생, 진태가 등장한다. 이들은 간직하기 힘든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추억으로 남겨야겠다며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 극 중 한 인물은 도무
지 그 기억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기까지 한다.
워크숍팀의 열정을 담은 이번 공연은 ‘아픈 기
억을 지워 주는 병원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가
정에서 시작된다. <기억을 지워 주는 병원>은 환
자들의 잊고 싶은 기억들을 들으며 의사가 기억
을 지워 주기도 하고, 사연에 공감을 해 주기도
하는 내용으로, 소통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치유
받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 
창작극 <기억을 지워 주는 병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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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
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제6
회 간호학과 학술제가 개최됐다.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은 “학술제는 임상

실습의 경험을 교류하고 간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현
실을 함께 공유하고 전문 간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JJ NURSING’의 자긍심을 높이
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쁜 학기 중에도 준
비를 위해 애써 준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수
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
고 인사를 전했다. 
학술제는 임상 사례 연구와 간호 연구로 나

눠서 진행됐으며, 3, 4학년 학생들은 자신

들의 실습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는 후배와 동기들에게 경험 및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취지이다. 
임상 사례 연구에는 총 5팀이 참여했다. 각

팀은 김무늬(4학년) ‘(성인간호학) 비효율적
호흡양상 대상자 간호’, 김지원(3학년) ‘(노인
간호학) 낙상고위험 대상자 간호’, 윤수영(4
학년) ‘(여성건강간호학) 급성통증 대상자 간
호’, 김용우(4학년) ‘(정신간호학) 적응 장애
대상자 간호’, 김수지 외 3명(4학년)은 ‘(지역
사회간호학) 낙상고위험 대상자 방문 간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간호 연구 평가에는 총 6팀이 참여했다. 박

종진 외 10명은 ‘간호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 최윤 외 9명

은 ‘간호전공과 타전공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비교’, 유현정 외 10명은 ‘대
학생의 생활습관과 수면양상의 관계’, 김혁준
외 9명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성인지 감
수성의 상관관계’, 정한준 외 9명은 ‘대학생
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성격유형’, 이승
현 외 9명은 ‘대학교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
한 학업중단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몰입도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이에 대

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제는
학생들의 임상 간호술 기술 역량 및 리더십
과 자신감을 향상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순국 선열의 날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제호야!  11월17일이
"순국 선열의 날"이라는데.

현충일과 비슷한걸까?

제인이의 집

날짜가 다른걸 보면
현충일과는 다를텐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순국 선열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거래

그럼 순국선열의 날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구나.

맞아, 여기 쓰여진 걸 보면
최초의 여성 의병인 유희순 의사,

66세의 나이에 폭탄을 투척하신 강우규
열사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항일운동 중에 돌아가셨대

나석주/남자연/박차정

유희순

강우규

순국 선열의 날에 우리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잊지 않아야 겠다!

맞는 말이야!

지난달 18일 오후 1시, 미래외식산업 발전
의 중심이 될 ‘날’(지나온 날, 오늘 날, 다가올
날)이라는 주제로 외식산업학과 학술제가 스
타센터 1층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이호인 총장, 차진아 문화관광대학장, 김지

응 외식산업학과장의 축사로 시작한 학술제
는 시상과 학생들의 논문 발표, 토론, 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희준, 임수현 학생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식 서비스의 고객 만족 및 재이용 의도 연
구’를 주제로, 장희진, 안성은 학생은 ‘외식 트
렌드 추세에 따른 반외식의 서비스 품질과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후림 외 6명의 학생
이 키오스크 도입에 대한 토
론을 나눴다. 키오스크는 직
원의 도움 없이 주문이 가능
한 무인화 기계로, 편리하기
도 하지만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 주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은 이런
키오스크 기계의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며 토
론을 진행했다.
여러 주제의 과제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김담징, 김수민 학생이 ‘테이블 코디네이션’,
김승혜, 홍지민 학생이 ‘주방관리론’, 김혜진,

서지수 학생이 ‘메뉴관리론’을 주제로 과제들
을 발표했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제12회 외식산업학과 학술제 ‘날’

전주대 간호학과, 제6회 학술제 개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산업디자
인학과 졸업작품전시회가 개최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개화’라는 주제를 내걸어 전
통문화 속 성질을 현대적으로 접목시키는 여
러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전시된 모형들 중에서는 수상 놀이공원과

아동 정서 치유 센터 등 당장 전주 내에서 찾
아보기 힘든 특색 있는 시설들로 가득했다.
건축물의 활용도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위치
또한 폐역이 된 송천역, 전주천의 야외 무대
장 주변, 저수지 등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선정하여 경제성까지
생각한 학생들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제품들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노년층을 위

한 보조 기구들을 중점으로 하여 고안된 것
들이 주를 이뤘다. 유해조수와 절도범으로부
터 농작물을 지키는 기계식 허수아비와 습
도, 온도,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화
분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맞게 간단

한 스마트폰 조작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평지와 계단 모두 이동 가능한
보행기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제작되었
으며, 이외에도 외골격 지지 기구 등의 재활
에 도움을 줄 기계들도 준비돼 있었다.
전시회장에서는 졸업을 앞둔 전시자들이

가족과 후배들에게 꽃과 선물을 받으며 인사
를 나눴다. 졸업전시위원장을 맡은 두재환
(13학번) 학우는 “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았지
만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었고 끝나고 나니
후련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졸업생
들의 작품이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견
본이 된 것 같아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농
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참여하였다. 졸
업작품전시회가 끝나면 몇몇 작품들은 농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일산 전시회로 옮겨져
차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시회 ‘개화’

10월 31일 오후 6시를 시작으로 11월 7
일까지 총 7일간 진행하는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전시회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3층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인
正答=無(정답=무)는 ‘타인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찾자’라는 의미가 있다.
문화융합대학 이상행 학장은 “앞날의 여
러분들이 의미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전
하며 전시의 시작을 알렸고, 이 상행 학장
을 비롯한 많은 교수와 학부모들이 학생들
의 졸업을 축하했다.
시각디자인학과 신청우 학과장은 “학생들

이 매일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1, 2,
3차에 걸친 심사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며
나온 결과물”이라며 “오늘 학생들을 많이 축
하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오늘의 오프닝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강은총 학생(4학년, 졸업 전시 준비위원

회 디자인팀)은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
으며 작품을 준비했다. 가끔 학생들의 생각
과 교수님들의 생각이 다를 때 힘들기도 했
지만 지금 작품을 보면 후련하다.”라는 소
감과 함께 “이번 졸업 전시회를 위해 4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학생들이 노력한 부
분들을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우 학과장은 “이번 전시

작품은 4학년들에게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뿐만 아니라 1학년들에게도 좋은 본보
기가 될 것이다. 1학년들이 선배들의 졸업
전시회에 많이 방문하여 앞으로 자신은 어
떤 공부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4학년에겐 응원을,
1학년들에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정훈 기자 (yimjh6360@jj.ac.kr) 

제37회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전시회,
正答=無: 정해진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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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부의 상
징으로 인식되거나 부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
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관한 관심을 저버릴 수도 없는 상
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통한 자신 증식의 목적
을 가지고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생활 수단으로서의 부동산과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거 생활의 수단으로서
의 인식이 필요한 때이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형 부
동산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목적
이 명확해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이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서라도 높은 수익

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수인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다음으로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내·외 변수들에 관하여 공부하고 관심을 둬야 합니다. 
특히,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기 상황에 주목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있는지, 시

장 안정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투자 여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
어야 합니다. 투자한 이후 경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등은 수
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수익형 부
동산에 직접 투자할지, 리츠나 부동산 펀드와 같은 간접 투
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창업&취업 - 부동산관련사업 소개

각종 매체를 통해 ‘강남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며, ‘갓물주’라는 특정단어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의 개방, 부동산의 정보화,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은 크게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부의 원천이며 건전한 투
자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이것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회 문화적·경제적 대상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꿈이고 국

가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문화생활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바로 부동산의 역할이다. 부동산시장의 변
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부동산 관련 지식산업이 급속하게 확산하며 학문적 능력과 실무적 기법을 겸비한 프로페셔널 인재의 양성은 국가적 과
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직업으로서의 부동산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부동산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종진 교수
교수님 전공분야
부동산투자, 부동산 시장분석,
부동산자산관리분야 소개

