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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
원에서 시행한 ‘2019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 영역, 10개 부문 모두 인증 기준을 충족
하며 인증을 유지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경영, 교육, 시

설, 사회적 책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을 검증
하는 제도이다. 평가 인증은 고등교육 관계 법
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갖
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 운영을 개선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가 인증의 10개 부문에는 대학 경영, 대학
재정, 교육 과정, 교수·학습 교수, 직원, 교육
시설, 학생 지원, 대학 성과, 사회적 책무가 포
함되며, 본교는 모든 인증 기준을 충족해 1주
기(2014년)부터 적용 받아 온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2023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전주대는 학생영량개발시스템(onSTAR)을

도입해 학생의 역량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
리·피드백하고 있으며, ‘교육혁신본부’를 중심
으로 교육 과정 구축부터 학습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호인 총장은 “교육부터 연구, 봉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인증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지역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다.
한편, 기관 평가 인증은 정부의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 고등교육 질 보
장과 신뢰 부여 ▲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
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교류
협력 증진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있다.

대외협력홍보실(bigtrust@jj.ac.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전주대가 중앙일보 ‘2019년 전국대학평가’
학생 창업 지원 및 성과 부분 종합 순위에서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 대
학 중 1위로, 우수한 성적이다.
‘중앙일보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개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로 26년째 시행
되고 있다. 학생 창업 성과는 (1)재학생 당 창
업지원금, (2)재학생 만 명 당 기업 수, (3)기
업 당 매출액, (4)기업 당 고용 인원으로 나눠
평가했다. 전주대는 재학생 당 창업지원금 분

야에서 1인 평균 19.7만 원(8위)으로 높은 평
가를 받았으며, 이외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점
수를 받아 종합 순위 전국 8위의 영예를 안았
다.
전주대학교는 창업 마일리지(장학금), 창업

학점제 등 학생 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창업친
화적제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미래의
청년 스타 창업가를 조기 발굴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또, 지역 내 창업 기업의 자생적 성
장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매달 ‘판로개척 세미

나’를 개최해 학생 창업가와 지역 내 창업 기
업들의 유통 업체 입점을 돕고 있다. 창업 아
이템의 적정성과 발전 가능성을 심사하여 실
질적 지원으로의 연결은 물론, 아마존·대형
유통마켓·NS홈쇼핑·알리바바·카카오메이
커스 등 유통 기업 관계자의 입점 설명회를 진
행하고 있다.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학생 창업과 지

역 내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우수한 평
가를 받아 기쁘다.”라는 소감과 함께 “미래의
청년 스타 창업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지원단 허승(hur0874@jj.ac.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대학기관평가인증  10개 부문 모두 인증기준 충족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창업 부분 지역대학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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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리 호롱; 호롱의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스타
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사진 동아리 ‘호롱’
의 정기 전시회가 진행됐다. 호롱은 필름 카메
라 동아리로 시작해 DSLR 동아리, 이후엔 스
마트폰 카메라 동아리로 바뀌어 왔다. 꼭 고가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바꾸
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추
억을 쉽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의미도 있다.
전시장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은 물론, DSLR, 폴라로이드 등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오스트리아 빈
에서 찍은 사진을 전시작으로 내놓은 학우는
“친구와 같이 걷다가 우연히 찍게 된 사진이
다. 춥고 눈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핫도그를
사 먹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며 사
진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호롱 동아리 회장 김덕룡(컴퓨터공학·4)은

“형에게 카메라를 선물 받은 게 계기가 되어
동아리에 들어왔다.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싶
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동아리원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호
롱의 1년을 보여 주는 이번 전시회는 신경 쓸
것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부원들과 함께 준
비할 수 있어 그 힘듦마저 즐기면서 준비했다.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
는 소감을 전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뉴스 제896호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1995년생
병역 의무자로서 오는 2020년 이후에도 계
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상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 의

무를 마치지 않는 병역 의무자는 24세까지
는 자유롭게 국외 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
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국외 여행 허가는 제외 공관 또는 지방 병

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7일 전까
지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여행 목적별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역 이행 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 메뉴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가 가능

한 연령은 27세까지이며, 1회 최대 6개월로
한정된다. 또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 최대 5회까지이다. 단, 대학 재

학 등으로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이 허
가를 받은 경우엔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횟
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
자는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돼 3
년 이하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 처벌 외에도 공무
원·임직원 임용 채용 금지, 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병무청에서는 1995년생 국외 체재자

140명에게 지난 7월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내 가족에
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
으로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병역 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해당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하겠다.”라
고 밝혔다.
전북병무청 윤여헌<gold2989@korea.kr>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25세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허가 받아야

제4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후
보로 출마한 기호 1번 FLOW 선거 본
부의 이석민(정)·송지수(부) 후보가
2020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올해 총학생회 투표율은 이번 학기 1

만 346명의 유권자 중 4,534명이
투표해 43.8%의 투표율을 기록했으
며 이는 예년보다 약 7% 하락한 수치
이다. 개표 결과 FLOW 선거 본부는
유효 4,268표 중 2,940개의 찬성
표를 받아 찬성 비율 68.9%로 당선
을 알렸다.
FLOW 선거 본부의 메인 공약은 ▲

학생 인권 위원회 설립 및 인권 센터
강화 ▲시험 기간 야간 택시 단과대학

연합 운행 ▲JJ 워터밤 축제 개최 ▲
사회봉사 시스템 확대 ▲학우 여러분
과 같이 만드는 공약 총 다섯 가지이
다.
단과대학의 경우 경영대학과 공학대

학 두 대학만 경선으로 이루어졌다. 경
영대학은 기호 1번 FLOW 선거 본부
가 370표(58.1%), 공과대학은 기호
6번 THE BEST 선거 본부가 440
표(51.6%)를 얻어 당선됐다.
단일 후보로 나온 인문대학(소확행)은

74.7%, 사회과학대학(오늘愛 )은
86.8%, 의과학대학(FLOW)은 81.3%,
문화융합대학(FLOW)은 88.2%, 사범
대학(꽃닮)은 82.7%, 중앙동아리연합
회(커넥션)은 94.2%의 찬성표를 얻

어 모두 당선됐다.
문화관광대학의 경우 단일 후보였던

선거 본부가 사퇴함에 따라 후보자 등
록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내년 3월 보궐 선거가 진행될 예
정이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투표

는 지난 3일 9시부터 18시까지 각 단
과대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경
영대학의 경우 야간 대학 학생들의 투
표를 위해 30분 연장 진행했다. 이어
21시 30분부터 수퍼스타홀에서 시작
된 개표는 다음 날(4일) 2시 28분에
마무리됐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전공 3, 4학년
재학생들이 2019년 12월 14일(토),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재능 기부 공연과 졸업 공연을 펼
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태

권도전공, LINC+ 사업단, 대학혁신지
원사업단의 주관으로 기획되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며, 오전 10

시 30분에 시작하는 1부는 재능 기부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에 시
작하는 2부는 졸업 공연 발표회가 열린
다. 1부와 2부는 같은 내용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극은 어딘가 2% 부족한 소방 훈련생

들의 입소식을 시작으로, 부족한 그들이
고된 훈련을 통해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
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태권도전공 조성문 학회장은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치료를 위해 힘내고 있
는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재능 기부 공연을 6년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관
련 사회적 제도나 정책이 많아졌으면 합
니다.”라며 기획 의도를 전했다.
재능 기부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데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현재 태권도전공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
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태권도한
마당 종합우승 등의 실적을 내며 왕성
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과 태권도
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2019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재능기부공연

시간 진짜 빠르다.
곧 있으면 
종강이야 제호야

으아~ 그럼 드디어
방학님을 보겠구나!

제호야 이번 방학에 
짜 놓은 계획이 있어?

세상에...
그렇게나 많아?

다 실천할 수 있어?

나는..토익 900점 목표로 공부하기,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1급보기.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공부하기,

자격증따기.
다녀오기....또...

그래? 그럼
여유롭게 노는걸
목표로 정해야지!

...으이구

무조건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고
여유롭게 실천 할 수 있는 목표를

2개월씩만 정해서 계획을
짜는게 좋아 제호야.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전공 ‘소방학교’

이주신(만화애니매이션학과 1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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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카드 리더기 설치 추진 및

지폐 교환 복지 사업
 판매 사업 확대
 학과 연합 MT
 진리관 치안 개선

 오늘愛 알림판
 프린트 2대 확장
 오늘愛 베스트셀러
 평화관 족구장 흡연 구역

가림막 설치
 업그레이드된 애플 축제

 CCTV 설치

 Tonight, Together

 자격증 응시료 지원

 동아리 시그널

 유학생 글로벌 데이

 천잠 제1회 스포츠
토너먼트 개최

 Tonight, Together
 제2회 골든벨 시행
 E-sports 대회 개최
 의과학대학 하계 농촌

봉사 활동 실시

 공과대학 서포터즈 확대

 공과대학 올림픽 개최

 공과대학 문화 소모임 지원

 해동 도서관 열람 시간 연장

 NCS 직무 역량 강화 캠프 실시

 문화융합대학 환경 조성

 Tonight, Together

 학과 박람회

 힐링 여행 지원금

 Flow Point 제도

 삐뽀삐뽀! 사범대학의 안전 확보

 헌책 줄게, 반값 다오!

