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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전주대학교 캠퍼스
를 꽃으로 수놓은 4월 이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어 2016학년도에도 귀한 학생들
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전공을
살리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며
우리나라에 큰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전주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대학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나쁜 습관,
수많은 중독,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절망의 어둠을 물러
가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빛이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삶의 어둠은 비로소 물러간다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인
도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선교봉사처를 중심으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
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사자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
던 지혜와 능력을 하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
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에서 각종 예배를 통하여 대학내 영
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전주대학교가 2016년도에 추진하는
국가사업 및 기관평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간
섭하심과 돌보심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게 하
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기석 장로(학술정보운영실장)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도서관 애용]

전주대가 세계 최대 호텔그룹인 메리어
트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글로벌 호텔리어
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전
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30일(수) 스타
센터 온누리홀에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과 맞춤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인 총

장과 빌 루(Bill Lu) 아시아 총괄 인사책임
자를 비롯한 국내 메리어트 호텔 6개(JW
메리어트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
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메리어
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JW 메
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인사 분야

의 이사 및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메리어트 그룹은 최근 각 국가의 호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전략적인 파
트너십을 맺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
다. 메리어트 그룹은 전주대의 호텔경영학
과부터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한식

조리학과까지 호텔관광업계의 특화된 학
과들의 우수성과 잠재력에 주목해 전주대
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전주대와 메리어트
그룹의 협약 체결을 통해 ‘메리어트 인터
내셔널’ 명칭을 딴 교육과정을 개설, 교
육생을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메리어트 호텔 각 분야에서 경험
이 풍부한 우수 강사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
학생들은 메리어트 호텔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메리어트 그룹과의 맞춤식 교육과
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빌 루(Bill Lu) 아시아
총괄 인사책임자는 “해외 특급 호텔에
200명 이상 취업한 전주대의 교육 노하
우와 메리어트 호텔의 풍부한 경험이 합해
져, 한국 최고의 호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이 국가를 대표하
여 중앙아시아에서 태권도 민간 외교활동
을 펼쳤다.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지도

교수 이숙경)은 지난달 26일부터 4월 4일
까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
한 ‘아리랑, 카라반의 심장을 두드리다’
라는 주제로 열린 ‘2016 한국&중앙아시
아 카라반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다. 이
번 행사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카
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펼쳐졌으며
K-POP, 비보이, 한국의 소리와 춤과 그리
고 태권도 등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3월 2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
타나 국립극장에서 열린 ‘아우라 코리아
컬처 콘서트’는 20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해 공연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더불어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된 문화교류 행사는
최초의 국교 문화행사로 타지키스탄 국민
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
었다.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은 다양한 참가
팀들과 함께 한국을 알림과 동시에 국가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
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전주대 태권
도학과장 최광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국제문화교류행사에 태권도 성지, 전통과
맛, 멋이 공존하는 ‘전북’ 그리고, ‘한
국’을 알리는데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이
문화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전했다. 카라반 문화교류 태권도시
범 공연은 다음 사이트에서 관람할 수 있
다. 
http://youtu.be/KDtc4pJp5AQ

태권도시범단 중앙아시아를 흔들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에 한국과 태권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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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세: 김승수 교수(영문학과) 4/4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도서관 이전 6주년
을 맞아 오는 31일(목) 스타센터 광장에서 JJ권장
도서센터 및 스마트도서관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
했다. 전주대는 필독도서와 학과추천도서를 포함
한 1500여권의 책들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JJ권장도서센터를 마련했다. 전주
대 도서관과 기초융합교육원은 지난해 8월 「전주
대 학생 필독도서 선정 및 독서생활화 사업계획」
을 수립해 필독도서 100선과 학과추천도서 391
선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전주대는 필독권장도서
가이드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부했으며, 전자
책으로도 만들어 기초융합교육원 및 도서관 홈페
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주대는 스마
트도서관을 구축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관출

입과 열람실의 좌석배정, 시설물 예약, 희망도서
신청, 도서대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
다. 전주대도서관은 향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
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 및
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도서관 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성진 도서관장은 “이번 행사
는 전주대도서관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더욱 높
은 수준의 학술정보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
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신축한 스타센터로 이
전한 전주대도서관은 다수의 타 대학과 도서관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다채로운 독서문화 사업을 운영해왔다. 