1. 부동산 투자
우리나라 전체 자산 전체
국부의 70%가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
한 파생금융 상품을 포함하

면 80%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권이라는 제도
아래서 큰 건물들을 주식화해 판매하므로 소액 투자가 가능
한 간접 투자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간접 투자 시장은 리츠나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금융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결합이 강해졌습니다. 즉 금융 시장의 자본이
부동산 시장의 자본으로 넘어가고, 다시 부동산 시장의 수익
이 자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 중심의 부
동산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분석
어떤 토지를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중심 역할

이라고 하면, 수요가 초과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수요자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었
고,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
개발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자산관리분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사회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부

족하지 않게 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
도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
람들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 방법으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발이나 투자 이익을 통한 방법
과 부동산에 의해 창출된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이나 투자 이익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것이 이제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
으로 바뀌면서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모두투자개발
대표 김준완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졸)

1. 회사 소개 및 사업 분야
(주)모두투자개발은

2013년 4월에 설립되
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
1.2신도시’를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 자문, 개발,

P.M.(Project Management), 분양 대행, 컨설팅 업
무를 수행해 온 개발 전문 부동산 회사입니다.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속에서 소비자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니즈(Needs)와
공급자의 부동산 개발 환경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사는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개발·공급에 일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임장 활
동을 통한 철저한 입지 분석과 시장조사, 그리고 고객
의 니즈(Needs)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시행자와 투자자, 임차인 그리고 최
종 소비자(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분야
부동산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

이므로 그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의 형태도 다양하며, 연
관 산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산되는 부동
산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건물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그 건물을 건축할 토지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중개] 사람을 통
해서 토지를 물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투자]하게 되고, 토
지를 확보한 후 그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어느 정
도의 규모로 건축할 것인지[개발] 결정하게 됩니다. 개
발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PF 자금으
로 조달[금융]하게 되며, 개발에 착수한 건물은 수요자
(투자자 및 실 수요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분양], 

준공 이후 수요자는 분양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은 실수요자가
이용[임대]하고, 건물 관리 회사 등이 건물의 각종 시설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자 등을 유지 보
수하는 과정[관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때에 따
라서는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적 처분[경매]이 발
생하는 때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부동산 관련 직업군을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 부동산 감정 평가, 부동산
관리, 부동산 경매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3.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부동산개발과정에서처럼 각각의 부동산 활동 즉, 개

발·이용·매매·관리 등에는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
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부동산 관련 법률과 세무적
인 지식, 경제 상황 및 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부분에 대
한 기초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공인중개사와 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은 부동산 관련
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필요
한 지식을 습득하여 더욱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부동산 투자시장의 전망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간접 투자 시장이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의 부동산 간접 시
장 규모는 약 160조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도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우량 사업을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간접 투자 기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
여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김종진교수 + ㈜모두투자개발 대표 김준완박사(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졸)

건물주를 꿈꾸는 부동산 투자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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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손손으으로로  뽑뽑은은 국회의원
내내  손손으으로로  파파면면하하는는 국민소환제

신뢰를 잃고 있는 20대 국회와 국회의원
이번 20대 국회는 국민에게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여
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2019 국
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4%의 신뢰도로,
1.8%의 신뢰도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한 작년 조사에 이어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 업무, 의안 처리도 사상
최악의 국회임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11월 1일 기준 국
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5천9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2만2천78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6천817건으로 처
리율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식물 국회’라
고 불렸던 19대 국회의 처리율 46.6%와 그보다
높았던 이전 국회에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다. 

입법 동향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0대 국회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국민소환
제의 도입이 올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소
환제’란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대의민주
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대
표적인 수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의 10% 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
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충
족해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시스템을 국
민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국민
소환제의 도입은 예전부터 이슈로 자리 잡고는 했
다. 2004년에는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으며,
이미 학자들과 국민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발표한 개헌안에서 ‘국민소환제 등
의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제 확대’라는 내용을 담으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올해에는 일본
관련 이슈로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긴 했지만, 지난 7월 3
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
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 도입을 제안함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심
상정 의원, 이해찬, 박주민 의원 등도 올해 국민소환제 도
입을 주장한 바 있다. 비단 국회의원뿐 아니라 한 시민 단
체도 기자 회견을 열어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였고, 국
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20만 명을
넘겼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라는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며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 대
다수의 염원이 표출되고 있다.

외국의 국민소환제
이러한 국민소환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

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민소환제(의원 소환제)에 대해 국가 차
원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영국, 오스트리아, 아이슬
란드를 비롯해 파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벨라루스, 슬
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대만 등이다. 프랑스는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불가조항으로
두고 있고,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1933년 나
치 정권 이후 국민소환제가 폐지됐다. 민주주의 국가 중 대
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짧은 특
성 때문에 콜로라도와 미시간, 아칸소, 알래스카, 플로리다,
오레곤, 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 주민소환제만 도입하

고 있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한정해서만 국민소환제가
가능한데, 형사적인 문제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
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투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유권자
의 10%가 서명만 해도 파면된다. 이처럼 국민소환제에 관
한 해외 사례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는 아닌 것은 아래에서 볼 찬반 논의의 쟁점으로 사용되기
도 한다.

국민소환제 도입 찬반론
국민소환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

도로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따라 4년이 보장된다. 따
라서 한 번 선출되면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
거나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이상 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 여
러 가지 특권을 부여받지만 이를 견제하는 수단은 존재하
지 않다시피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나 제지할 수 있

는 제도적인 수단의 도입으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는 것이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다른
주장으로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으니 국민소환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국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책임정치가 확립되어 정당의 이익
을 우선시하는 당파적 정치보다 국민의 시선과 의사에 집
중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주장도 여럿 존재한다. 임기가 4

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재임이 가능한 국회의원 특성상 다
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견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악용되어 단
순히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기보다 뒤흔들기가 쉽
고, 결국 이것은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
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
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소환제가 오·남용될
경우 이전투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
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
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시
선도 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
향력이 강해져 기득권으로 소환제를 해당 집단의 이익, 추
구 방향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남아 있는 과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입법상의 쟁점 역시 아
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숙제이다. 우선 헌법 개정 없이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김선화 국회 입법
조사관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4년 임

기가 명시돼 있고, 따로 국민소환제를 명시한 바가 없
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
무차장은 “헌법상 4년 임기제 조항과 국회
의원 면책 특권 두 조항만을 가지고 국민소
환제가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
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석상의 다
툼은 아직 남아 있다.”라면서 “위헌성 논란이

적은 방식의 도입으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
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은 국회가 결단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로 합의가 필
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다른 쟁점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
표의원의 소환 방식을 어떻게 구분하여 입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 중 국회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 사례는 없으므로
오로지 한국에 맞춰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서 방법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입법상의 쟁점

역시 해결되지 않은 현재, 국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지속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대안 등
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내 손으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퇴
장



6 문화 제894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아~ 시험도 끝났고 이제 좀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곳 없나? 객사? 한옥마을? 전주 주변 번화가는 다 가 봐서 웬만한 건 재미도 없어, 

이번에는 먹기만 하지 말구!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없나? 나는 내 애인과 가 볼 만한 곳은 다 가 봤다, 이제 뭘 하고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특별한 걸 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인 거 다 알아요!  

곧 가족에게 선물 할 일이 생겼다, 혹은 혼자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거 모두 나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당신! 당신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시 끝 ?니났험 야 나 !두,

1. 목제공방 : 파이브 페이스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 #성공적 #가족 #선물 #성공적 #시험 스트레스 #해소 
#똥손 #금손 #다 모여 #주말엔 #분위기 있는 펍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42 4층 402호 
(신시가지 이디야 커피숍 앞 빌딩)

나는 남들과 다른 걸 써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 손! 내가 만드는 거라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고, 오직 나만 만들 수 있어 남들은 따라오지 못 할 희소성 가득한 물건이 필요 하
다면! 피톤치드향 가득한 나무가 주재료인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전주
에 몇 안 되는 공방이라 바로 달려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왔다.