 시험 기간의 밤을 밝히다

 Action! 꽃닮 패밀리

 아낌 없이 주는 진리관 벤치

 동아리 지원금, 묻고 더블로 가!
 동아리 연합 M.T
 커넥션 라운지 설치
 동아리 관련 복지 시설

확층 및 개편
 분과 특성에 맞춘 멘토 강사 초청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당선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센터 강화

 Tonight, Together 
시험 기간 야간 택시 단과대 연합 운영

 제1회 JJ 워터밤 축제 개최
 사회 봉사 시스템 확대
 학우 여러분과 같이 만드는 공약

※ 문화관광대학은 후보자 최종 미등록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아
내년 3월 보궐선거 예정에 있음정 이석민 부 송지수

정 이   환 부 고광철

정 이준택 부 장나라

정 강태곤 부 문  별

정 이우승 부 문하경 정 김종훈 부 박수진

정 심규리 부 손정희

정 오길환 부 박가인

정 윤승호 부 유진실

총학생회

인문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문화융합대학

경영대학

의과학대학

사범대학

중앙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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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금융경영(11

학번)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2018년 상반기 우리은행 개
인 금융 직군 최종 합격하여 2018년 8월 입행했습니다.
현재는 예금팀에 속해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융 기관의 업무는 크게 수신 업무와 여신 업무로 나뉘는데,
수신 업무는 금융 기관이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상대방
의 여유금을 예금 형태로 흡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금
취급, 채권 발행, 중앙은행의 은행권 발행 등이 그 대표적
인 예입니다. 여신 업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용
어 그대로 자금을 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 기관의 대출, 할부 금
융, 주택 금융, 팩토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 어떻게 준비해야 이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까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최종

면접, 총 네 단계의 전형을 거칩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
는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다양한 취업 성공 사례가 있지만, 저의 경우 ‘백문불여
일견’이란 말처럼 앉아서 은행원을 상상하기보단 직접 체험
하고 싶었기에 학교와 연계된 은행에서 직장 체험을 했습니
다. 3달간 직장 체험을 하며 은행원 분들과 하루를 같이 시
작하고,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최대한 현직자 분들과 가깝
게 지내며 은행 시스템과 은행원으로서 역량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대출 등을 취급할 때 고객들
이 받은 서류 정리를 도왔고, 고객 응대 과정을 항상 귀 기
울여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저만의 스토
리를 만들 수 있었고, 금융권 서류 전형 합격 확률을 높였
습니다.
최근 서류 전형 합격 배수가 높아지며 필기 전형(NCS, 인

적성검사 등)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NCS에도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기에 출판사별로 문제집을 풀거나 봉
투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풀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
다. 실제 시험은 긴장감이 있고 환경이 다르기에 시간이 부
족하여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문제 유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시간 절약과 정답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이후 보통 두 번의 면접을 보게 됩

니다. 면접의 경우 혼자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면
접 스터디를 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 스
피치, PT발표 등을 하며 말하기 스킬을 늘렸습니다. 항상
실전처럼 준비했고, 목표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 준비했기에
정보 공유도 많이 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를 채워 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필기 전형을 꾸준히 준비했던 점, 면접 스터디를 통해 스피

치 연습, 정보 공유 등을 탄탄하게 준비하면 합격률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의 인재상, 은행 비전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
리은행 인재상 - 최고의 금융 자산가, 은행 비전 - 우리나
라 1등 은행이 있습니다.

Q. 관련 자격증이 무엇이 있나요?
금융 관련 자격증으로는 금융3종(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산운용사, 외환전문역, 자산관리사(FP), AFPK, CFP 등
이 있습니다. 
전 분야 우대 자격증으로는 보험 관련 자격증, 외환전문

역(2종),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Q. 은행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바가 있나요?
재학 시절엔 은행권 직장 체험, 뉴욕 월스트리트 탐방, 자

격증 취득, 봉사 활동 등 은행원이 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
력을 했습니다. 입행 이후엔 은행은 업무 스펙트럼이 넓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업무가 이루어기지기 때문에 ‘영업
능력’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이고 외향
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누
구와 대화를 해도 끊이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 나가기 위해
경제 기사, 칼럼 등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 우
수자를 우대해 주기 때문에 방학 때도 놀지 않고 1365를
통해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고객과의 상담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상품을 제공하였을 때, 그게 고
객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
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
행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는 실적, 영업입니
다. 은행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은 아
무래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고객에게 무리한 영업이 아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적절한 권유를 하다 보면 이것이 보
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금융으로 대체되고, 은행 업무의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에 고객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 접점을 찾아 나서는 영업 능력(세

일즈,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면 업
무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RM(Relation-
ship Manager), 자산가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PB(Pri-
vate Banking)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게 앞으로의 은행 업
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은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려요.
제 취업 준비 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탈락의 연속이었습니

다. 하지만 이런 경험과 시행착오가 쌓이고, 계속해서 도전
했기에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힘드시겠지만, 포
기하지 말고 도전하셔서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최지혜 기자(cjh1800cjh@jj.ac.kr)

은은행행원원  취취업업 성성공공기기
금융업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보수와 각종 복지 혜택 등으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

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직종이다. 특히 은행권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
용을 진행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높은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있
는 JB금융그룹은 크게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20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는 지역
출신 인재를 70% 이상 할당해 선발했다. 실제로 이러한 전형을 통해 전주대학교
졸업자가 은행에 입행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금융 취
업 아카데미나 NCS 스터디반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메리트가 큰 은행 입행을 위해 은행고시,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발표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우리은행에
입사한 현직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자.

▲한예림(경영대학 동문)

은행원 취업 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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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성폭행한 스타 강사, 징역 4년

최근 대구 스타 강사 불법 촬영물 유출이라는 제목을 내
건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
르면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대구 스타 강
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 징역 4년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경
찰은 A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성과의 만
남부터 관계까지의 모든 장면을 찍어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30명이 넘는다
고 발표했다. 영상에는 친구와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
폭행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 씨
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영상은 총 900GB로 이는 영화
400편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지
난 2월 그의 집에 온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높아져 가는 범죄율

이렇게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시간이 흐를수
록 더욱 느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

거 건수는 2012년 2,042건에서 2016년 4,90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나이는 19세 이상에서 35세 미
만이 91.1%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는 대부
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33.7%로 많이 발생

했으며 상업지역이 22.0%로 뒤를 이었다. 스토킹 관련 범
죄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범죄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7년 436건으
로 3년간 약 1.5배가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횟수는 3회 이상이 44.6%로 가장 높으며, 가
해 유형은 지인의 경우가 8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는 다
른 피해와 중첩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범
죄 피해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
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3배 가량 높아
졌다.
성범죄는 대검찰청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았을 때,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9.1%에서 2016년 56.8%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
지 않은 암수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 건
수는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
담 869건 중 168건(19.3%)이 2차 피해인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5명 중 1명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과 처벌수위

이렇게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이
지만 해당 범죄들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나 처벌 수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켰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
률이 높아 그 전조라고도 불리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 경범
죄로 분류된다. ‘스토킹’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할 방법밖에 없다.
해당 경범죄의 처벌은 범칙금 1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며
이는 노상 방뇨, 무단투기, 무단 취식의 처벌과 비슷한 수
준이다. 물론 아무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제정할 생각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8년 15
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
치적인 이유와 ‘스토킹’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불법 촬영 관련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특례
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
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

과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처
벌은 대부분 벌금형의 선에서 마무리된다. 한국여성변호사
회 소속의 김현아 변호사가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다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의 자료를 보면 각급 법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
용 촬영죄 1심, 상소심 포함 총 2,398건 중 1심을 기준으
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선고돼 확정된 1,540건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32%, 벌
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72%에 육박한다. 징역형의 경우
에도 징역 6월 미만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해외에서의 법과 처벌

해외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50개의 미국 모든 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범한 사람에게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의 경
우, 스토킹 범죄‘스토킹’ 이외에도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
하여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보다 유해한
중죄로 취급된다. 또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
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일본에서
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독일에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
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 등의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
게 처벌하고 있다. 스페인은 형법 제197조 제1항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녹음하
는 행위, 또는 소리-영상 재생 장비나 통신 신호 장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거나 벌금형을 부과 할수
있게 하여 징역형을 받을시 최소 1년의 징역을 부과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
서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35.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여성 대상 범죄에 더
욱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국
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법률을 제·개정하여 여성 대상 범
죄의 성립과 처벌을 명확히 해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하다
는 인식을 만들어 사회 전반에 퍼뜨릴 필요가 있다.

글: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고현 기자(rhgus0307@jj.ac.kr)

일러스트: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 스토킹, 성범죄와 같은 기사를 접한다. 
공통점은 주요 피해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여성 대상 범죄의
현황과 처벌 수위,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성대상 범죄,,  나나날날이이
증증가가하하지지만만  처처벌벌은은  ‘‘글글쎄쎄’’

▲지난 10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 2019 범죄백서>

여성대상 범죄, 나날이
증가하지만 처벌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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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라디오 방송국 PD인 ‘정훈’과 정훈의 프로그램에서 DJ를 하고 있는 ‘선애’, 정훈과 선애는 서로 짝
사랑 하고 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서로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나가는 둘, 대
학생 ‘정민’은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지원’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정민은
그런 지원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자꾸 눈에 보이는 정민을 지원도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지원이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말을 걸게 된다.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두 인생스토리와 배우들의 코믹연기가 볼만하고,
배우들의 연기 뿐 만 아니라 관객들의 공연 참여로 더욱 몰입되는 연기를 볼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썸 타는 남녀 둘이 간다면 손잡고 나올지도 모르니 예매하기!

2019.11.29.~2019.12.29.

「그남자, 그여자」
평일_오후 20시/ 

토_오후 15시,18시/ 
일_오후 14시30분,17시/

월_공연없음
입장료 : 평일 17,000원/주말 18,000원

장소 : 한해랑아트홀

#시놉시스

탄탄한 코미디 속에 노래와 뮤지컬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공연으로 단지 보기
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하는 관객 참여 형 공연 이라고 한다.
요즘 통 웃을 일이 없었다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보는 것 강.력.추.천.

2019.11.29.~2019.12.29.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목,금_오후20시/토_오후15시,18시/

일_오후14시30분,5시/월,화,수_공연없음/
12월24일_오후 17시,20시/25일_오후14시,17시,20시

입장료 : 정상가R석 50,000원→20,000원, 정상가S석 
장소 : 한해랑아트홀

#시놉시스

이별을 서로에게 고한 뒤, 남녀가 가진 상대방에 대한 기억과 감정에는 차이가 있곤 한다. 각자가 떠올리는 대로 상
대를 그린다. 해어진 다음 날, 남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매일의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서로에
대한 생각에 이뤄지는 슬프고 웃긴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실적인 이별 이야기를 담았다.
고정된 대본 없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동작들을 극사실적인 연극표현으로 풀어나간다. 상황의 순간마다 배우의 진
실한 감정을 놓고 관객들과 공감을 시도한다.
무대에 설치된 하얀 벽 안에서 이별 후의 각자의 생활을 보여주고, 서로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상대에 대한 감정
을 잘라낼 때마다 떨어져 나가며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리얼리티한 연기에 감각적인 음악을 가미해 관객들은 한 편
의 뮤직비디오의 형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신인류의 사랑은 고착화된 연극 양식을 탈피하는 공연이 될 것이
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들이 본다면 권태스러운 마음에 불을 지펴 줄 수도..!