JJ권장도서센터 및 스마트도서관 오픈식 개최

전주대학교 레슬링과 씨름 선
수단이 올해 첫 대회부터 나란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레슬링부

(감독 박진규)는 전주 화산체육
관에서 열린 제34회 회장기 전
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정민(그레꼬로만형
66㎏급)과 이하늘(그레꼬로만형
59kg급), 김슬기(자유형 61kg
급)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씨
름부(감독 김용웅)는 인제군 다
목적경기장에서 열린 제70회 전
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 동 1개를 획득했다. 신입
생인 최귀동이 청장급에서 우승
했으며, 한창수(역사급)와 오준
영(소장급)이 2위를 차지했다. 또
한 장사급의 서남근은 3위를 차
지했다.

전주대 레슬링, 씨름 선수단, 올해 첫 대회부터 실력 뽐내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3
월 30일 FNC엔터테인먼트 한성
호 대표를 초청해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한성호 대표는 전주대학교 jj아트
홀에서 ‘열정을 만나면 정열이 솟
는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300명
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한 대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다.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은 시작되고, 내가
나를 과대포장하기 시작할 때 실패

를 낳는다”라고 말했다. “창업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
신감과 더불어 그 분야의 바닥부터
기초를 배워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창업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밝혔다. “여러분이 꼭 좋아하
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창업으로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 쉽게 얻어내려
하지 말고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정
신과벤처창업'은 도전정신과 건전
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스타 CEO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 명사창업특강
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서 진행된다. 앞으로의 초청
강사는 전라북도 이형규 부지사(4
월 6일), 목진석 바둑기사(4월 27
일), 홍익육개장 곽성익 대표(5월
11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강좌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초청

도내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
하기 위한 강소기업 채용설명회
가 개최되어 화제다. 전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센터장 이
존걸)가 4월 1일에 전주대 스타
센터 다목적홀에서 도내 청년층
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채용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
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층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라북도 경
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
신센터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주관했
으며, 도내 청년층 4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도내에
위치한 10개여 기업((주)그린바
이텍, 다산기공(주), 대우전자부
품(주), 대주코레스(주), 서비스
탑(주) (주)아시아, (주)이랜드파
크, (주)팜덕, 페이퍼코리아(주),
(주)효성)이 참여해 기업설명회
및 인사담당자의 1:1면담을 진
행했다. 더불어 직업선호도 검
사, 정보제공프리미엄 정보 제
공, 취업성공패키지 코너를 마련

해 구직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
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특화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
도하고 있는 강소기업에 대한 정
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좋았
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존걸 센터장은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의 고용미스매치가 심
한 것을 알고 전라북도 강소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며,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률 제고를 위해 전주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만의 특화된 취업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대학창조일자리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대 스타센터에 지
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센터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 및 창
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청년층을 위한 강소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창업교
육센터(센터장 정호연)는 지난 8일
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하동
켄싱턴 리조트에서 ‘2016 JJ
Global Startup Boot Camp’를 개
최했다. 이번 글로벌 창업캠프는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과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한 팀
으로 다국적 연합 창업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국제교류원의 지원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11명이 사전에 선발됐으며, 한국
대학생 29명이 참여해 총 40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
프에서는 창업가정신 특강과 최신
소비트렌드 이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전문
가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보자들도 보다 쉽게 창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참가학
생들은 국내와 글로벌 시장을 타겟
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사업계
획서 작성 스킬을 습득했다. 대상
은 봉준일(기계자동차공학과 3학