부모님께 선물하거나, 자취하는 친구 집들이 선물, 애인 선물, 자신에게 주는 선물 등으
로 제격이다. 제대로 실물파이니까 긴말할 필요 없이, 묻고 이걸로 가.
이곳은 주말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분위기 있는 펍도 된다고 한다. 혼술 하기

에 적합한 장소로 꾸며 놨으며,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
면 추천한다.

꼭 공방 체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롱보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창업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기 때문에 함께 이런 종류의 수다를 떨고 싶다면, 또, 그냥 혼자 마시고 즐기고 싶
다면, 혹은,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 하고 싶다면? 외부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주저하지 말고 즐기러 가 보자!

▲ 이게 바로 그 피톤치드향 가득한 나무 
재료이다. 호주산과 일본산 나무를 쓰며, 
질이 아주 좋다.

▲ 저 틀을 기준으로 도마를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디자인도 가능하다!

▲ 틀을 따라 밑그림을 그린 뒤 기계로 재단 
시작!  어려울 경우 선생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 예쁜 모양으로 재단이 되었다.

▲ 열심히 사포질을 해 주며 다듬어 준다.  
맨들맨들~ 부들부들~ 

▲ 가격표 펍 내부 ▶

▲ 마지막으로 오일을 정성껏 발라주면 
완성!

2. 향수공방 : 퍼센트
#남자친구 #여자친구 #로맨틱 #데이트 #성공적 #친구선물 #성공적 #특별한 
#나만의 향기 #인스타 스타 #인스타 감성 #여기 있네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7 1F

슬슬 향기에 민감해지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멋 좀 부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향수 하
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아직 한 번도 향수를 접해 보지 않았다고?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초심자 버전 향수
부터 전문가 버전 향수까지 준비돼 있으니! 처음 도전해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 내 첫
향기를 가질 수 있는 곳. 어디 한 번 나도 향기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 볼까?

향수 공방이기도 하지만 향수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향과 디자인의 디퓨저와 방향제
도 직접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상품을 팔기도 하니 선물을 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향수의 경우, 다 쓴 공병은 따로 사용도 가능하고, 똑같은 향을 다시 만들고 싶다면
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리필해 준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올해를 향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눈과 코를 호강시켜 주는 이곳으로 얼른 가 보자!

▲ 가게 내부 ▲ 다양한 시향 제품들

▲ 시향해 볼 수 있도록 여러 향의 병과 
테스트지를 준다.

▲ 향기에 코가 둔감해지지 않도록 
커피콩으로 코를 환기시켜 주기도 한다.

▲ 이렇게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향수의
향기를 골라 종이에 적어 둔다.

▲ 공병에 향 제품들을 떨어뜨려 준다.

완성된 향수를
예쁜 케이스에 
담아 준다!

▶

선물하기에도
좋게 예쁜 쇼
핑백도 빼먹지
않고 챙겨 주
신다.

▶

축하드립니다! [893호 퀴즈 정답자 1인] 1.정지선 (사회복지학과) 

※ 이번호는 퀴즈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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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는 내담자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학과 인간 이해를 위한
심리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기법 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상담 및 임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중·고등학교 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 기관·사회 복지 기관·

사설 상담 및 교육 기관, 취업 지원 센터 등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거나, 대
학원(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더욱 깊이 있게 학
문을 연구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중등임용고시에 12명이 합격하여(2018년도 13명) 전문

상담 교사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2명의 학생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본교 및 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과에서는 졸업 이후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 자격증(청소년상
담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취득을 위한 특강 및 학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 수업 외에도 외부 기관 실습 및 탐방, 직무 능력 향
상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술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효자5동 행복플러스 마음 고민 상담실’ 운영을 시작하여 지역

사회 주민을 비롯해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로,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매년 필기 및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교직 이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 과
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 상담 교사의 역할을 소개하는 특강 역시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담 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 중 하나인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의 필기 및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 성공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특히 면접 대비 특

강의 경우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이 이뤄지는 것처럼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관에 대한 설명과 추후 취업, 진로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진행하며 재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효자5동 행복플러스 마음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효자5동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안을 제공

하여 개인 및 지역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부부 생활, 부모·자녀 의사소통, 트라우마 대처 등의 심리 상담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리모현초등학교에서 Wee 클래스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예솔, 순창여자중학교에서 Wee 클래스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지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하고 있는 박희연 졸업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정예솔 : 저는 전문 상담 교사로 올해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지역교육청 Wee 센터
(순회 상담)와 학교 현장(Wee 클래스 또는 상담실)에서 학생
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통한 인성 교육을 담당합니다. 교
우 관계 상담, 학습 상담, 진로 상담, 폭력 예방 상담 등 다양
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
적응 및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연 : 올해부터 순창여자중학교 전문 상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학교 상담실이나 Wee(위) 클래스에 상주하는 전
문 상담 교사가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집단 상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
는 컨설팅(자문)이 상담 활동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상담 행
사와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상담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외 상담 기록 관리나 운영계획서 수
립 등의 행정 업무와 외부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일이 있
습니다.

박희연 : 저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안전망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 9~24세의 여러 어려움을 가진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으며,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지
역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지원하
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을 합니다.

Q. 어떤 계기로 진로를 정하셨나요?
정예솔 :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하고 난 후 상담 분야와 임상

분야,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러던 중 3학년부터 방학마다 실시되는 현장 실습을 통해 여

러 기관에서 실습을 한 후, 저에게는 상담 분야가 더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교육 실습 과정을 통해 더욱 더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교원자
격증을 취득하여 바로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신지연 :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했
습니다. 막연히 나를 알아보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뚜렷한 진
로도 없었습니다. 학과의 여러 강의를 들으며 상담이 내담자
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
꼈습니다.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져 나갔던 학교 현장 실습
(교생)에서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저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가치관과 교직의 근무 환
경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희연 :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함께할 때 제가 즐거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도
울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고3 때 우연히 전주대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공 체험 행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상
담심리학과 이호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
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누군가를 돕는다면 상담으로 도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Q.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예솔 : 우선 전문 상담 교사가 되려면 임용 시험에 응시
해야 하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 필
요합니다. 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 내에서 교직 이
수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 기간 내에 열심히 학
점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임용 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을 여
러 해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스터디와 인터넷 강의, 학과에서 열어 주는 특강 등을 들으
며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빨리 시험에 붙고자 했습니다.

신지연 : 온라인으로 교육학과 전공 강의를 수강했고, 1차
시험(필기)까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면접)은 전주
대학교 선배, 동기들과 스터디를 꾸려 함께 준비했습니다. 임
용 시험 공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니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하
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2차 면접은 스터디를 추천하고 싶
습니다.

박희연 : 일단 저는 필요함을 느끼면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
이라 졸업 후 스스로에게 불확신을 갖고 대학원을 선택해 공
부했습니다. 그 후 카운슬링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실
습, 집단 상담, 여러 기관 및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어려
운 점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수업을 통해 얻으려고 노력했습
니다. 더불어 전문성을 위해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와
상담사들이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를 취득하
고 저에게 맞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레 취업 준비까지 이
어진 것 같습니다.

Q. 같은 길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예솔 : 전문 상담 교사를 준비한다고 하니 너무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상담의 방향과는 조
금 달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
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부터 임용 시험까지 큰 노력과 시간
이 필요하지만, 목표하는 바가 뚜렷하다면 힘든 시간을 버텨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
하지 말고 파이팅!