2019.12.11.~2019.12.15.

「신 인류의 사랑」
평일_20시/주말_16시

입장료 : 20,000원
장소 : 공연예술소극장 용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내가 뭘 했나 싶어 극에 치닫는 우울함! 
혼자 봐도 재밌고 친구랑 봐도 재미있는 연극에, 남은 연말을 알차게 보
낼 수 있는 문화생활을 도와줄게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치여 무감
정해졌던 나를 약 2시간 채 안되는 연극을 통해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또 싱숭생숭한 내 마음을 달래줄 12월 한 달 동안 볼만한 문화예술 연극
을 추천해드릴게요!

*모든 연극의 자세한 사항은 각 연극장의 홈페이지, 
예매 창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연말에연말에

전주에서

뭐하지?
전주에서

뭐하지?

희노 애락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4 25 26 27 28 29 30

「그남자, 그여자」

「그남자, 그여자」

「그남자, 그여자」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신 인류의 사랑」

「신 인류의 사랑」 「금자네 반찬 가게」

「하프라이프」

「동치미」

「동치미」
「금자네 반찬 가게」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그남자, 그여자」

「그남자, 그여자」
「졸탄쇼 위대한 쇼맨-전주공연」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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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낱말퀴즈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2월 13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1. 1. 2. 3.

2.

3.

4.

5. 4.

3. 6.

가.6
세.7

7.

축하드립니다! [895호 퀴즈 정답자 5인]

1. 박서희 (법학과)    2. 신경섭 (게임콘텐츠학과)   
3. 윤지수 (물리치료학과)
4. 박은지 (일본언어문화학과)
5. 박현정 (일본언어문화학과)

가 로 세 로

1.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980년 5월 18일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

2. 중국 고대에 탕왕이 하나라의 걸왕을 물리치고 
세운 나라.

3. 팥소가 들어가 있는 빵. 주로 팥이 들어 있는 
서양식 빵을 일컫는다.

4. 고려 시대에, 액정국에서 임금에게 일을 아뢰는 
역할을 맡아보던 부서.

5. 시 대부분이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여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는 시인.

6. 쉬는 장소
7.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이며 로고에 세이렌이 

그려져 있다.

1.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출신의 가수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을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 어떤 기업의 거래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융자하여 주고 자본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정보적
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

3.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신조어로 ‘운동화를 
신고 출퇴근하는 도시 남녀’를 줄여 이르는 말.

4.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5. 대한민국 배우 마동석이 등장하게 될 마블 
시리즈의 영화.

6. 나무를 골라서 벌채함. 또는 그런 일.
7. 문장 부호의 이름 중 하나로 2019년 

전주대학교 가을 축제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시놉시스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어느 날 도연이 없어졌다. 금자네 반찬 집 사장 금자의 억척스런 돈도 없어졌다.
돈을 훔쳐간 도둑인가 납치를 당한 것 인가 도연은 어디 갔을까?? 모두 그런 도연을 찾으며 이야기가 전개 된다,
식구(食口)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이번 연극은 “1인가구가 늘어 끼니를 함께 하기 어려운 요즘, 
우리는 누군가의 식구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안겨준다. 
‘금자네 반찬집’의 주인공들은 어느 누구도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이다. 
그 들의 이야기 속에 품은 정이 드러나며 그들은 결국 식구가 된다. 유쾌함 속에서 가족과 식구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음식이라는 우리들의 일상 속 흔한 소재가 친근감을 주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혼자서 봐도 재밌을 작품!

2019.12.20.~2019.12.29.

「금자네 반찬집」
평일_20시,주말_16시

입장료 : 20,000원
장소 : 공연예술소극장 용

#시놉시스

젊은 시절, 김만복과 정이분은 고향에서 연(緣)을 맺어 서울로 상경해 쌀 한 말 지고 나와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어느새 1남 2녀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쳐 시집장가까지 보낸다. 
이제는 한시름 놓고 말년을 즐기셔도 좋으련만. 아내이자 어머니인 정이분에게 병마가 찾아든다.  
남편 병수발에 자식들 뒷바라지로 뼈와 살을 모두 태워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 약도 쓸 새 없이,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이분은 하늘나라로 간다.
너무도 급작스레 맞은 아내의 죽음 앞에 곡기(穀氣)마저 끊고 자책하던 남편, 김만복.
만복은 사랑하는 아내 정이분이 없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 갈 자신이 없었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다가
3일 만에 홀연히 아내를 따라 가는 김만복. 그제야 자식들은 통한의 눈물을 쏟아내지만, 이미 두 분은 간
데 없고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부모님, 자식 간의 끊일 수 없는 갈등과 혈육의 딜레마,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연말을 맞아 가
족들과 함께 보내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다. 마음 따듯해지는 연극이 될 것이다.

2019.12.21.~2019.12.29.

「동치미」
평일_19:30/주말_16시

입장료 : 일반_15,000원/
청소년_10,000원

장소 : 아하아트홀(메가박스 전주점앞)

#시놉시스

노인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랑, 나이 듦, 망각, 가족, 신, 죽음의 의미를 묻는 연극이다. 젊은 시절
짧은 사랑을 나눴던 클라라와 패트릭이 80세에 접어들게 된 후, 우연히 요양원에서 조우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
된다. 그 짧았던 사랑이 문득 떠오르는 순간 두 나이든 연인은 또다시 사랑의 영원에 빠지게 된다. 그들의 자녀인
도날드와 안나의 시선으로 풀어지는 이 연극은 이들의 사랑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 인가에 대한 물음을 준다.
나이 듦과 망각은 인간이 겪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랑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순 없을까?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에 집중 해보고, 인생에 대한 편견을 깨어 연극이 가진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감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물음을 던져 줄 수 있을 연극
일 것 이다.

2019.12.25.~2019.12.26.

「하프라이프」
수_15시/목_19시

입장료 : 전석 30,000원
(기타 할인은 홈페이지 확인)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지난

895호

(2019년

11월 20일

발행)

퀴즈 

정답

가 로 세 로

1. 문재인 1. 문무대왕릉 

2. 대한민국 2. 어버이날 

3. 교수연구동 3. 구구콘

4. 왓챠플레이 4. 프랑스

5. 장성규 5. 장미

6. 랄프로렌  6. 규현

7. 스타벅스 7. 응답하라 1988

8. 82년생김지영 8.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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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부터 해외 정규직 취업을 특성화하
여, 현재까지 총 308명의 해외 취업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 하에 전공 수업의 80%를 영어로 진행하고,
학기마다 토익 시험, 영어 모의 면접 및 방과 후 영어 비학점 교육 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춘 결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호텔경영학과는 해외 대학 교류 및 해외 호텔과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예비 호텔리어들
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업체 현장 실습 및 국내 특급 호텔과의 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
하여 졸업 전 실무 경험과 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경영학과는 섬김과 나눔의 서번트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전략산업인 글로벌 호텔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호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호텔리어를 양성하기 위해 주요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며 해외호텔 취업,

외국인 전임교원 초빙,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호텔업계 실무자 초
청 특강·진로캠프·모의면접 등을 통해 호텔산업과의 실무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 : Going Global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도부터 해외 호텔 취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
지 총 308명의 학생들이 해외 취업 경험을 통해 글로벌 호텔리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 이는 해외 취업 동아리 운영, 해외 호텔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해외 취업생
관리, 취업 후 경력 개발 멘토링 등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
영한 결과이다. 

- 개인적으로 파크 하얏트 서울은 처음 면접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호
텔 담당자들과 모의 면접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됐습니다. 또한, 주변 선배들과 현재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 지원 부서와 이력
서 수정 부분에 관해 피드백을 받으며 여러 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면접 이후 진행된 특강을 통해 하얏트 브랜드 중 최상위 브랜드인 파크 하얏트의 일원
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영어 공부와 학과 공부 이외에도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특강 참여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
다. 이번 면접을 통해 그동안 취업이라는 높은 벽 앞에 저 자신이 낙관적이었고 너무 자만
해 있지 않았나 하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 호텔리어의 길이 저에게 맞을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를 진행하시
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목소리의 톤에서 자부심을 느꼈고, 때문에 이 설명회를 통
해 한 번 더 호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호텔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듣게 된 특강에
서 포 시즌스 호텔은 고객만을 생각하고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 돋보였습니
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를 통해 학생이 직접 물어볼 기회가 없는 질문들을 마음껏 물
어보고 솔직한 후기들과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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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으로 가기 전, 한 달 동안 영어 면접 연습을 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가졌던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직접 해외 호텔을 방문해 숙박하면서 호텔 시설을 둘러보고 각 부서의 매니저, 인사
부 직원 분들과 간담회 시간 및 면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뜻깊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

■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

호텔경영학과만의 취업 프로그램

미래의 글로벌 호텔경영전문인을 양성하는 호텔경영학과

임현정 학과장 인사말학과 소개

■ 현지 호텔 방문 면접 실시 (Clark Marriott Hotel, Philippines)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 2월 호텔경영학과 재학생들이 필리핀 클라
크 지역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방문하여 현지 호텔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면접에 참
여했다. 이를 위해 참가 학생들이 방학 중 한 달 동안 학과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영어
이력서 작성 및 영어 면접 대비 집중 교육을 받았고 총 4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
를 냈다.