년), 김영운(컴퓨터공학과 2학년),
진위(경배와찬양학과 4학년) 팀의

‘당신의 코디네이터’라는 사업계
획서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0
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이민영(컴퓨터공학
과 2학년), 김학범(경찰행정학과 2
학년), 황개용(관광경영학과 3학
년), 초뢰정(경영관리전공 4학년)
팀, 우수상에는 임효정(외식산업학
과 3학년), 송재훈(기계자동차공학
과 4학년), 박성희(컴퓨터공학과 2
학년), 왕정정(경영관리전공 4학
년) 팀이 차지했다. 정호연 창업교
육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한
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
에게 특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해 유
학생들의 국내 창업을 유도하고 한
국 학생들의 글로벌 해외 시장 진
출을 촉진하는 행사였다”며, “앞으
로도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만
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LINC사업단, 글로벌 창업캠프 개최
유학생 참여를 통한 다국적 연합 캠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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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벚 꽃 축 제

오잉?  
생전 지각 안하던 
제인이가 왜 안오지? 

교수님 밖에 
좀 보세요!

제인아 곧 수업인데 
어디야?

어디쯤인데?

헉, 시간이 벌써?

창 밖을 봐

어머나, 저게 뭐죠?

정지호 시스템엔딩 본부장, 자신만의 기술을 갖추어야…
우리대학 창업확산센터는 지난 3월

23일 13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정
지호 시스템엔딩 본부장의 '대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창업의 이해'라는 주제
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의눈 창업확
산센터가 ‘기업가 정신과 벤처 창
업’ 주제특강으로 세 번째 시간이다.
강좌는 총 10회 진행된다. 강의는 매
주 수요일 오후 한시에서 네시까지 4
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 시스템엔딩 본

부장은 “창업에 첫 번째는 누군가에
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창업계획서를
다른 사람보다 잘 썼을 때 지원금을 받
을 수 있거든요”라며 “창업은 자신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해야 합
니다. 여기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
술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하우는 누군가 학습을 통해서 따
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노하우를 정량화(지식 재산권)와 표

준화를 시켜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 제
품을 개발해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습
니다”라고 재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창업확장센터는 “재학생들이 기존 이
론 강의에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성
공한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노하우를
배우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특강이다“이라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역별 지원

전라북도에서 5개지역 전주, 김제, 완주, 진안, 장수에
소재지 재학생들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
청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 후 지원이 결정되

면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이 된다. 각 지
역마다 지원하는 내용과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LINC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모집안내
2016년 LINC에서는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수아이디
어 또는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본교 재
학생 창업동아리를 발굴·육성하는 지
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기간은 5월 1
일부터 6개월간이며, 해외 시장을 위한
창업동아리로서 본교 유학생이 1인 이
상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동아리

와, 유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창업
동아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발
한다. 지원내용은 글로벌 창업동아리 5
팀과 일반창업 동아 15팀에게 각각
250만원과 180~200만원을 심사 결
과에 다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혹은 LINC사업
단 홈페이지(http://linc.jj.ac.kr) 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
성하여 4월 22일 17시까지 LINC사업
단 행정실(공학2관202호)에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
주대학교 LINC사업단(Tel.063)220-
2069 / Fax.063)220-2995 / E-
mail.jjstartup@jj.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창업동아리 모집 공고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본교 재학생의 창
업동아리를 발굴·지원하고자 오는 3
월 3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2016 창업동아리를 모집한다. 기술
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아이템(제조/
지식서비스)을 구상중인 3인 이상의

교내 창업 동아리 및 연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창업지원단 행
정실(대학본관 2층)에 방문하여 접수
하면 된다. 선발된 동아리에서는 시제
품 제작 멀티지원 (최대 500만원)
및,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학
기별 5회씩 연 10회의 지원단의 전

용 교육을 받게 되며 창업 장학금 포
인트도 지급받게 된다. 제출 서류 및
문의사항은 창업지원단 행정실(Tel:
063)220-4618 / E-mail:
ysi11148@naver.com / 담당: 유
승일)로 문의하면 된다.

이력서, 자·소·서 및 리포트 논문 무료 클리닉
기초융합교육원 스타306호 신청

전주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글쓰
기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융
합교육원 R&W정보 교육부에서는 재
학생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포
트, 논문, 기획안 및 프리젠테이션까

지 지도받기 원하는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1학기는 학기
말 6월 17일까지 스타센터 306호에
자신이 쓴 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
면 3일후에는 배정받은 교수와의 상

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의 원고를
3회까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에는 어떤 원고든지 상담받을 수 있
다. 자세한 문의는 063-220-2603
으로 상담받으면 된다.