신지연 : 학번만 선배인지라 섣부른 조언이 될까 봐 우려되
는 마음입니다. 저는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으로 허겁
지겁 소화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길을 준비하기에 앞서 나의
가치관과 맞는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봤으
면 합니다. 확답을 얻으신다면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연 : 상담자는 절대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없습니다. 저
도 지금까지 집단을 다니고 개인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하
지만 ‘everything counts’ 경험했던 모든 순간이 다 축적
된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공부하며, 실습에
참여하고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듣는 등 모든 경험은 다 헛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상담자가 되는 길에 자산이
될 때가 분명 올 테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담심리학과 

졸업생 인터뷰

홍지영 학과장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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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는 현
재 의과학대학에 소속
되어 있으며, 약 1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
지고 있으나 전북지역
에서 유일하게 국가자
격인 건강운동관리사
(구, 운동처방사)를 전
문적으로 육성하는 학

과입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저
희 학과는 일차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국가자
격시험과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하였고, 수업 목
표와 진행 역시 자격 취득에 쉽도록 계획·운영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는 나날이 증가하
고 있는 노인 인구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복지
적 차원의 건강권 강화 요구,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참여 인구 증가 등과 맞물려 건강 및 운

동재활 관련 전문지도자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시행된 제1회
‘건강운동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합격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운동재활센터 등
과의 산학 체결로 매년 농어촌 의료봉사 및 현장
실습 학점제를 통해 취업 역량 강화에 주력함으
로써 취업률 10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학기부터는 특수대학원에 석사 과정으
로 ‘스포츠의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처방학과는 국가적 과제로 제

시되고 있는 노인 문제와 사회 복지 구현의 한 축
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
문 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더 도전적이고 진취적
인 행보를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처방학과는 매해 본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산학 협력 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하
여 노인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 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운동지도 행사’
를 개최·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시 소재 안골노인복지관과 김제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내 몸
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개인별 맞춤운
동교육 및 운동처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운동처방학과 3학년들이 주로 참

여했으며, 이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함께
했다. 
한편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매년 개최되는
봉사 활동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과 전공
에 대한 자존감 향상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활
동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껏 주로 방문했
던 전주시를 비롯한 무주, 김제를 제외한 기타
전북지역 지자체들과의 연계 확대를 통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Q. 운동처방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남 : 저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2학년까지

수영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
으로 인해 재활을 받던 중 문득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재활을 해 주는 전문
가의 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소신이 있었
기에,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가 제1회 건강운동관
리사 최대 합격률을 기록했고 교육 과정 역시
국가자격 시험과 관련하여 잘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돼,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운동
처방학과로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진 : 프로 골프 선수로 활동 중인 사촌 동생
의 영향으로 선수 트레이닝과 운동 재활 분야
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아프고 불편한 곳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 운동
처방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지환 : 저는 전주대학교 첫 입학을 운동처방
학과가 아닌 전주대학교 특기자(축구) 소속으
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꿈은 당연히 축구 선
수였죠. 하지만 두 번의 무릎 수술과 수술 부위
의 잦은 부상들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운동
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선수 시절 접했던 운동 재활 트레이너가 떠올
랐습니다. ‘어떤 학과에서 공부해야 선수 트레
이너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

던 중 운동처방학과라는 곳을 알게 됐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고 전과를 하여 현재는 선수
재활 트레이너라는 꿈을 성실히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주 :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
고 고교 시절에는 줄곧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
었습니다. 하지만 고3 때 체육과 관련된 다른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PT 강사(트레이
너)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관련 학과를 찾아보
다가 운동처방학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Q. 현장 실습 또는 의료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
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김진남 : 4학년 1학기에 노인병원에서 운동 처
방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노인분
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많은 자신감과 행
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어깨가 골절되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깨의 상태는 괜찮아지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
났는데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보호 장구 없
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운동을 1주일에 2회씩
저와 꾸준히 함께 하신 결과, 1학기가 끝날 무
렵에는 보호 장구를 하지 않은 팔로 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 잊지 못할 것 같
습니다.

서진 : 2학년 여름 방학 때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습 과정 중 경로당, 복지
관에서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일정 시간은 직
접 간단한 스트레칭과 밴드 운동 등을 지도하
기도 하고 노인건강타운에서는 게이트볼의 기

본자세와 규칙을 지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학과에서 배운 것을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지환 : 현장 실습 수업으로 학과와 산학 협
력을 맺고 있는 전주 소재 요양병원에서 실습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
지께 찾아갔는데 한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
면서 2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주셨습니다. 저
는 다시 그 돈을 돌려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
가 받는 게 예의라 하시면서 제 주머니에 다시
넣어 주셨습니다. 차마 이 돈을 용돈으로는 못
쓰고 다음 날 음료수 한 박스를 사 들고 병실
로 찾아가 할머니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
은 봉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무척 고맙고 소
중한 일들이란 걸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강민주 : 저는 2학년 1학기 때 복지관에서 어
르신들께 근막 이완과 운동 재활을 했던 봉사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직 2학
년이어서 선배님들 옆에서 보조하는 것밖에는
도움을 못 드렸지만, 확실히 학과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던 걸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었습니다.

Q. 운동처방학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진남 : 3학년으로 학과에 편입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이 행복합니다. 후배들이 얼른 꿈을 가졌
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그
일을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은 후배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봤으면 합니
다. 또한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의심 없이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욱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 주고 싶
습니다. 파이팅!

서진 : 공부할 때는 궁금한 것이 많아야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배움에 대해 의구심
을 가지며 공부하다 보면 학교 성적에만 치우
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
는 꿈을 위해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
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
식을 쌓으면서 전공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수업 도중 궁금한 것은 수업이 끝나고 바
로 교수님께 질문하세요!

한지환 :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하는 시
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운동처방사·트레
이너가 될 것인지 확고한 진로를 설정한 후 학
업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학
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
자하고 학과 공부 역시 무작정 외우기보단 이
해하며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민주 : 현장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꼭 가 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으로, 교
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만 접하는 것보다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경험은 말로 다 설
명 못 할 정도로 짜릿하고 학업에 대한 소중함
을 다시금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학생 인터뷰

건강운동전문가의 메카  운동처방학과
홍용 학과장님 인사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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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지도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원래는 태권도학과였으나, 태권도와 축구 전공이 합쳐져 명칭을

지금의 경기지도학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기지도학과는 학과 내 전공이 축구와 태권도, 이 두 가지로 나눠
져 있는 학과입니다.
Q. 경기지도학과의 전공에서도 세부 분야가 있나요?
태권도 전공은 겨루기·품세·시범이 있으며, 학생들은 입학할 때

부터 이 세 가지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선택합니다.
Q. 경기지도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태권도 전공에서는 1학년 때 기초와 기본 체육학을 배우고 학년

이 올라갈수록 점차 전문적인 체육학을 배우게 됩니다.
Q.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에 태권도학과가 정말 많지만 전주대학교만의 장점은 입학할 때부터 본인의 희망과 특기에

따라 전공을 세분화해서 겨루기, 품세, 시범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갖고, 그에 맞게 지도를 한다
는 것입니다. 즉, 다른 학교들과 달리 학생들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
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을 돕는 문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경기지도학과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준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실적, 그리

고 잘하는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Q. 경기지도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태권도학과에서는 문무를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고 졸업 후 이 학생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과 학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취업을 많이 나가기 때
문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서도 우수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경기지도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졸업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보통 체육관 및 학교 지도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해외 지도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사범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조
건이었습니다. 집, 차, 기름값 등을 다 지원해 주고 한화로 월 6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제안이
었습니다. 우리 시범단이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통해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학과와 자매결연
을 맺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Q. 경기지도학과에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태권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본인 태권도 4단을 따야 되고, 4단을 딴 후에는 태권도 사범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 다음 단계인 태권도 심판 자격증,
경기지도사 2급, 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하면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 학생들에게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본인

의 선택에 책임을 져라.”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늘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해라.”라는 이야기를 많
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입학할 때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
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엔 본인들이 뜻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경기지도학과는 축구, 태권도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유능하고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실기 및 이론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
득 및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Q. 경기지도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이종학 : 축구 전공은 축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축구 지도 인력을 배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에
이전트, 지도자(감독, 코치), 축구전문심판, 해
설가, 전력분석관 등 다양한 축구 분야로 진출
하기 위한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지도학과 축구 전공 출신 졸업생들은 다양
한 축구 분야 직업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 태권도 전공은 매년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하는 태권도 명문대학으로 시범단, 선수
단, 문무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은
최근 7월에 있었던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 종
합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전라북
도뿐만 아니라 전국과 해외에서도 많은 시범
공연을 통해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
전공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루기선수단도 매년 전국 대회 입상 및 전라
북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전국체전에서 우수
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Q. 경기지도학과는 실기수업이 많은데 그러한 실
기수업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이종학 : 축구 전공의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는 대표적으로 축구C급과정, B급과정, A급과
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지
도자 자격증) AFC C급, B급, A급, P급 라이
센스 자격증 코스와 유사하게 수업이 진행됩니
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코스를 실전에 가깝
게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현우 :태권도 전공 수업은 이론 과정부터 실
기 과정까지 현장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
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실기 수업을 통해
졸업 후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 과정을
배움으로써 원활한 취업과 취업 후 대학 졸업
자의 전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정규 교과 외에도 특강과 여러 비교과 수
업을 통해 전공 역량 향상 및 자격증 교육, 진
로, 취업 캠프 등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학과에서 운영되는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종학 : 지도자 동아리, 전력 분석 동아리, 행