국내 취업 프로그램 : 국내 호텔 채용 면접 및 채용 설명회 실시

호텔경영학과는 현재 국내 5성급 호텔들과 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취업 강화를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특강의 틀에서 벗어나 취업 캠프 형식을 적용한 취업 특
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5성급 호텔인 메리어트 호텔 그룹, 파크 하얏트 서울·
부산 호텔, 포 시즌스 호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인사 담당자를 초청하여 채용 설

명회 및 채용·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이러한 실전 대비 면접 훈련과 이력서 피드백 등을 통
해 학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면접 요령을 익혀 취업 역량과 경쟁력을 향
상시키고 현업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국내외 호텔 산업이 요구하는 산업 맞춤형 글
로벌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해외취업동아리

·어학능력향상
·면접준비 및 글로벌 소양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취업생관리

·해외 취업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현지방문
SNS,현지호텔, 현지에이전트 등)

경력개발멘토링

·해외▶국내 또는 해외▶해외
호텔에서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

해외호텔네트워크
·현지호텔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좌
·현지호텔 동향파악 및 새로운 

취업처 개발

해외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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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법학과는 전주대학교 196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50여년
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해 온 전통을 가진 학과이다. 법학과는 현재 50여
개의 법률 강좌를 개설해 전반적인 법률 지식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교
육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 기업의 법무 담당, 국가 공무원, 중등학
교 일반 사회 교사 등을 배출하고 국내 및 미국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현직 변호사, 각종 국가고시 출제 위원 등으로 활약하
고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학 교육을 진
행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집중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학과에서는 ‘일반 사회 교직 과정’을 시
행하고 있어 교직 과정을 통해 졸업 시 일반 사회(중등) 정교사 2급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전주대학교 평화홀
및 평화관 406호에서 우리들의 탐스러운 과실 또는 결실이라
는 뜻을 담은 제53회 법학과 학술제 ‘아람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는 법학과 학생들이 한 해의 학과 생활을 의미 있

게 마무리하고 단결력 있는 유대적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다

양한 이벤트 게임을, 2부에서는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3
부에서는 정기 총회를 열어, 지난 한 해의 학과 운영과 예산을
공개하고 행사 진행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학과 학술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모의재판에서는 법

학과 학생들이 각각 재판관(최승호 3, 최창은 2, 성진원 4),
검사(이예나 1), 변호인(권오태 1), 피고인(김태희 1), 증인(이규
민 1, 정유혁 1), 교도관 (김서비 1, 김경서 1), 서기(박민주 1,
김현지 1)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번 형사 모의재판
에서 다룬 사건은 1980년대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으로,
이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장
애를 가진 부유한 피해 아동을 유괴해 돈을 요구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과

학과소개

전주대학교 법학과는 1964년 개교와 함께 시작하여 올해로 56년째 운영되어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과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
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원리를 발견하고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
로 하는 법학은 신학, 철학 등과 더불어 인류의 오래된 학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우
리 법학과는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
상사법(상법/경제법) 등 기본법 외에도 국제법, 자본시장법, 행형법, 중재법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 과목을 교육하여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
반사회과 교직 과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교직 과정 이수 시 일반 사회 정교사(2급)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은 법학과 입학 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

다. 법학과는 정규 수업 외에도 법원 견학, 학과 자체 모의재판 실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 등 학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법학과는 학생들과 더불어 배우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학과에 따듯한 관
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수혜 학과장 인사말

2019학년도 법학과 학술제, 제53회 “아람제”

국민연금공단 취업 졸업 동문 인터뷰
2018년 2월, 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올해 6월에 국
민연금공단에 입사한 조하은 졸업생과 국민연금공단 취업 과
정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국민연금공단 취업에 대해 생각했나요?
3학년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졸업 후 진로에 관해 물어

보면 별 생각 없이 법학과니까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대답
했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방학에 해외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팀장님이 같이 공기업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때는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데,
내가 감히?’라는 생각을 했어요. 곧 4학년인데 너무 늦었다
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팀장님이 신입 사원 평균 나이가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3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법원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열정도 없었고, 남들이 다 하려고 하니
까 선택했던 거라서 팀장님의 말을 듣고 솔깃했어요. 그때부
터 공기업, 공단에 관심을 가졌고 진지하게 저에 대해 생각
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를 알려 주는 것을 좋아하
고 타인을 도와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지원할 공기업을 3~4곳 정도 추렸는데 그중에서 국
민연금공단이 제 성향과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공단이었
어요.

Q. 취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었나요?
취업박람회가 가장 좋은데 자주 안 열리더라고요.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취업 정보 카페와 잡알리오, 카
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Q. 어떤 대외 활동이 취업에 도움 됐는지와 면접 꿀팁 말씀해 주세
요!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해외 봉사, 교직 이수, 사회 복지 실
습, 코레일 대체 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취업을 생각
하면서 한 활동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보통 자
소서나 면접에서 이야기하고자 대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꼭 대외 활동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나 조별 과제 등으로 이
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외 봉사에서 팀장
님 같은 좋은 인연을 만났듯이, 대외활동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 대외 활동은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
는 것들이 많으니 개인적으로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해요.

Q.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학교 다닐 때는 학과 공부와 자격증을 같이 준비했고, 필

기시험 준비는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했어요. 국민연금 필기
시험은 전공 5과목, NCS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
공은 과목별로 기본서와 문제집을 한 권씩 구매해서 공부했
고, 행정학만 인강을 들은 후 기본서로 공부했어요. 행정학
과 경영학, 법학과 경제학은 같은 날에 공부했고, 휘발성이
강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슬럼프도 왔지만 체념
하고 회독을 많이 했어요. NCS는 약한 과목인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인강을 듣고 기본서 한 권을 여러 번 풀어
유형을 익힌 다음 다른 출판사의 기본서로 넘어갔어요. 필기
시험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수리와 문제 해결은 다양
한 문제를 풀기보다 자주 나오는 유형을 익히자는 전략을 세
워 공부했어요. 의사소통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은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어요. 사람마다 기본기와 스타
일이 다르기에 제 공부법은 참고만 해 주세요!

Q. 법학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학과 후배들! 취업과 관련해 후배들에게 하

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중 한 가지만 말한다면 늦지 않았
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4학년이 되는 겨울 방학에 진
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어요. 제가 늦은 줄 알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겨우 23살이었고, 진로를 수정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이면 졸업이라
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요. 분명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지금부터라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계획대로 실천하고, ‘나는 잘 될 거야’라는 마음
을 가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기도 전에 고민
과 걱정으로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포기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한 번 못 본 선배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요한계시록1:8)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어
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주대학교의 소망되시고 머리가 되시
는 하나님, 완전한 주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을 올려 드립니다!

전주대학교를 창립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 특히 외국 학생들이 찾아와 꿈
을 이루는 전주대학교로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
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인내와 이겨나갈 수 있
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주대학교에 주신 비전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한국과

열방을 섬기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에 합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를 축
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과 말씀으로, 영성 인성 지
성의 전인적인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들을 양
성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꿈이 있는 대학, 동행하는 대학, 역량 있는 대학이란 전력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여러 허
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에 많은 유학생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
학생 센터, 대학교회, 그리고 여러 학과에 교직원 선생님
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
다. 아멘!

김광수 교수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잠시나마 지난 온 날을 돌아보며 새롭
게 다시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12월이
열렸다. 무엇인가 마무리하는 때에 이르
면 그동안 일상에서 멀리 밀려나 있던 기
억이 새롭게 깨어난다. 약속의 땅에 이
르는 지름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아
브람처럼 살지 못한 삶의 순간에 아픔이
배어난다. 

▼ 사막을 살아가는 낙타 이야기이다.
터벅터벅 걸어온 하룻길이 저무는 어스
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주인은 밤을 지내
기 위해 천막을 친다. 이때 낙타는 무릎
을 꿇어 일몰을 향해 고개를 들고 지난
온 하룻길을 바라본다. 밤이 지나 여명
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주인은 천
막을 걷는다. 낙타는 동녘 하늘이 열리
어 태양이 훤히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꿇
고 그날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바라본다.
비록 미물(微物)로 불리지만 낙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참으로 겸허하게 무
릎을 꿇고 길지 않은 낙조를 바라보듯이
짧은 시간이라도 잠시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하루, 한 주, 12월 한 달이고
싶다. 다시 무릎을 꿇어 더욱 겸허한 자
세로 길지 않은 일출을 기다리며 걸어야
할 길을 멀리 바라보듯이 한순간이나마
새롭게 깨어나는 하루, 한 주, 12월 한
달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자리에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길을 걸어온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새롭게 자리 잡는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딤후 4:6).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뜰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
하며 긴 듯 짧은 인생길을 돌아보며 믿
음으로 내일을 고백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
켜온’(딤후 4:7) 사람에게 예비된 상급, '
의의 면류관'을 노래한다. 

▼ 전주대학교의 신앙고백이 되길 기도
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
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
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8).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10

2019-2학기 제4기 소그룹 리더 학교가 지
난 11월 11일(월)부터 시작돼 총 5주간 교육이
실시되었다. 3기에 이어 2학기에 실시하는 두
번째 소그룹 리더 학교이며, 이번 4기에 참여
하는 인원은 총 16명으로 성품 채플 리더로 섬
기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다. 리더의 티
칭 역량 및 사회적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참여
학생의 채플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이다. 1박 2일 MT를 통해 사역 공동체를 형성
하고 연간 상시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소그룹 리더학교는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에서 매주 월요일 15:30부터 19:30까지 총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사로는 이진호 목
사(성품채플 담당, 동현교회 담임)와 한병수 교
수(대학교회 담임)가 담당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제4기 소그룹 리더 학교 

기 도 문

신앙과 선교 제896호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2019-2학기 캠퍼스 동역자 감사의 밤이 오는 12월 19일(목)에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의 밤은
성품채플의 원활한 진행 및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섬겨주신 지역
교회 동역자들(채플리더, 성경과목 담당 목회자, 후원자 등)을 초청하
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 학원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다. 이 자리에서 2019-2학기 성품채플의
결과 보고 및 사역 동영상을 시청하며 한 학기 동안의 성품채플을 돌
아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2019-2학기
성품채플 우수 소그룹 및 리더 사례 발표를 하며 우수 리더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한다. 또한 특별 게스트로 CCM가수를 초청하여 함께
음악을 공유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2019-2학기 캠퍼스 동역자 초청 감사의 밤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
교지원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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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1일(수), 11:00
- 장 소 : 대학교회

교직원 예배 안내(종강예배)

예배안내



금년 5월의 미국 여행은 전주 서문교회를 설
립한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가 졸업한
맥코믹 신학교 방문과 미국 대각성 운동 현장
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때마침 지인
Sue Wagner와 John Wagner 부부가 항
공권을 보내며 초청해 줬는데, 그들의 집이 다
행스럽게도 맥코믹 신학교가 있는 시카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다. 이들
부부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대각성 운동 현장
인 보스턴, 메릴랜드, 코네티컷까지 먼길을 마
다 않고 번갈아 운전하며 안내해 준 덕분에 기
독교 역사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맥코믹 신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금번 호에서는 대각성 운동을 거론하고자 한
다. 미국 교인들을 영적으로 일깨운 대각성 운
동에 대해 마크 A. 놀 교회사 교수는,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
으로 1726년에 뉴저지의 네덜란드 개혁 교회
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장로교와 회중
교회에 점화되어 1740년에는 뉴잉글랜드 전
역에 확산됐다. 이 부흥 운동은 교회들과 미국
사회, 모두를 위해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및 휫필드(George Whitfield)
가 주역으로 활약했다. 휫필드는 1740년 가
을에 뉴잉글랜드에서 거의 매일 8천 명에게
한 달 이상 설교했다. 너무 감정적인 부흥 운
동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회개의 외적인 증
거, 내적인 은총 체험을 강조하였으며, 성경
연구와 전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구별하려고 애쓰던 때에 저서들을 통해 부흥
운동을 변호하였고 그가 1714년 코네티컷에
서 행한 부흥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an angry God”은 오늘날에도 명설교로 인
정받고 있다. 
이 운동의 여파로 프린스턴대학교, 펜실베니

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다트머스대학교 등이
설립되어 신학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흑인
과 백인 사이의 가교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흐름은 18세기, 19세기
에 크게 작용했고 세계 선교 정신이 되었다.