올해로 전주대학교가 개
교 52주년을 맞이했다. 개
교기념일을 맞아 5월 4일
(수) 오전10시30분에 개
교기념예배와 기념식이 진

행된다. 행사는 예술관 아
트홀에서 진행되며, 이에
따라 5월 6일(금)은 개교
기념 휴강일이다.

52주년 개교기념일 기념식
5월 6일(금) 개교기념 대체휴강일

전주대 후문(스타타워
방면)에서 서울 남부터미
널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행비가 변경되었다. (주)
전북고속과 (우)호남고속

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등차량으로 운행하게 된
다. 좌석은 31좌석이며,
가격은 12,700원이다.

전주대, 서울 남부터미널간 운행요금 변경
31석 우등차량 12,700원

우리대학은 학기 중 공휴
일로 인한 휴강을 위해 ‘대
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수

업일수를 지키고 있다. 이번
1학기 대체보강일은 다음과
같다.

1학기 대체보강일

전라북도(전주,김제,완주,진안,장수)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소식

취업·채용 소식

구 분 지원자격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주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전국 대학생

든든,
일반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2.7%) 지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281-5311

김제시
부모가 2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든든
(소득

1~8분위)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2.7%) 지원

시청 (인재양성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540-3714

완주군
부모가 2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든든
(소득 

1~8분위)

2009년 이후 대출자 중 2016년 
현재 잔액에 대한 이자 지원
(예산범위내)

온라인(이메일) 신청
(bosssun@korea.kr)

☎290-2274

진안군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든든, 
일반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2.7%) 지원

군청(행정지원과)
☎430-2517

장수군
2년 이상 부모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든든,
일반

2012년 이후 대출자 중 2016년 현재  
잔액에 대한 이자 지원

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350-2237

공휴일 대체보강일

3.1(화) 삼일절 4.26(화)

4.13(수) 총선거 4.27(수)

5.5(목) 어린이날 4.28(목)

5.6(금) 개교기념일 4.29(금)

6.6(월) 현충일 4.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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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벽화동아리 'Painter' 회장 송선주 인터뷰>

송선주 학생과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낼 사진들을 받았다. 어떤 사진을 신문에 내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그 안의 봉사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단색의 벽에 학생들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사진을 보았다. 사진들을 보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거리의 벽화들이 새롭게 느껴졌다.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전주대학교의 학생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의 활동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스쳐지나갔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벽화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
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벽화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졌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벽화 마을이 있는데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시험이 끝나면 한 번 찾아
가봐야겠다.

4월의 어느 날 전주대학교에 벽화동아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대 신문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벽화동아리‘Painter'의 회장 송선주 학생을 찾아 인터뷰를 해보았다.“ ”

Q1. 벽화동아리 'Painter'를 소개해주세요.
A. Painter는 골목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 동아리이며, 올해로 3년차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처음에는 전주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생들 9명으로 조촐하게 시작하였지만, 현
재는 전주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봉사활동부터
전주시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까지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Q2.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직위)을 맡고 계신가요?
A. 3년째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고 그에 따른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3. 벽화동아리'Painter'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 부탁합니다.
A. 2014년도 팔복동 벽화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시작하여, 전공연계형 봉

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
에 있습니다.

Q4.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봉사활동의 내용과 소감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합니다.
A. 가장 최근에 한 활동은 지난 3월에 팔복동 신복공원에서 Painter와 주민자치센터

가 같이 한‘벽화그리기 및 환경정리’를 한 활동입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Q5.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벽화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작년 2015년도에 진행되었던

무주반딧불축제 벽화봉사활동과 여름에 진행되었던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그리고 겨울
에 진행되었던 해외봉사에 참여하여 진행하였던 벽화봉사활동입니다.