정 동아리, 심판 동아리 총 4개의 동아리가 있
습니다. ‘지도자 동아리’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
한 학문을 공부하고, 8~19세 축구선수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동아리 내
에서 실습함으로써 취업 후 실무 능력을 키우

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운동 시간(비학점)을
활용하여 코칭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
석 동아리’는 학과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로,
현 u-20세 전력분석관이자 u-20 월드컵 준
우승의 주역인 임재훈(08) 분석관님의 2015
년 개설로 시작됐습니다. 3,000만 원 상당 분
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
분석을 배우기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다음스포츠에서 박경훈
의 축구연구소라는 영상 분석 칼럼을 시도했고
2018년에는 스포츠조선과 연계해 2018 러
시아 월드컵·아시안게임 분석 기사를 내보내
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동아리’는 학과 내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 총학
생회가 주최하는 JJ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스포츠(의류업체)와 축구 전공 산학
협력을 맺어 산업 현장 연구 및 재학생들의 실
무 교육을 촉진시키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심판 동아리’는 매주 진로 탐색 시간 이후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구 경기 규칙서
숙지 혹은 판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시청 후 토의, 토론하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축구 심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
초 학문과 기초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김현우 : 크게 3가지로 시범단, 선수단, 문무

단으로 나눠지며 각 동아리별 특기를 살려 운
영되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교수님들과 코치님
의 지도로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으로 매년 전국 대회 입상 및 국내외 공연과 뛰
어난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이종학 : 부족한 날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한명도 빠짐없이 나의 자식이
라 생각하고 있고 모두 정말 소중해. 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난다. 긴 대학 생활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
고 많은 순간들을 후회했어. 너희도 이 순간들
이 오겠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졸업 후 사
회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너희들의
목표를 위해 더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고 누군
갈 뜨겁게 사랑하고 청춘을 즐겨라!       

김현우 : 많은 시합을 치르면서 잔부상 또는 큰
부상이 많을 텐데 남은 기간 회복과 운동을 적
절히 섞어가며 남은 시합 잘 마무리했으면 좋
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파이팅!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축구 전공 학회장 이종학(13), 태권도 전공 부학회장 김현우(17) 인터뷰

세계적인 경기 지도자 양성의 요람  경기지도학과

최광근 학과장님 인터뷰



매일 아침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휴
식을 하고, 잠을 자는 반복되고 소소한 일상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
켜내는 예전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일이 우리의 인성
과 지성을 성장시키고 풍성케 하는 즐거운 예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며 소소
한 일상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따뜻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강의실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학생과 교수가 배움의 기쁨과 학문적 탁월함을 훈련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지적 설계와 질서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캠퍼스에서 예배하게 하소

서. 캠퍼스 곳곳을 걸으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물을 향유
하면서 그곳에 나타난 심미와 생명과 창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
양과 말씀을 읽는 시간 외에 내 시간이라 생각하는 일상에
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보경 교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성숙한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주
님 안에서 기뻐한다. 일어서서도 앉
아서도 넘어져서도 기뻐한다. 성공
이나 실패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나 복음이 있기에 그저 기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에는
기쁨이 넘친다. “하늘을 우러러 주
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
고”(행7:55).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
는 바울은 기뻐하기 위해 먼저 버릴
것을 가르친다. “내가 팔  할례를 받
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
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
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
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3:). 하나
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조국, 혈통 좋
은 집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당대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확실한 생의 목표와 야망이
있었다. 한 세상을 넉넉하게 즐기면
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
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
(害)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빌
3:).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참 기
쁨을 위해 모두 버리겠다는 위대한
선언이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얻
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빌3:)
때문이었다.

▼ 참 기쁨을 누리며 범사에 기뻐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우
리가 그렇게나 집착하는 명예와 학
식과 재물과 확실한 생의 목표를 배
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일이다. 의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서나 기쁨을 충
만케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
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
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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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배

2019-2학기 제3기 소그룹 리더 학교가 지난
9월 30일(월)부터 시작해, 10월 28일(월)에 졸
업식을 진행하였다. 소그룹 리더 학교 졸업생은

총 23명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며, 소그룹 채
플 리더를 담당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5주간 매
주 월요일 15:30~19:30까지 총 20시간의 교

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훈련 기간 중 1박 2일
M.T를 통해 공동체성 훈련에도 참여하였다. 
이 날 진행된 소그룹 리더 학교 졸업식은 리더

학교의 강사였던 이진호 목사(성품채플 담당)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돼, 졸업장 수여와 꽃 전달식
이 진행되었다. 학사모는 양병선 부총장(소그룹
리더학교 교장)이 씌워 주고, 졸업장은 이호인 총
장이 전달했다. 이어 졸업생의 리더 학교 간증과
이호인 총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한병수 목사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담임)의 축도로 리더 학교
졸업식이 마무리되었다.
2019-2학기 제4기 소그룹 리더 학교는 오는

11월 18일(월)부터 총 5주간 교육이 실시될 예
정이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교에 재학 중인 모
든 학생들은 총 4번의 채플을 이수해야 하는
교과 과정이 있다. 이 채플의 교과 과정을 5
가지의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채
플에서는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채플에서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교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화요일과 목요일 스
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된다. 28개의 성
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내
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소그룹채플은 같은
성품 교육을 진행하지만, 소그룹 형태로 모임
이 진행된다. 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지역 교
회 목회자, 교회 리더들이 이 소그룹의 리더
로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과 멘토, 멘티로 만
나게 된다. 소그룹 리더는 신앙뿐 아니라 학
교생활에 도움을 주며, 소그룹 안에서 조별 스
페셜 모임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훈련한다. 이
채플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대 총장 발행 인증서 발
급 및 장학금 수여도 실시한다. 
성품채플(교회)은 매주 화요일 대학교회에서

진행되는 채플로, 동일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성품 교육을 진행하며, 조를 나누어 조별 나
눔 등을 진행한다. 이 조는 위의 채플들과 달
리 온전히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 리더 또

한 그 조의 구성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성채플
매주 화요일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대강당)

에서 진행되는 영성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의 진리를 바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이
다. 매주 채플 밴드가 음악을 통해 채플의 집
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게스트를
초청하여 이단 강의, 레크레이션, 문화 공연
등을 통하여 채플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있고, 참여도 또한 높다. 학기 말에는 참여도
와 감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
고 있다. 

▶지성채플
매주 화요일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되

는 채플은 ‘지성의 숲’이라는 워크북을 중심으
로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있다.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 과정의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
도록 도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 체계
를 스스로 정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플 봉
사자들이 함께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
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
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말 적극적으로 참
여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
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
을 극대화한다.