이 선교 정신은 당시 미국 젊은 신학생들의 마
음속에 점화되어 풀더미團 (Haystack
Group)이 조직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선교
열이 고조되어 결과적으로 각 교파에서 외국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1907년 평양에서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이 회개 운동에는 길선주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적극 참여했는데, 그들 중
미국 대각성 운동에 접했던 인물이 있었다. 그
래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미국의 대각성 운
동에 비유하기도 한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joayo7kim@hanmail.net)

미국대각성운동의 주역, 조지 휫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지 휫필드가 시무했던 교회
▲조지 휫필드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 담임목사와 필자

▲ 조지 휫필드 초상

진리의 샘

평화는 기독교 정신의 끝입니다. 기독교는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
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의 평화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평화, 나와
나 자신의 평화, 나와 너의 평화, 나와 자연의
평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그냥 주어
지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배후
에는 생명을 건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

와 관련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며 둘
을 하나로 만드시고 분단의 담벼락 즉 적개심
을 허무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의 교훈

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화평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평화가 없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평화의
지속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임의
적인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과 같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원한다
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과 화
목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동료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
니까? 자연의 어떠한 계절에도 적응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달
라고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주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종류의 평화도 주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평화의 배후에는 십자가의 희생

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평화의 비용을 지
불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잔잔
해 보여도 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동원되고 있는지가 최근에 미국
화학학회(ACS)에서 한국인 신학자에 의해 밝
혀진 바 있습니다. 평화의 잔잔한 상태도 마치

물과 같습니다. 모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
거는 막힌 모든 종류의 담벼락을 허무신 그리
스도 예수의 십자가, 즉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
적인 사랑의 막대한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러
나 평화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
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은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화를 위
해 누군가를 희생자로 삼는 강압적인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주님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공동체든 구성원이 평화를 향유하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
다.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평
화가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평화가 있습니
까? 전주대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자발적인 희생
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누군가가 반
드시 있습니다.
셋째,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다양한 방법

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
되기 위해 누군가는 정당한 감정의 분출도 자
제하며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
격함을 누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고집하고 있

습니다. 누군가는 자랑하며 떠벌리지 않고 자
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수고와 기
여를 칭찬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
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교만의 뻣뻣한
고개를 내밀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
습니다. 누군가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사
람에게 예를 갖추어서 찢어진 관계를 지금도
한 땀 한 땀 봉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
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누
군가는 정당한 상황 속에서도 터트리면 속이
후련해질 분노조차 격발하지 않고 잘 다스리
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질적인 선을 계속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의를 기
뻐하지 않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의로움을
구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며 모든 것을 견디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공
동체에 평화가 유지되고 모든 구성원이 그 평
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전주대의 교수님들 및 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특권이라 여기며
서로 앞다투어 희생의 지갑을 열겠다는 경쟁
적인 평화의 분위기가 이 캠퍼스의 상쾌한 겨
울이길 원합니다.

평화의 비용

11

대학교회 담임목사 
한병수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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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유일한 흔적은 코네티컷에 있는 작은 기념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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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교사 이외의 취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영어교육과는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영어 교사를 목표

로 운영되지만, 교육 공무원이나 학원 강사 등 영어 교육과 관
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일반 회사를 경영하거나 임원이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일단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채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
리하여 작년에는 10여 명이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해 왔습니
다.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경찰직, 외사직, 관세직, 검찰직,
교정직 등 여러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교사 임용 준비에 있어 학과 내에서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
올해는 11월 23일에 1차 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

해 2학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의시험을 보고 이에 대한 문
제 풀이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임용 시험을 위해서 학
과 교수님들은 방학에도 집중적으로 2차 수업 시연과 영어 모
의 면접을 지도합니다.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에 합
격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찾아와 2차 시험 준비를 밀착 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도 덕분에 졸업생들도 명
문 고시 학원보다 모교를 찾아와 2차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학년 때 하는 본격적
인 임용 시험 준비 외에도 우리 학과는 1학년 때부터 임용 시

험의 밑거름이 되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
편하고 강의 시간마다 과제와 퀴즈로 끊임없이 학생들을 훈
련시키고 있습니다.

- 봄에 하는 영어 연극과 Home Coming Day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1981년 영어교육과가 시작되었는데, 1987년 영어교육과

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로 영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대사를 외우고 연극을 연습하여 학기 초에 음
향, 조명, 무대 장치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서 학과의 거의 모든 학생이 함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
과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날에는
졸업 선배들이 찾아와 학교생활의 추억을 나누며 후배를 격
려하는 쫑파티 시간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Home Coming
Day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임용 시험에 주력하다 보니
2014년 20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지만 다른 모양
으로 선후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임용 시험과 취업
을 위한 선배 초청 특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학생들
끼리 영어 학술 동아리를 운영해서 학과의 특색을 살리고 있
습니다. 

- 퇴직하시면서 발전 기금으로 천만 원을 기부하셨던데 이유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40년 가까이 영어교육과에 재직하면서 영어교육과의 발전

을 위해 영어 연극 지도, 해외 영어 연수, 임용 시험 특강 등
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이러
한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솔선수범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
해 그동안 학과 발전 기금을 기부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습
니다. 퇴직하면서는 학교를 위한 발전 기금을 내놓고 싶었습
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리 전주대학교가 전주
시민,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습니
다. 우리 학교에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불을 밝혀서 도
민들이 우리 대학을 찾아와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평소 제 마음에 소망하

고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를 사랑
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1980년에 전주대학교가 노송동 캠퍼스에 있을 때 처음 강

의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군부 계엄령과 대학 폐쇄령
에 이어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
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주대학교가 종합 대학으로 성장
하고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크게 발돋움할 만큼 저도 많이 변
하고 학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되돌아보니
제가 학교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보다 학교가 저를
키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세월의 굴곡 속에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참으로 부
족한 저에게 자랑스러운 일터와 보람 있는 일감을 주신 하나
님께, 또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존
귀한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대학교에서 한바
탕 잘 살고 이제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년 도 학력/경력

1972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76 전북대학교 영문과 졸업
1979 전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
1993 동국대학교 영문학 박사

1976~77 남원 성원고등학교 교사
1979~80 남원여자고등학교 교사
1980~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1996 미국 미주리주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교환교수

2003 미국 인디애나 주 Ball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2011~12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중등교육연수원장

영어교육과
유  정  숙 교수님

유정숙 교수님 약력

- 졸업 후 진출 분야는 무엇이 있나요?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와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의 전망)
영어가 필요한 모든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대학 교수, 번역사, 공무원이 된 학생들도 있고, 항공
사나 공공기관 또는 외국과 교류가 있는 회사에 취업한 학생
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창업하거나 학원 선생님이 된 학생들
도 있습니다.

- 학과 내에서 권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라고 권하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이나 사회 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고합니다.

- 대부분의 대학생이 토익을 공부하는데 영미언어문화학과를 나
온 학생들이 갖는 차별점은 어떤 것인가요?
영미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은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은 물론, 영

어권 국가의 문화를 익히고 번역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차
별화됩니다.

- 영미언어문화학과에 입학하고 싶거나 복수 전공을 생각하는 학
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미언어문화학과에서는 영어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배우고, 번역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과의 문호
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우선
자신의 주 전공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를 권
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1993년 3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학생들과 생
활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준 전주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강의를 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항
상 밝은 미소로 학교를 빛내주신 전주대학교 학생 모두에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우리리  대대학학을을  위위해해
힘써주신 정년퇴직 예정 교교수수님님  특특집집

영미언어문화학과
최  희  섭  교수님

년 도 학력/경력

1973 예산고등학교 졸업
1980 공주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1984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1991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1993~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교수
2015~2017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소장 
1998~99 미국 Waynesburg College 초빙교수

1980~1987
경기도 내 공립 고등학교 교사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이천농업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1988~1993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사

최희섭 교수님 약력

저저번번  호호에에  이이어어  이이번번  호호는는  우우리리  대대학학을을  위위해해  힘힘써써주주신신  정정년년  퇴퇴임임  예예정정자자  특특집집호호로로,,  올올해해를를  마마지지막막으으로로  전전주주대대학학교교에에서서
정정년년  퇴퇴임임하하시시는는  영영어어교교육육과과의의  유유정정숙숙  교교수수님님과과  영영미미언언어어문문화화학학과과  최최희희섭섭  교교수수님님을을  인인터터뷰뷰했했다다..

강강민민지지  기기자자((wwiinniinngg661166@@jjjj..aacc..kkrr))

우리 대학을 위해
힘써주신 정년퇴직 예정 교수님 특집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는 우리 대학을 위해 힘써주신 정년 퇴임 예정자 특집호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시는 영어교육과의 유정숙 교수님과 영미언어문화학과 최희섭 교수님을 인터뷰했다.