Q6.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A. 벽화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벽화

봉사활동 특성상 실외 작업이 많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아 정해진 일정
보다 미뤄지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7. 앞으로 동아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A. 현재 구체화된 동아리계획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와 함께 벽화봉사활동을 계획 진행 중이며, 그 외 외부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Q8.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A. 그동안 저희 Painter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곳곳에 그려놓은 벽화들을 많은 분들

이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그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
니다.

Q9. 전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합니다.
A. 도심이나 국내 어디라도 지나가시다가 벽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신다면 저희

‘Painter’에서 그린 벽화일지도 모릅니다. 발견하신다면 함께 감상해주시고 저희의
활동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_취재: 김승철기자

<기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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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여러 관문을 거친 후 간절한 기다
림 끝에 기쁨의 최종합격 통지를 받
은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임용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지금까
지 두 달여의 전주대 생활은 제 인
생에서 유학시절 초기에 비견될 만
큼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많은 것
이 바뀌고 새로워졌으며 설렘과  두
려움의 사이를 외줄타기 하는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
차 지나 이제는 낯설던 출퇴근길도
익숙해지고 도통 외워지지 않던 교
수님,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들이 조
금씩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
음으로 허둥대며 시작하던 하루를
커피한잔과 연구실 창밖의 아침 햇
살로 감사히 맞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김은 초보신임교수에게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첫발을 디디며 스스로를 전
주대학교 16학번 새내기라 생각하
고 선배 교수님들을 잘 따르고 본
받아 어서 한식구가 되어야겠다라

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지금 다행스럽게도 제게 전주
대는 이미 ‘우리’학교가 되었습
니다. 봄꽃들로 수놓인 아름다운 캠
퍼스와 그 곳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좋습
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외지인인
제가 이렇게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
하고 마음을 열 수 있었음엔 몇 가
지의 감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우리학교’ 전주
대에 대해 느껴지는 자부심이 바탕
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총장
님을 비롯한 여러 처장님, 교수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예배드리고 뜨
겁게 기도하는 대학교회의 모습. 학
과발전과 학문연구로 꺼지지 않는
교수실의 불빛. 불철주야 실기연마
에 매진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음악
소리. 여러 고풍스런 건물과 최첨단
시스템의 현대적 건물이 자아내는
조화로운 풍경 등등 학교의 면면을
알아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은근한
자부심에 나도 모르게 절로 뿌듯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두 번째로 전주대학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인사
와 안부를 건네주시는 총장님과 염
려와 배려로 살펴주시는 여러 선배
교수님들,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
는 동기 교수님들, 또한 만나면 언
제나 예의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해
주며 항상 제 말을 경청해주는 학생
들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16학번인 제가 감히 고학번 선배학
생들에게 자주 하게 된 말이 있습니

다. 얼마 남지 않은 그대들의 학창
시절동안 아름다운 이 캠퍼스를, 이
시간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
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선배
의 입장에서 되돌아본 대학시절은
아프니까 청춘일지라도 그 어느 것
과도 바꾸지 않을 참으로 푸르고 젊
고 열정적인 시간입니다. 비록 그대
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해보
일지라도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
금의 나를 외면하기엔 오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학생들에게 하는 조언
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임교수로
서 하루빨리 학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고 선배
교수님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훌륭히 학생들을 이끌고 싶지만 의
욕만 저만치 앞서고 아직은 여러모
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 초조함
과 불안함으로 고개가 숙여지곤 하
지만 그럴 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게 허락하신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수
님, 학생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
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용기내곤
합니다.
전주대 예술관에서 맞는 지금,
2016년 봄의 하루하루를 더욱 소
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 언
젠가 졸업해 교문을 나서는 그날,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다고 미소
지으며 회상할 수 있기를 기도해봅
니다.