제3기 소그룹 리더학교 졸업식 

전주대학교 채플안내

기 도 문

신앙과 선교 제894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
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
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역들을 위해 함
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서 전주대

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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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일 시 : 11월 13일(수), 11:00     
- 장 소 : 대학교회 

♥교직원 예배 안내♥

일 시 설 교 자
11월 7일(목) 박영진 목사
11월 14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21일(목) 유병근 목사

예배안내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 절반에 가
까운 목숨을 잃어가며 대서양 항해를 감행하
였다. 그 험난한 여정은 오로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힘들게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 도착하
였다. 도착해서도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추위에 떨어야 했
으며, 질병과 배고픔 등으로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 설상
가상(雪上加霜)으로 인디언으로부터 안전과 생
명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死鬪)를 벌여야
만 했다.
그야말로 청교도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

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 청교도 신앙을 이어 가며 미래를 대비하였
다.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는 마음껏 하나님
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앞으
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목적이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된
다. 그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대학교이다.
청교도들에 의해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하
버드’라는 대학교 명칭은 청교도 목사인 존 하
버드의 이름이다. 그가 학교 설립을 위해 수백
권의 장서 및 재산을 기증하였기 때문인데, 그
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하버드’라 명명한

것이다. 하버드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청교도
정신을 계승 시키고자 하는 것과 성직자 양성
함에 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설립된 하버드대학교는 현

재 세계대학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
으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세계 제일의 명문대학답게 세
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프
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
시, 버락 오바마 등 8명이나 되는 미국 대통
령이 하버드대학교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작가 T.S. 엘리엇, 배우 맷 데

이먼,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초절
주의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도 하버드 대학이 배출한 인물들이
다.
이를 보면 청교도들은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

을 간파(看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버드대학을 설립한 그들
에게서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하여
반기문 UN사무총장, 서울대학교 백낙청 명예
교수, 철학자 김용옥 등이 하버드대학교 출신
이다. 그 밖에도 하버드를 나온 대한민국의 많
은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joayo7kim@hanmail.net)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 

▲ 아름드리나무에 둘러싸인 고풍스런 하버드대학교 전경

진리의 샘

목사로서 나는 바울의 국정개입 스타일을
좋아한다. 모든 권세의 소유와 분배는 하나
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수
종 드는 임시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바울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주에게
서 나온 모든 권세들 즉 임금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했다. 임

금들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지도자를 의미
한다. 이는 다양한 정권들을 뜻하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의 수반들을 뜻하기도 한다.

권세의 용도는 다양하다. 권세의 주인은 권
력의 칼자루를 선한 지도자의 손에 넘겨 지
도와 보호의 지팡이로 쓰시기도 하고 악한 지
도자의 손에 맡겨 인생의 엉덩이를 찜질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
성에게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몽둥이로 쓰임을 받
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당시 이스라엘 안팎의 임금들과 고관들 즉 가
이우스, 글라우디오, 네로, 헤롯 아그립바 2
세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 권세들에 대
해 순종했다.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자신
의 기호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
성의 성화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당연히 옳다고
선포한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것
을 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
한 정치의 조용한 개입이다. 하나님의 주권

을 편들고 하늘의 진실을 편드는 최고의 방
식이다.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관
료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든 권세의 머리"이
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의로운 판단을
주시도록,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구하도록,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더 위하도록, 불법이
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외세에 흔들리
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한다. 정권이 바
뀌어도 동일하게 기도하려 한다. 또한 김정
은과 아베와 트럼프와 시진핑을 위해서도 동
일하게 기도한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탈취
한 마귀의 정치적인 수족이 되지 않도록 앞
으로의 임금들과 고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
려 한다.

증오의 독설을 퍼붓고 분노의 싸대기를 날
리는 목회자의 다소 천박한 정치개입 방식을
종종 목격한다. 물론 나는 더 천박하다. 그런
데 교회는 특정한 정파를 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 선과 악을 불문하고 편들게 만드는 가
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와 희생자가 되지 않
도록, 정치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사
랑과 공의의 주님을 힘써 편들어야 한다. 정

파를 불문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분들
을 지지하고 권세가 주어지면 순응해야 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파에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고 좌파에는 위태롭고 무분별한 방종
이 가득하다. 다 교회가, 국민이 그렇게 만들
었다. 개선과 회복도 교회와 국민의 몫이라
고 생각한다.

친미나 친북이나 친일이나 친중이나 그리스
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여야 한다. 보수나 진
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여야 한다. 남
자나 여자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청년이나 노
년이나 지방이나 수도권을 불문하고 그리스
도 안에서는 하나여야 한다. 초대교회 시대
에 세리들과 창녀들과 노예들과 상전들과 유
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야만인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미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민
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던 제
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
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과 추구의 일순위로 여기는 판단력과 연
합과 협력에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 다하기
를 소원한다.

나라를 위하여

11

대학교회 담임목사 
한병수

(기초융합교육원)

신앙과 선교제894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고대 그리스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기품 있는    
하버드대학 건물

▲ 대학 건물 앞에 세워져있는 하버드 목사의 동상,  
그의 구두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 반질반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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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속 학우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기숙사. 우리 학
교 학우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그동안 몰랐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숙사 지킴이, 우리 학교
기숙사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윤동민(역사교육과 동문) 선
생님을 만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다.

Q.본인 소개와 담당 업무 좀 알려 주세요.
A.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 위탁 전문 회사 ‘이도’ 에서 전주
대학교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민이라고 합니다. 전주대
학교 기숙사(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 포함 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 지도
교사 7명,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 4명, 총 11명이 기숙사 운
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기숙사가 총 세 곳인데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A.먼저 가장 큰 차이는 호실 내 화장실&샤워실의 유무입니
다. 스타홈과 스타빌은 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
니 각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공용 화장실, 공용 샤
워실이 있습니다. 반면 스타타워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각 방안에 화장실이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합니
다. 그러다 보니 금액도 2~30만 원 차이 납니다. 또 하나는
스타타워에만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식으
로 운영돼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한 학기 식비를 내고 아침,
저녁을 먹어 스타빌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의무식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 이
용하는 학생이 적어 스타타워 외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못 하
고 있습니다.

Q.학우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재학생 같은 경우는 직전 학기 성적과 거리를 합산해서 선
발하고, 신입생의 경우는 거리로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과 학기를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해 연간을 60%, 학기를 40% 정도 뽑고 있습니다.
학기 방은 방학 때 외부 단체들이 행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스타누리’라고 유학생들만 생활
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 스타타
워, 스타홈, 스타빌 쪽으로 국제교류원과 협의 후 배정하고 있
습니다.

Q.기숙사 생활 시 학생들이 가장 어기는 규칙이 있다면 무엇인
가요?
A.학생들이 점호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점호는 일요
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총 세 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점호를 매일 하다가 학생들의 민원이 많아져 세 번으
로 줄였습니다. 오후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자율적으
로 각 층별로 지문 리더기에 지문을 찍어 점호를 진행하는데,
피곤한 학생들이 먼저 잠을 청하거나 점호를 잊어버리는 학생
들이 있다 보니 점호 참여율이 6~70% 정도밖에 되지 않습
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벌점에서도 점호 항목이 가장 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외박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해
점호의 참여가 어려우면 관련 서류 작성 및 부모님과의 협의
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음이 민원으로 많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Q.학생들이 기숙사를 생활할 때 꼭 유의해 줬으면 하는 점이 있
나요?
A.기숙사의 퇴사 항목이 있습니다. 외부인을 들여오거나 벌

점 15점 초과 시 퇴사를 시킵니다. 이성 학생을 데리고 온 경
우에는 1~2주 안으로 무조건 퇴사를 시키고, 동성 학생을 데
리고 왔을 때와 벌점 15점 초과의 경우, 경위서 작성과 봉사
활동을 지시하고 퇴사를 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입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이 항목을 모
르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꼭 유의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 새
롭게 생긴 항목이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방을 험하게 쓰고, 청
소하지 않아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퇴사
후 체크해 다음 학기 입사 시 우선 순위에서 밀어내려고 합니
다. 이러한 점들 꼭 주의해서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우리 학교 기숙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가장 좋은 점은 외부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문을 찍
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으로부터 안전하고,
여학생 방은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급한 상황에 벨을 누르면
바로 출동합니다. 또한 각 건물의 출입구부터 외곽까지 전부
CCTV가 작동 중이고, 에스원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편리합니다. 생활하는 데 있
어서 시설이 고장 났다던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
거의 해결해 줍니다. 학교 인스타 페이지 내 기숙사 생활에 불
편 사항 신고를 올리면 시설 담당 선생님들이 늦어도 하루 이
틀 안에는 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기숙사의 게스트룸은 무엇인가요?
A.우리 학교 주변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만든 공간으로, 주말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외
에 거주 중인 교수님들이나 객원 교수님들, 학교를 방문하시
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 현재 스타타워 B동 18층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Q.스타빌의 여자 기숙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올해 기숙사 시설 개선 1순위가 엘리베이터 설치였습니다.

총학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시설이 불편한 것도 저희가 인
지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는데, 결
론적으로 아직 못 했습니다. 업체 쪽으로 문의를 했더니 설치
하려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 점검하는 비용이 설치
하는 비용보다 더 커 아직까지는 보류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방법을 찾고 있고, 개선책이 나오면 꼭 설치하려
고 합니다. 