사    설

최근 전주대학교는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
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10개 부문 모두 인
증 기준을 충족하며 인증을 유지했다. 더불어
중앙일보에서 시행한 ‘전국대학평가’의 학생 창
업 지원 및 성과 부문에서 지역 대학 중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여러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기본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할 것이
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기관 운영의 전
반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인증 대학은 고등교육
법 등에서 목표하는 교육의 질을 갖추고 있다
는 것과 함께 대학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
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
인증에서 대학 경영, 교육 과정, 학생 지원, 대
학 성과, 사회적 책무 등의 10개 평가 부문 모
두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번 평가
인증으로 인해 2014년부터 적용받아 온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2023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중앙일보의 전국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대학은 학생 창업 지원 및 성과 부문 종
합순위 전국 8위로 지역 대학 중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학생 창업 부분에 두각을 나타
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창업마일리지, 창업
학점제, 판로개척 세미나 등 다양한 창업친화
적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학생창업
지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다양하고 세심한 학생창업 지도가 이번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
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권위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여러 전국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받은 우수한 평가 결과
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엄격
한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여
러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 기본역량
과 발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뜻
을 지닌다. 더불어 이는 대학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대학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룬 결
과이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지역 사
회의 더 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전국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증명된
전주대학교의 발전역량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교수칼럼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
회 경제 체제’다. 그러나 이런 정의가 거
의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체제인 현재의
자본주의를 ‘완전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
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누구나 쓰는 말이면
서 아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모호한’ 개
념이 되었다. 이렇게 모호한 개념에도 오
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본주의 계
열의 경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
의의 발전 과정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
임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이론들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풍요를 이루었지만 대공항, 스태그
플레이션, 금융의 과팽창 등을 맞이하면
서 붕괴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증가했다.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
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의
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이미 한계
를 목격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말도 안
된다. 결국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
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2030 세대는 취직이 어
려워지고 있으며, 5060 세대 또한 퇴직
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있어 중산층의 삶
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 면  올해  2분 기  중 위  소득
50~150% 가구 비중이 지난해보다
1.9% 포인트 낮아진 58.3%로 떨어졌

다. 2015년에 비해 약 9% 가량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 가구 비율은
2015년에 비해 올해 2분기에 17%까지
올랐다. 최근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중산층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면, 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경제에
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기업 매출과 일자리
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
급하다.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데 중산층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자본
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나서서 국
민들을 위해 복지를 하며 저소득층이 돈
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더 큰 소
비가 이루어져 더욱 단단한 자본주의 체
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중
산층을 두껍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1%가 아니라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한다.

기자칼럼

가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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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기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나니아 연대기’
의 저자이면서 손꼽히는 기독교의 변증자
인 C.S 루이스를 나는 매우 존경한다. 그
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루이시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를 존경하
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의 글은 중간중
간 어려운 내용이 많아 다시 곱씹어서 읽
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내면에서 올라

오는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나
는 C.S 루이스를 좋아한다.

그의 저서 중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다. 책 제목처럼 상당히 재미없어 보이
고 책 표지도 전혀 컬러풀하지 못하기에
‘나 딱딱한 책이야, 쉽게 손대지 마!’라고
말하는 책이다. ‘순전한 기독교’는 C.S 루
이스가 라디오 강연 중에 했던 내용을 책
으로 출간한 것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해 주는 내용이다. 비록 딱딱한 변증 책
으로 느껴지지만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아
서 쉽게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한다. 나는
이 책을 꼭 정독해서 진정한 루이시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2004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 더욱이 이 책으로부
터 감명받은 내용이 지금까지 내 삶의 중
요한 삶의 철학된 아주 짧고 재미있는 내
용을 공유하고 싶다. 그 짧은 이야기는 다
음과 같다.
외모가 유난히 못나서 사회생활조차 어

려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
신의 모습이 창피해서 멋진 얼굴의 형상
을 가진 가면 만들어 항상 쓰고 다녔다.
가면 뒤에 숨에서 살아가는 그 남자는 본
인의 외형이 남들에게 들킬까 봐 조심하
면서 살았겠지만, 가면의 잘생긴 외모 덕
분에 그의 행동과 말투가 서서히 신사다
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러게 몇 년이

지난 어는 날 남자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
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마도 그는
진짜 자기의 모습이 탄로 나서 주위 사람
들에게 비난과 무시 천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큰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다. 하
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왜 저 신사가
힘들게 가면을 쓰고 다녔는지 어리둥절해
했다는 것이다. 그 남자의 얼굴과 가면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가면
의 형상대로 얼굴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현실’이
라고 표현했다. 나는 가장현실이라는 단
어가 너무 생소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고민했었다. 고민 끝에 내린 내 스
스로의 결론은 ‘좋은 가식은 필요하다’라
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힘든 일이 있더
라도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맘속으로 ‘난 저 사
람을 존중해’라고 계속 연습하는 일. 그것
외에 나에게 있어서 가식적이지만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노력
하는 일. 이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
지만, 결국엔 진짜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
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가장현실이 지금
은 가식과 거짓 위선이겠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가면이 벗어지면 어느덧 인격적으
로 성숙한 나의 진짜 모습을 기분 좋게 마
주할 것이다.

유승만 교수
(의과학대학 방사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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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say good-bye to the bright and vivid colors of fall, we are getting
ready to transition from some last bursts of reds, yellows and oranges to
pale browns and grays. We are also looking forward to some white, chilly,
winter landscapes. A new season awaits. I can’t wait for winter.

Transitions
By Prof. Marli van Vuuren

Korean Winter Street Food
by Yim Jeoung Hun, Reporter

Sooner or later, we will have the
season for cart bars. Let us find out
what foods are sold in the street to
stand up against the cold winter.

Bungeoppang
Bungeoppang is a red-bean bread
made in the shape of a carp. Bun-
geoppang has a crisp outside and a
moist inside, and it is sweet. Bun-
geoppang came to Korea from Japan
in the 1930s. Japanese Daiyaki,
which had the shape of sea bream,
might have been the origin of Bun-
geoppang. However, it was changed
into a carp-shaped bun when it
came to Korea. It has become a
street food with a simple and rough
appearance. These days, vendors
use not only red beans but also
sweet potatoes and cream to make
Bungeoppang. Even small-sized
mini-bungeoppang is for sale. An
interesting psychological test can tell
part of your personality: Which do
you try first, the head or the tail of
Bungeoppang? It is not scientific, but
just for fun.

There is another bread named In-
geoppang which looks like Bungeop-
pang. Bungeoppang is made of flour,
so it is plain. Not so much oil is used
to make Bungeoppang. Its wrapping
paper does not get oily. In contrast,
Ingeoppang is made by adding gluti-
nous rice, oil, and/or butter to flour.
So it tastes sweeter and stickier.

Hotteok
Hotteok is a rice cake pressed and
baked in a round shape. Hotteok is
filled with sugar and covered with
flour or glutinous rice dough. Ho
refers to people living in the north-
ern region of East Asia. It is believed
that Qing merchants introduced
Hotteok to Korea. Korean-style
Hotteok started to be sold in
Jemulpo, which is an old name for
Incheon. Gradually, Hotteok spread
into various regions. The refugees
who fled to Busan during the Ko-
rean War began to make Hotteok
stuffed with grain seeds. It was the
beginning of seed-hotteok. Recently
Hotteok has diversified into green-
tea Hotteok, sweet-pumpkin Hot-
teok and corn Hotteok, depending on
what the dough is made of.

Roasted Sweet Potato, Roasted Chestnut 
Have you ever seen people who wear
unusual dog-eared hats standing
next to a smoking drum and selling
roasted chestnuts or roasted sweet
potatoes during the winter? Roasted
sweet potato and roasted chestnut
are baked by using firewood of in-
side the drum. Roasted sweet potato
is a winter snack eaten in East
Asian countries. They are called Kao
Pan-su in China, Kao Di-gwa in
Taiwan, Guk Pan-shi in Hong Kong,
and Yaki-imo in Japan. 
Roasted chestnuts are winter snacks
eaten both in Asia and in other
countries. In China, chestnuts are
called Chaoriz which means fried
chestnuts. In Portugal, it is called
Castanya Asa which means roasted
chestnut. The same chestnuts, but
different recipes.
During this winter, how about ex-
periencing the food-in-the-street to
warm yourself?

Jeonju Hanok Village is considered a
major tourist attraction where visitors
can feel the beauty and composure of
the city. Hanok refers to a traditional
Korean residence. In Jeonju Hanok Vil-
lage, they can experience various tra-
ditional features and feel the dandyism
and customs of old scholars, Therefore,
many Korean and foreign tourists visit
Jeonju Hanok Village every year. How-
ever, few of them would b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Hanok Village. Var-
ious stories are hidden in various parts
of the Village. 

Hanok Village 
Jeonju Hanok Village is the biggest
hanok village in South Korea where
more than 700 hanoks gather up, and
is a unique residential and cultural
space where important cultural assets
such as Gyeonggijeon, Omokdae, and
Hyanggyo are scattered. The origin of
Jeonju Hanok Village was back to the
early 1910s during the colonial era
when Korea was rul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was concluded in 1905,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tarted to
dismantle the Jeonju castle-wall. Citi-
zens in Jeonju protested against the
expansion of Japanese power in the city
and they began to build houses in Gyo-
dong and Pungnam-dong. The number
of houses increased continuously to be-
come a current hanok village.

The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 Imok-
dae and Omokdae
The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founder King Taejo, Yi Seong-gye, is
originally from Jeonju. An old house
Imokdae was located near Jeonju
Hyanggyo. They say that there once
lived Yi An-sa who was a great-great-
grandfather of King Taejo. The Yi fam-
ily lived there for many generations
after Yi Han, a legendary founder of the
clan, settled in this region.

Yi Seong-gye was a general of Goryeo.
He defeated the army of Japanese pi-
rates in Namwon. On his way back to
the capital Gaegyung, a feast was given
to celebrate his victory. His relatives
and followers were all invited. He
covertly revealed his ambition to be a
king of new country at a banquet,
reciting a poem Daepungga. It was

written by Emperor Gaozu, the founder
and the first emperor of the Chinese
Han dynasty. He defeated his rival
Xiang Yu and was on his way back to
his hometown Pei County. He impro-
vised a poem at a victory banquet.
Jeong Mong-ju realized General Yi’s in-
tention. Jeong was still royal to Goryeo,
trying to preserve the old kingdom. He
got up and rode his horse, reciting his
miserable and angry heart with a poem,
which is inscribed on a rock of
Mangyungdae in Namgosansung.