온 가족이 서핑을 즐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 베서니는 어릴 적부터 서
핑을 즐겨왔다. 그래서 그녀는 월등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10대들의 서핑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실
력을 갖춘 서퍼 유망주였다. 그러던 어
느 날 상어를 만나게 되고, 한쪽 팔을
잃게 된다. 큰 어려움에 처한 베서니
는 매일을 낙망하며 살아갔고, 평생 해
오던 서핑조차 다시 할 수 없을 거라
여겨질 시기에 때마침 교회 여전도사
님의 권유로 태국의 푸켓 아웃리치를
떠나게 된다. 그곳은 지진으로 인한 쓰
나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한 연민
으로 슬퍼하며 새로운 시각에 대해 서
서히 눈을 뜨게 되면서 한 아이를 통
해 용기를 되찾게 된다. 팔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전 세계
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의
편지들이 도착한다. 또한 자기와 같이
팔을 잃은 전 세계 아이들이 베서니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자신
들도 팔이 없지만 도전하겠다는 다짐
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 자체가 나와 비슷한 어
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
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
다. 나의 슬픔도, 어려움도, 절망도, 하
나님과 함께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선
다면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나 나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
는 일이 될 것이다.

“난 서핑을 하기위해 태어났다. 매
일 새벽녘에 일어나는 이유이다. 배가
아프고 암초에 베이고 녹초가 되어도
참는 이유다. 인생도 서핑과 같다고 배
웠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
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 

_베다니 해밀턴

-편집부

교수칼럼

16학번 새내기 교수의 다짐 

이주용 교수
(음악학과)

우리나라에서 흡연의 폐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과 계몽이 잘되어있으며 간접흡연
의 폐해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독교대학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일반대학에서도 철저
히 지키려 여러 가지 법령과 자구노력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대학에서는 간접흡연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서 건물 밖 흡연이나 길거리 흡
연을 말리는 이도 잘 보이지 않고,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도
어찌되었든 외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대학 건물 밖은 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

며, 주 흡연 장소에서는 꽁초더미가 형성되고 흡연중의 분
비물로 최악의 위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벚꽃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제법 축제가 진

행되어 외부인들까지 꽃구경을 오는 평화관, 진리관, 자유
관의 벚꽃길을 걷다보면 곳곳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다. 
바로 옆 고등학교에서는 꽃구경을 비롯한 단체 휴식도
우리대학에 와서 진행하곤 한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진행되지 못했던 고교 소풍

행사도 올해는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외부인들에
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대학의 우수성과 좋은 환경들을 소
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우
리 내부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엇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시설이
남들 보기에 좋으면 무엇 하겠는가? 그곳을 사용하는 주인
이 그 공간의 가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 소용
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외부인들을 학교에 방문하도록 하여 우리대학의
발전을 홍보한들 도서관 앞 마른 분수대에서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분별하게 뿜어내는 수많은 담배연기는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연기와 같이 허공으로 흩어버릴 가능
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흡연 후 불이 붙어있는 꽁초를 그대로 불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발사?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서 늘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
인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대학이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주중이든 주말이든 많은 찾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 삼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들과 함께 산책에 나서는 내,외부 사
람들이 종종 있는데, 잔디밭이나 벤치, 길가 등에 배설하게
하고 그것을 처리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책
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우리
대학을 찾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것은 자명
한 일이다.

대학 내 잔디밭과 벤치 그리고 모든 곳곳은 낭만의 공간
이 아닌가?

학생들이 뒹굴고 뛰어 놀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대한
조금의 생각도 없이 그저 자신의 애완동물을 위한 놀이터
로 착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반성과 개념을 지참하여 다
녀야할 것이다.

일단, 일반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금주, 금
연 등의 기본적인 교내 법 개정과 계몽이 한시라도 빨리 적
극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필요하면 플래카드도 흡연 장소 바로 앞에 달아놓고, 공

공 예절지도도 전체 구성원이 함께 실행하고, 전단도 만들
어 배포하는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흡연구역의 재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건물 밖의 담배연기

가 건물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거나 실외기를 통해 고스란
히 강의실로 들어와 모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건물 밖이 흡연구역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건물 밖은 모두 흡연구역인가?