Q.기숙사를 총괄하시면서 힘드신 점이 있나요?
A.그렇게 힘든 점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기숙
사를 담당하다가 이 학교로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과 만나는 재미
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과 부딪치다 보면 아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다 보니 운영실을 찾아오는 학생들도 적
어지고, 직접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
런 부분에서 예전과 비교해 매우 아쉽다고 느낍니다.

Q.마지막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추후 희망하는 학
생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A.전혀 모르는 학생과 한 방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나 혼자 방을 쓰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생활하는 건
정말 많은 배려가 필요한데, 그걸 배워 가는 시간인 것 같습
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나 자신도 편해
질 것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한 발 더 성장한 모습으
로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눈높이에
서 봤을 때 불편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하거나 문의해 주
면 바꿀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우리 대학 기숙사는
처음이지?

어서 와~

▲기숙사 운영팀장 윤동민 동문(역사교육과 96졸)



사    설

최근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일
정이 공고되었다. 후보자 등록을 이달 11일에
서 15일까지 실시하고, 11월 25일에서 12월
2일까지 선거 유세 기간을 거처 다음 날인 12
월 3일에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
이다. 이번 선거의 대상은 총학생회, 단대학생
회, 중앙동아리연합회이다. 이제 전주대학교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장의
선거 일정이 시작된 것이며, 학우들의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학생자치기구장은 전체 학생들의 의사를 대
변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실천하고 학생회
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는 이러
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생대표자
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출된 학생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부여된 정당성을 통해 전체 학생
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학생과 학
교를 위해 그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학생자
치기구 선거와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은 교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학생권익을 확
보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학생은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전체
학생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
이고 유능한 학생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인 학생들은 입후보자들
의 공약을 본인이 지향하는 학생회 운영 방향
과 일치하는지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임
기 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성실성과 역량
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더불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입후보자들의 선
거 유세 과정도 꼼꼼히 지켜보아야 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하는지를 관찰하고 혹시라도 선거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판
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교내 민주주의의 실현은 관련된 규정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내 민주주의는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하여 실현
될 수 있다. 또한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이 있어
야 학생권익이 보호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번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전체 학생들의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체 학생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축제 같은 학
생자치구장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현재의 입시제도를 바라보며...

교수칼럼

D-8, 2020학년 수능도 얼마 남지 않
았다. 11월, 제법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들려오는 수능 소식들. 대학 입시의 계절
이 돌아온 것이다. 나의 대학 입시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
시 제도에 관해 글을 적어 본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 기준을 보면 수
시 77.3%, 정시 22.7%로 수시의 비중
이 훨씬 높다. 수능을 중요시했던 예전과
달리 학생부, 즉 생활기록부와 그에 따른
요소들이 대학 입학을 하는 데 중요한 요
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교육이 공
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이미 기정사
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형태
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입시 컨설
팅, 논술, 면접 학원 등 교내 활동과 관련
되지 않은 것들까지 배우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단
점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작
년, 숙명여고에서 발생한 쌍둥이 시험 문
제 유출 사건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자녀의 내신 성적
을 위해 같은 학교의 교사인 부모가 시험
지를 유출해 성적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신 성적에 대한 공정성 문
제가 대두됐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
서 밝혀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입시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대학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서열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대입 문제에 대해 논쟁해 봤자 그것은 소
모적인 일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입시
제도가 나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대학 입시라는 그늘에 가려져 하늘조차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다. 단
순히 대학 입학만을 위해 끼워 맞춘 꿈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꿈이 뭔지 생
각해 봤으면 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일의 나를 그릴 수 있는, 맑은 하늘의 산
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기자칼럼

전주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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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5월 15일 창간

13

강민지 기자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학
생과 졸업생, 교수진, 물리적 캠퍼스, 논
문 등의 성과물... 관념적으로는 대학을
알고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그중에 대학 캠퍼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들어설
때 비로소 학교를 실감하고, 학교를 소개
하는 자료에서는 캠퍼스 사진이 대부분
대표성을 가진다. 그리고 학풍을 이야기
할 때도 캠퍼스의 잔디, 연못, 건물 입면,
상징탑 등을 떠올린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은 수백
년 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흔들리
지 않는 전통을 보여 주고, 미국의 MIT
는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에게 건물을
맡겨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학풍을 보
여 준다. 국내에서도 학교의 이미지를 캠
퍼스 전경 또는 대표하는 건축물들에서
상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캠퍼스의
건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전주대는 이런 측면에서 뛰어난 캠퍼스

를 가지고 있다. 캠퍼스 어디서나 보이는
스타센터는 놀라운 미적 유니크함을 뽐내
는 건축물이고, 이보다 훨씬 멋진 점은 붉
은 고벽돌로 지어진 국제교육관, 학생회
관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고풍스러운 대학 본관과 현대적
인 스타타워, 아늑한 스타빌 등 구석구석
에 훌륭한 건축물들이 시대를 보여 주며
적절하게 배치돼 있다. 전 세계 수많은 대
학교를 방문해 봤지만, 전통과 새로운 양
식의 조화를 이보다 잘 보여 주는 캠퍼스
를 별로 보지 못했다. 
건축물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자본 투자를 위한 결정 과
정이 지난하며 부지 선정 및 프로그램 결
정, 건축가 선정, 재료, 공법 및 공사비 결
정, 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 공사 지원 체
제 구축 등 지속적인 결정 과정이 필요하
다. 공사 완료 이후에도 공간 구성 등 사
용자의 수많은 의사결정이 생겨난다.
이 모든 과정이 적절해야 훌륭한 건축물

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전주대학교의 훌륭
한 캠퍼스는 이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사
람들의 공헌과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단단한 기반은 전주대의 도
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전주대를 거쳐 가거나 이곳에서 생활하

고 있는 모두에게 캠퍼스는 공동체를 이
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이를 위한
대학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큰 박
수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심세보 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오피니언제894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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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 from Uzbekistan

Before I came to Korea, I watched
Korean dramas and movies. I thought
all the Korean people were rich and
they wanted do work quickly and in a
hurry. Now I think Korean people
sometimes tend to put things off.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as
surprised at the fast delivery system,
and I was embarrassed about the fact
that they eat dog meat.  
In my country, there is a day when
people fast for a certain period in the
month of Ramadan. We call it Hite.
There are Sacrament Days when we
slaughter sheep and share with neigh-
bors twice a year. On this day, the rich
share and eat with the poor.
In my country, women who are 20 to

22 years old and men between 23 and
40 get married. Most of them get
married when they are young. About
50 to 60 guests participate in the
wedding and dance together.
We should be careful to avoid pork in
my country, but we eat beef and sheep.
Families usually eat and talk with once
a month.

Lin Lin from China

Before I came to Korea, I was curious
about kimchi, bibimbap, and tteok-
bokki. Most of all, I wanted to know
what kimchi was and how to enjoy it.
I watched the Korean television drama
The Heirs. I thought most Korean peo-
ple were tall and romantic.
When I came to Korea, it was hard to

communicate. I wasn’t able to go out to
visit any place because I didn’t know
the routes. It was hard for me to be
friends with people. 
There are cart-bars in China, but
Korean cart-bars sell more various
dishes likes fish cake, fish-shaped
buns, fried food, and so on. I was sur-
prised.
In China, we can order delivery food
but not in public places. However, in
Korea, I felt it was interesting to see
them deliver anywhere, including a
public park.
In China, we don't need many side
dishes when we eat, but in Korea, I
was amazed to have a meal with a lot
of side dishes.
China's festivals include Lunar New
Year's Day, Dragon Boat Day, Jeongwol
Daeboreum, Danojeol, and the 70th
anniversary. Among them, Jeongwol
Daeboreum is popular. On that day, we

gather to dance and sing. In addition,
we play with riddles in our lanterns.
We eat moon cake, which means a
family reunion. And there is Danojeol.
We eat steamed rice rolled with lotus
leaves. It is called zzung zzis.
In China, the number 8 is lucky and
brings good fortune, but the number 4
means death so we don't like the num-
ber 4. We like the color red, but we
don't like white because it stands for a
funeral. Bells mean the end of one's
life. Chrysanthemums mean a funeral,
too. They should not be given as gifts.