Gyeonggijeon
Gyeonggijeon is a shrine that commem-
orates King Taejo and his achieve-
ments. In Gyeonggijeon, there is
Jeongjagak, a T-shaped house for sac-
rifice, where the portrait of King Taejo
is kept and his spirit hovers. Su-
bokcheong is a facility to maintain a
variety of rites. In the east are Silok-
gak, where the Annuals of the Dynasty
were kept, and the Placenta Chamber
of King Yejong. The Eojin Museum,
which displays kings’ portraits and
other artifacts, is located in the back-
yard.

Before you go through the Gyeonggi-
jeon’s main gate, don’t miss Hamabi.
Two Haetaes are carved on the granite
base, and, on top of it, a marble in-
scription is erected. Hamabi was usu-
ally erected in front of important
buildings such as Hyanggyo and Se-
owon, and it is a notice that people
should get off a horse and walk in rev-
erence when they enter a building or a
shrine.

In 1410, Taejo’s portraits were placed in
three shrines: Wansan, Gyeerim, and
Pyongyang. The shrines were named
Eoyongjeon. Then, new names were
given in 1442 and it was called
Gyeonggijeon in Wansan, which is an
old name of Jeonju, Jipgyeongjeon in
Gyeongju, and  Yeongjongjeon in Py-
ongyang. Gyeonggijeon wa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but the Taejo’s portrait was
kept safe, moving through Yonggulam,
Naejangsan Mountain in Jeongeup, and
then to Bohyeon Temple in My-
ohyangsan Mountain. Actually the
Gyeonggijeon portrait was the only one
survived. The current building was built
in 1614 by Governor Yi Kyung-dong to
enshrine the portrait again. The current
Joseon Taejo Eojin, housed at Jeongja-
gak of Gyeonggijeon, was made in
1872. The best court painters of the
time were mobilized to produce this,
and the work of copying the precedent
was done in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The Gyeonggijeon Taejo Eojin is really
important for there are very few com-
plete forms of Eojin left at present. The
Gyeonggijeon portrait only shows the
information on full-body painting. 

It will be more meaningful and fun if
you know the story of the place prior
to looking around. Before you visit
Jeonju Hanok Village, why don't you
spend some time to find the story and
get in touch with it?

A Historical Journey to 
Jeonju Hanok Village

by Kim Jieun,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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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2019년 5
월 7일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설립돼 120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으로, 본교와는 1984년
2월 첫 거래를 시작하여 35년 동안 함께

발전해 왔다. 우리은행을 대표해 전주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효자동지점 박길옥 지점
장은 “전주대의 발전을 써 달라.”라며 기부
목적을 전했다.

경기지도학과 이숙경 교수,
태권도 전공에 장학금 기부

우리은행,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경기지도학과 이숙경 교수가 2019년 5
월 23일, 2019년 9월 3일 각각 780여
만 원, 800만 원을 태권도 전공 장학금으
로 기탁했다. 이숙경 교수는 2014년에
첫 기부를 시작한 이후 학과의 발전과 태
권도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 기금은 1
억 원에 달한다.
이숙경 교수의 학과 및 태권도 시범단을
향한 아낌 없는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한

열정은 시범단이 매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
다. 한편,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태권도 전
공은 실력을 닦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 어린이 돕기 공연을 기획하
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왕성
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과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남상윤 교수, 
학교 발전 위해 발전기금 500만 원 기탁

대체건강관리학부 남상윤 교수 (2019.8.31.
퇴직)가 2019년 9월 3일 전주대학교 발
전 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남상윤 교
수가 기탁한 기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사
용될 예정이다.
남상윤 교수는 91년에 전주대 교수로 임

용돼 후학을 양성했으며 지난 8월 31일,

28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
임했다. “학교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
도 보답하고 싶다.”라며 기부 동기를 밝힌
남상윤 교수는 이번 퇴임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근정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전주대는 지난 10월 15일,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가 학교 발전기
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인문대학은 진리관 307호를

계단식 강의실로 리모델링하고 그 명칭을
공모한 결과, 이 교수의 아이디어 ‘성연(聖
淵)홀’로 명명되게 됐다. 성연은 ‘성인의 연
못’이라는 의미로 지식과 사람이 모여 연
못을 이루어 인문대학이 발전한다는 희망
을 담았다. 
이 교수는 전주대에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
새로운 강의실을 작명하고, 이번에는 발전기
금 1,000만 원까지 기탁하게 된 것이다.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는
“전주대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동안 받은 은
혜와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서 기부하게 됐다.”라며, “발전기금이 전주

대 인문대학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문대학장 이상균 교수는 “이 교수의 뜻

에 따라 진리관 307호를 사람과 지식이
모여 학문을 탐구하는 배움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성연(聖淵)홀이라 명명하고, 인문
학적 소양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인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교수는 2005년 전주대에

부임하여 인문대학장과 인문과학연구소장
을 역임하고 현재 이야기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
터 기초연구지원, 선도연구자지원, 대학교
수해외방문연구지원, 인문저술지원, 중견
연구자지원 등 국책연구과제를 다수 수행
해 오고 있다.

전주대 미화원 일동 사랑의 장학금 300만 원 기탁
전주대 미화원 일동(분회장 한정애)이 학생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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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하여 55명이 장학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
한정애 분회장은 “전주대에서 일하는 것이 자
랑스럽다.”라며, “자식과 같은 전주대 학생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
고 말했다.
전주대 미화원들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

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는 민노총 평등노조 전북지부장의 제언으로
2016년도부터 급여에서 매월 5,000원씩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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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준다. 이렇게 좋
은 평가를 받도록 가장 크게 기여해주고 있는
미화 여사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라며 “학교를 향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
다.”라고 말했다.

한그루여행,
경기지도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한그루여행이 전주대 태권도 전공에  ‘태권
도 지도자 육성 장학금 ’ 1,000만 원을 기탁
했다.
㈜한그루여행은 2015년 1월에 설립되어 중
국 등 해외 여러 나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라
북도 대표 여행사다. 
전주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
식은  ㈜한그루여행 최혁 대표와 전주대 이호
인 총장, 문화융합대학 이상행 학장, 경기지도
학과 이숙경 교수 및 태권도 전공 학생 등  4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그루여행 최혁 대표는 “교육, 스포츠와

여행을 융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에 태권도 명문 전주대를 만나게 된 것은 행
운이었다.”라며, “전주대와 함께 여행과 교육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와 한그루여행은 지난  6일에도 전주

대 체육관에서 한·중 태권도 교류대회를 진
행하며 중국 관광객  500명을 유치해 전라북
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한그루여행과 함께

태권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대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전달해 주
신 장학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태권
도 세계화와  ‘교육·스포츠 ’ 한류 확산에도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대권도 전공은

‘태권도 시범’ 명문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3회째 ‘세계 태권도한마당’에서 종
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
전주대에 장학금 700만 원 전달

2019년 9월 27일, (유)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가 전주대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7백만
원을 기탁했다.
(유)플러스건설은 토목건축공사/조경공사/토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소방시설공사, 부동산
임대 등 토목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전라북
도 대표 건설업체로 1992년 설립됐다.
나춘균 대표가 기탁한 장학금은 전주대에 재

학 중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등록
금 및 생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래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나춘균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
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라고 기부 목
적을 전하며 앞으로도 매년 우즈베키스탄 학
생을 비롯해 우수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장
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9월부

터 플러스건설 사내(직원)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중앙탑개발 윤석 대표, 장학금 300만 원 기탁
(유)중앙탑개발 윤석 대표가 2019년 8월

13일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윤석 대
표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약학 박사 과
정을 마친 전주대 동문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했다.
기탁된 기금은 베트남 국제 학생들의 장학금

으로 전달되어 학생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소식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1억 원 이상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은행 효자동지점

5천만 원 이상

축구부 후원회

3천만 원 이상

한식조리학과 학생 일동

2천만 원 이상

이숙경

1천만 원 이상
㈜한그루, 교수선교회, 김택수, 대한씨름협회, 생명보험협회, 이용욱, 전주온누리교회

5백만 원 이상
(사)대한축구협회, (유)플러스건설, (재)문주장학재단, ㈜어드밴스드웨이브, 경배와찬양학과중국인유학생일동, 
기쁨넘치는교회, 남상윤, 대학교회, 오성근, 유경민, 이진호, 전주대총동문회, 전주동현교회, 제144학군단총동문회, 
제이스타투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호텔경영학과

3백만 원 이상
(사)ISF(국제학생회),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영산시스템, 김은수, 손상수, 윤석, 이경재, 
전라북도지역평등노동조합, 최광근, 취업지원실

1백만 원 이상

(유)대한관광여행사, (유)이앤엠(E&M), (재)경초장학재단, (재)서편탐장학선교재단, (재)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건축사사무소광장, ㈜브랜드파이, ㈜이랜드스포츠, ㈜전주신문, ㈜코카콜라음료, 
㈜한국시거스,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JJ골프아카데미숙녀회, 가정교육과 동문회, 김연정, 김형수, 도신경외과, 류승요, 무명, 민규식, 박정기, 박찬경, 박찬진, 변주승, 안대순, 
안디옥교회특수선교회, 에이알콘크리트(주), 옥지호, 윤경남, 이관재, 이명숙, 이용훈, 이제영, 전주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전주순복음중앙교회, 전주신광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정긍식, 정기순, 정신봉, 
정재우, 조혜경, 중앙인스코리아(주), 최선희, 친절한약국, 현대건설(주)

50만 원 이상

(사)전북기독교성시화사업추진협의회, ㈜뉴로사이언스러닝, ㈜서우리테일전주효자점, ㈜에버미라클, ㈜케이원관광개발, YTN, 강흥구, 과학교육과선배장학금, 구미애, 구현규, 궁, 권소혁, 권흥주, 김상근, 
김은수, 김현영, 김효진, 나눔마켓러브레드, 노경민, 농부마트, 도서출판밀스톤, 두산중장비기술학원, 드림시티종합건설, 맘스터치, 모악산장례문화원, 문웅, 박덕연, 박상규, 박승환, 박용한, 박은영, 박현수,
박호수, 방성훈, 서미자, 서영천, 서재복, 선교지원실, 소현성, 손용진, 송명수, 신청우, 신화철, 오준교, 왕의간식푸드, 유승일, 이상균, 이승규, 이옥인, 이재웅, 이종관, 자람연구소, 장혜숙, 전오성, 
전주새중앙교회, 전주샘물교회, 정낙훈, 정다영, 정세용, 정완수, 정인가든, 주정아, 채수정, 최은복, 최흥식, 한남희, 한명수(흐름출판사), 한지원, 행복연구소, 허승, 홍성덕, 효자장례타운

교직원 정기 후원자 (월 5,000원~160,000원)

강기웅, 강대호, 강  성, 강성수, 강승묵, 강예자, 강응관, 강인선, 강종순, 강홍석, 강흥구, 고상철, 고선우, 고준석, 고태욱, 공나영, 권경옥, 권규식, 권수태, 권용석, 권창국, 권형준, 권호인, 김갑룡, 김건우,
김건회, 김경훈, 김광국, 김광혁, 김광회, 김규환, 김남희, 김노창, 김대영, 김대욱, 김동민, 김동욱, 김명식, 김문택, 김미은, 김미진, 김방근, 김범영, 김병기, 김보경, 김봉석, 김상기, 김상진, 김수아, 김수인,
김승곤, 김승우, 김승종, 김연정, 김영민, 김영석, 김영신, 김영진, 김영형, 김용욱, 김유영, 김윤홍, 김은수, 김은수, 김은주, 김인규, 김정수, 김정임, 김정호, 김종윤, 김종진, 김주란, 김준영, 김지응, 김진성,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창권, 김창민, 김한결, 김현영, 김호준, 김홍건, 김홍렬, 김효진, 김희주, 남기창, 남상윤, 남수정, 남영민, 남일봉, 노가을, 노동선, 노성호, 류경호, 류두현, 류세영, 류승요, 류인평,
문  웅, 문웅성, 문홍진, 민계홍, 민규식, 민명선, 박강훈, 박경수, 박경자, 박규남, 박균철, 박기범, 박대연, 박두리, 박명선, 박병도, 박보람, 박상업, 박성희, 박소연, 박순권, 박승환, 박영하, 박윤조, 박은영,
박종승, 박종찬, 박주영, 박준완, 박지하, 박현수, 박현정, 배혜화, 백광호, 백상용, 백석종, 백용선, 백진우, 변종원, 변주승, 봉필훈, 서광수, 서미자, 서상우, 서승완, 서은혜, 서재복, 서화자, 성태경, 소현성,
소혜진, 손지훈, 송광인, 송기안, 송태진, 송해안, 신명철, 신숙경, 신용호, 신익수, 신인수, 신정규, 신찬호, 신청우, 신현욱, 심동희, 심선화, 심세보, 심영국, 심우석, 심정하, 안동인, 안병주,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양병선, 양정현, 양정호, 양창문, 엄수원, 염연실, 오권택, 오세홍, 오영진, 오영택, 오재록, 오황제, 옥지호, 왕석순, 우영근, 원종섭, 원종임, 원한식, 유경민, 유규선, 유기석, 유기선, 유상민, 유승만,
유연봉, 유인규, 유인영, 유정숙, 유평수, 윤마병, 윤찬영, 윤평강, 이강로, 이강인, 이근호, 이기훈, 이  난, 이남종, 이덕수, 이동근, 이동영, 이명규, 이명숙, 이방식, 이병순, 이상곤, 이상균, 이상옥, 이상우,
이상행, 이생주, 이석한, 이석현, 이선재, 이송근, 이수진, 이수진, 이  숙, 이숙경, 이승기, 이영욱, 이영재, 이옥인, 이완권, 이용노, 이용욱, 이용하, 이윤경, 이의평, 이인홍, 이일주, 이재수, 이재운, 이재환,
이정상, 이정욱, 이정희, 이존걸, 이종우, 이종화, 이주원, 이지원, 이진석, 이진영, 이진호, 이해성, 이혁주, 이현주, 이호인, 이호준, 이희중, 인병진, 임기섭, 임도하, 임성진, 임애란, 임양미, 임영세, 임용민,
임현정, 장선일, 장원길, 장은섭, 장형국, 장혜숙, 전기흥, 전영덕, 전오성, 전용석, 전재홍, 전준구, 전진성, 전  철, 전한덕, 전효진, 정경화, 정낙훈, 정동조, 정명채, 정수경, 정완수, 정용준, 정원기, 정은영,
정재우, 정주영, 정진원, 정진원, 정철모, 정호연, 정흥진, 정희준, 제혜금, 조강주, 조경석, 조동기, 조동영, 조성환, 조완구, 조은영, 조은영, 조일영, 조정근, 조현준, 조혜경, 주미현, 주  송, 주정아, 진연경,
차경희, 차동훈, 차진아, 채수정, 천문정, 최경호, 최광근, 최동주, 최범식, 최선희, 최설희, 최영기, 최영찬, 최용욱, 최은복, 최인순, 최재환, 최종수, 최준영, 최지원, 최지은, 최진희, 최창용, 최충석, 최현욱,
최현하, 최형운, 최흥식, 최희섭, 캐티차, 태강수, 하영우, 하  정, 하헌일, 한광현, 한남희, 한동숭, 한동욱, 한병수, 한승룡, 한진연, 한태종, 허  헌, 홍성덕, 홍성택, 홍안기, 홍  용, 홍지영, 홍현미라, 황선문,
황은진, 황인갑, 황인수, 황혜연

CMS(정기 후원) 후원자 (월 1,000원~250,000원)

㈜서우리테일전주효자점, ㈜에버미라클, ㈜케이원관광개발, e-석쇠한판본점, 감천수, 강나온, 강대근, 강미애, 강민석, 강민우, 강사라, 강성미, 강성춘, 강소영, 강시후, 강신관, 강에스더,  강용주, 강원호, 
강유민, 강유진, 강인원, 강인주, 강일신, 강지전, 강찬들, 강찬솔, 강찬슬, 강태욱, 강해인, 강혜숙, 고경만, 고경민, 고경완, 고명희, 고산한우, 고영민, 고재엽, 공인식, 공인혁, 공호선, 곽은영, 교수선교회, 
구하라, 국방호, 궁, 권고관, 권광일/임지영, 권영주, 권은희, 권재성, 권재현, 권준희, 권지은, 권태휘, 권효정, 권흥주, 금미숙, 금양정, 기명순, 기명옥, 김가람, 김가람, 김가윤, 김갑순, 김견고, 김겸손, 김경렬,
김경민, 김경수, 김경숙, 김경호, 김귀래, 김기량, 김기정, 김길호, 김남주, 김덕원, 김동관,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휘, 김만희, 김명숙, 김명옥,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민규,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지, 김민호, 김범일, 김병곤, 김병록, 김병수, 김병천, 김보경, 김봉관, 김붕열, 김상기, 김상철, 김상학, 김선례, 김선진, 김선화, 김성군, 김성남, 김성례, 김성미, 김성훈, 김세호, 김소민, 김소영, 김수춘, 
김수현, 김숙현, 김순덕, 김순정, 김승우, 김양순, 김여원, 김영란, 김영빈, 김영수, 김예하, 김옥선, 김용문, 김용승, 김용웅, 김용철, 김용희, 김유미, 김윤자, 김윤희, 김은경, 김은성, 김은지, 김은희, 김익수, 
김인섭, 김재주, 김재훈, 김정각, 김정옥, 김정현, 김정희, 김종욱, 김종윤, 김주호, 김주희, 김준회, 김지수,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지훈, 김지훈, 김진제, 김찬영, 김치근, 김탁균, 김태연, 김학승, 김학진, 
김한결, 김행순, 김현미, 김현우, 김형수, 김형태, 김혜란, 김황금잔디, 김희경, 꾸찌뽕시대, 나우진, 나원종, 남화진, 노상열, 노숙자, 노순자, 노승우, 노승현, 농부마트, 닭갈비제작소, 더  반, 돼지저금통, 
드롭탑전주신시가지점, 류빛나, 류호준, 마루벌돌구이, 만찬외식이벤트, 맘스터치, 모악산장례문화원, 문구원, 문기오, 문명성, 문은경, 문진수, 문희주, 민성현, 박가화, 박경택, 박광수, 박기훈, 박길례, 
박노진, 박대규, 박도영, 박두진, 박문수, 박미라, 박미숙, 박미연, 박미화, 박미희, 박민근, 박보연, 박상득, 박상우, 박상필, 박상흠, 박상희, 박선미, 박성묵, 박성현, 박세웅, 박소영, 박송자, 박수현, 박숙영, 
박시용, 박시현, 박양태, 박연아, 박영지, 박영진, 박영희, 박용수, 박용한, 박은미, 박은실, 박은정, 박인상, 박재원, 박종만, 박종예, 박종태, 박종혹, 박종훈, 박주성, 박준규, 박준상, 박준하, 박진홍, 박찬화, 
박채정, 박철빈, 박초용, 박한민, 박  현, 박형금, 박형옥, 박혜란, 박혜지, 방성이, 배미양, 배은혜, 백경환, 백승록, 백옥현, 보나베띠, 본도시락전주전북도청점, 부재율, 서강원, 서경주, 서곡세꼬시장어마을, 
서영희, 서  미, 서연실, 서정옥, 서주안, 서주원, 서철원, 서해바다회, 성  용, 성은경, 성태주, 소은광, 손명숙, 손명희, 손용욱, 손원경, 손유리, 손지숙, 손한을, 송덕재, 송라미, 송미령, 송민성, 송수정, 송진규,
송하나, 송희선, 신경자, 신나리, 신동필, 신성호, 신옥선, 신은경, 신종필, 신현호, 심동훈, 심성민, 심주환, 안대현, 안성기, 안은정, 안정미, 안중만, 안지섭, 안진한, 양복순, 양성용, 양성은, 양순이, 양승민, 
양영철, 양의문교회, 양인순, 양현욱, 엄여랑, 여수씨티교회, 연용흠, 염창근, 예수닮은교회, 오경석, 오광철, 오나경, 오도현, 오수빈, 오수정, 오영란, 오유애, 오이레, 오재수, 오준영, 오지훈, 오향아, 오현석,
오혜민, 온국화, 온영범, 용의식, 용환빈, 원동휘, 원조향, 유가은, 유기형, 유은지, 유일경, 유진실, 유진호, 유찬영, 유채현, 유현석, 유효수, 육백수, 육일식당, 윤명희, 윤석호, 윤양숙, 윤영준, 윤재홍,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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