Bao Bao from Vietnam

Before I came to Korea, I thought
Korea was a country of K-pop, Gang-
nam style, and dramas. I thought Ko-
rean people had a passion. You know,
a Korean soccer coach Park Hang Seo
is famous and popular among people
in my country.
In Vietnam, it doesn’t snow. I was
speechless to stand in falling snow that
was white and cold. The 24-hour con-
venience stores, fast delivery system, 
and mobile payment were eye-open-
ing. There are no ginkgo trees in Viet-
nam. They are beautiful, especially in
the fall, but the smell of ginkgo berries

made me embarrassed.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found it
difficult to reach out and get close to
Koreans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the
majority of foreign students want to be
close to Koreans. I think they should
try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first.
In Korea, junior and senior hierarchy
seems to be very important.
In Vietnam, we gather on New Year's
Day, a long holiday of about a week,
and we go to a temple to receive bless-
ings. We usually make and eat rice
cake called banh chung. It is a tradi-
tional food. On Chuseok, we wear
dragon masks and dance. It is Viet-
namese culture to gather, cook, and
play like a family.     
A silver gift between boyfriend and
girlfriend mean the break-up of their
relation in my country. A marriage
ceremony in Korea takes place in a
hotel and a restaurant, but in rural
Vietnam, they put a tent in their yard.
The first day is reserved for a family
and relatives. On the second day, the
whole village eat together, dance hap-
pily, and sing together.
In my country, parents give a lot of
presents to teachers because they
teach their children.

'Bird in the reeds' is an image made my
rolling paper to create a three-dimensional
effect. It was created with the idea of going
beyond just a flat, rectangular surface to
challenge the way we look at and see art
and images. The reeds are round (long and
cylindrical) and the bird is round, there-
fore, the image was made by making the
paper 'round' in a way, too.

Foreign Students Compare Korean Culture with Their Own

The dry season began
And countless gnus stood on the bank
To cross the river toward a green meadow.

Hungry crocodiles in the river were waiting
For the gnus to jump into the water.

Then I saw on the screen
A few gnus, kicking the bank with hoofs,
Immerse themselves in the river not toward the  
other shore but crocodiles.

While the crocodiles eat their fill, ripping gnus
And turning the river into a bloodbath,
The gnus finish crossing the river. 

They owe their lives to the death of others
So, like vegan monks, they don’t lie down to sleep
And they tear off rough grass with the tongue.

Some day when they cross the river again,
A few of them will walk toward crocodile’s muzzles
Instead of the other shore.

(Translated by J.C.S.)

How Gnus Cross the River

By Bok Hyo-geun

Birds in the Reeds

By Yim Jeoung Hun, Reporter

By Prof. Marli van Vuu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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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ọ và tên: Phạm Thị Thu Hương
Ngành.  : Quản trị kinh doanh
Năm học : 2018/9

Thời gian thấm thoát trôi, mới ngày nào
mình còn bỡ ngỡ sang Hàn Quốc vào
một ngày đầu thu chớm lạnh. Vậy mà
giờ đã hơn 2 năm trôi qua, thu lại đến,
tôi giờ đã không còn là cô học sinh Việt
Nam mới tốt nghiệp cấp 3 nữa mà đã là
sinh viên năm 2 khoa quản trị kinh doa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rồi!

Tôi- một cô gái 21 tuổi mang theo hoài

bão, ước mơ đến với xứ xở Hàn Quốc -
nơi chắp cho tôi đôi cánh của tri thức.

Đã 2 năm kể từ ngày tôi xa Việt Nam,
xa gia đình, xa bạn bè để theo đuổi ước
mơ du học nơi xứ xở Kim chi-Hàn Quốc.
Nhân dịp kì nghỉ hè, qua tìm hiểu được
thầy cô bạn bè ủng hộ, tôi đã đăng kí
tham gia Đoàn thiện nguyện về Việt Nam
cùng các anh chị tiền bối Hàn Quốc.
Đoàn của chúng tôi bao gồm 3 học sinh
Việt Nam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7
anh chị Hàn Quốc cùng với 1 thầy
trưởng Đoàn.

Được về Việt Nam tôi háo hức lắm!
Được gặp lại gia đình, bạn bè sau bao
ngày xa cách chỉ nói chuyện với nhau
qua chiếc màn hình điện thoại. Điều đặc
biệt khiến tôi háo hức và phấn khởi hơn
đó chính là công việc tình nguyện tôi
được tham gia cùng các anh chị tiền bối
Hàn quốc. Được trải nghiệm thêm một
phần cuộc sống du học sinh bổ ích này.
Điểm đến của Đoàn chính là nơi đã dạy
cho tôi những nét chữ đầu tiên của tiếng
hàn- Trung tâm du học Hàn Quốc ICC
Hà Nội.

Đoàn chúng tôi đã có những công tác
chuẩn bị ngay khi bắt đầu kì nghỉ hè. Từ
những trò chơi dân gian Hàn Quốc, đến
những thông tin bổ ích về văn hoá, con
người nơi đây đều được chúng tôi lên kế
hoạch tìm hiểu, sáng tạo để làm sao
truyền đạt đến các bạn cùng có niềm
đam mê du học Hàn Quốc như tôi được
hiểu rõ hơn.Và rồi khi mọi thứ đã sẵn
sàng cũng là lúc chúng tôi bước chân lên
chuyến bay hành trình theo đúng kế
hoạch.

Hà Nội chào đón chúng tôi bởi cái nóng
oi ả của những ngày hè. Sau chuyến bay
dài 5 tiếng thì chúng tôi đã di chuyển
nhanh về chỗ ở nghỉ ngơi và chuẩn bị
sẵn sàng cho buổi gặp mặt đầu tiên tại
Trung tâm du học ICC Hà Nội. Đoàn đã
đem tới cho các bạn, các em những
thông tin về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xinh
đẹp này cũng như cuộc sống của các
bạn du học sinh nơi đây. Sau mỗi ngày
tổ chức các chương trình tại trường
chúng tôi sẽ họp nhóm cùng Thầy
trưởng Đoàn để tổng kết lại các điều
chúng tôi đã làm được cho các em trong

ngày vừa qua và chuẩn bị các chương
trình tiếp theo cho ngày mới tiếp theo. Có
những hôm Đoàn phải thức đến 2-3h
sáng để luyện tập lại các bài nhảy cũng
như chuẩn bị các chương trình cho ngày
mới. Nhìn những nụ cười vui vẻ , sự hào
hứng của các bạn, các anh chị trong
đoàn tôi chẳng còn thấy cái vất vả, cái
nắng chói chang của ngày hè mà thay
vào đó chính là tấm lòng nhiệt huyết
trong tôi.

Với 2 tuần tham gia hoạt động, khoảng
thời gian để tôi được rèn luyện kĩ năng
hoạt động tập thể, kĩ năng làm việc
nhóm, giúp tôi mạnh dạn hơn, tự tin về
khả năng giao tiếp tiếng Hàn của mình.
Đó là những điều mà tôi đã học được
sau chuyến trở lại Việt Nam đầy ý nghĩa
này. Sau 2 tháng kể từ ngày xa Việt Nam
quay trở lại Hàn Quốc, tôi thấy cuộc sống
du học ngày càng thú vị hơn. Chuyến đi
này đã giúp tôi thay đổi bản thân, có
thêm những dự định mới cho chuyến
hành trang du họ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cùng sinh viên đại học Jeonju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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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전주대학교 재학생(성별무관)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신청기간
2019. 10.28(월)~11.15(금)
16:00까지

참가팀 사전 심사
(필요 시 진행)
2019.11.18(월)~19(화)
(참가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 13팀 선발)

PT 경진대회
일시

2019.11.21(목)16:00~18:00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진행방식

본선 진출 13팀의 5분 PT
발표 및 평가

신청방법
홈페이지 게시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표내용 PT 자료와

함께 이메일 제출
제출처:jjukmj@gmail.com

시상내역
금상 1팀, 상금 30만원
은상 2팀, 상금 10만원
동상 10팀, 상금 5만원

문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063-220-2027
(스타센터 2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