“Soul Surfer”인생은 서핑

[희망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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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서당, 향교, 사학, 성균관
등 많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이러한 학
제는 오늘날과 같은 초, 중, 고, 대학 등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기관은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에서 조선시대까
지 교육의 역사는 깊지만, 백성을 위한 것
이 아니고 특수층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더욱 여자들의 교육은 생
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은 여섯 살 쯤 되면 안
방에서 부모에게 한글을 배우거나 천자
문을 읽는 정도이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수준을 조금 높혀 동몽선습, 통감, 소학,
대학 그리고 붓글씨 쓰는 것을 배운다. 물
론 그것도 어느 정도 지체 있는 양반가문
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여성
들은 눈뜬장님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선교사들이 전주에 왔을 당시에도 마찬
가지로 여자는 음식 만드는 일이나 그 밖
의 가사습득 이외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였다. 말하
자면 여자는 나이가 되면 시집가서 남편
받들고 아이 뒷바라지 하며 시집살이 하
는 것이 곧 여자의 일생이라 생각하던 것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다. 니스뱃 선교
사의 아래 글에 보면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누구의 엄마
로 호칭되었는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비로소 자기 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는 내용으로 당시 우리나라 여성의 현주
소를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당시는 한국의 여성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 환경이었다. 그러나 선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교육은 남자 아
이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에게 대해
서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남녀평등이 보편화된 서구
의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하겠다. 
남녀는 평등하다는 사고를 가진 선교사

에 의해 시작된 전주의 여성교육은 남존
여비(男尊女卑) 사상이 존재하고 보수성
이 강한 이곳 전주에 여성의 정체성 확립
과 근대 교육에 초석을 놓는 공헌을 한 셈
이다. 선교사들에 의한 기전여학교 시작
은 1902년 마티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그녀의 집에서 어린 소녀 12명으로 시작
되었다. 

기전여학교를 시작한 마티 테이트
(Mattie Tate) 선교사는 미국남장로교 소
속‘7인의 선발대’일원으로 1892년 한
국에 왔다. 전주에는 1894년 3월에 오
빠인 테이트(서문교회 설립자) 선교사와
함께 처음으로 왔다. 그러나 동학혁명으
로 인해 서울로 철수하였다가 1896년 1
월에 다시 전주에 왔고 정식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마티 테이트는 전주에 정주
한 최초의 서양 여성으로 당시 전주 시민
들 특히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마티 테이트는 교육선교사로 왔기 때문
에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00년 4월에 6명의 여자 아이
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기
전학교의 시작이다. 

기독교 역사학자 김수진 목사는 『호남
기독교 100년사』에서 기전여학교 창립
연대는 『기전 80년사』 등에서 1902
년이라 표기되어 왔으나 예수병원 설립
자 마티 잉골드가 작성한 아래의 보고서
를 근거로 기전학교 시작을 1900년이라
밝혔다.
「테이트 여선교사를 도와주는 사람의
딸인 함씨부인은 최근에 그 곳에서 어린
소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 그녀가
6세 이상의 아이들을 6명 만이라도 모집
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수고비를 지불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6
명이 확보되었다. 비록 기숙사에서 지낼
한 아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학교 교
육을 시작하였다. 찬송을 시작으로 예배

와 기도를 드리고 참석한 5명의 소녀들
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들었다. 나는 이 작
은 출발이 학교의 핵심적 기초가 될 것이
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 곳에서 하나
님의 뜻을 나타내는 힘이 될 것으로 믿는
다.」(마티 잉골드 보고서,1902)

마티 테이트가 시작한 학교는 1904년
전킨의 부인 메리 레이번(Mary Ley-
burn) 이 2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남편 전킨 선교사의
풍토병과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자 메리 레이번 교장은 사임하고 귀국
하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전주에서 활동하던 선
교사들과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메리
레이번 여선교사의 헌신적인 학교 운영
에 대한 감사와 전킨 선교사의 희생정신
에 감동 받아 부부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
는 의미로 그동안‘전주여학교’라 하였
던 교명을‘Junkin Memorial Girl’s
School’즉‘젼목사 기렴 녀중학교’로
부르다가‘기전여학교 紀全女學校’가 되
었다.
메리 레이번에 이어 3대 교장으로 부
임한 랭킨(Cornelia Beckwith Rankin)
은 6명으로 시작한 학교를 41명으로 증
가 시켰고 농촌 지역 여학생들을 위한 기
숙사를 건축하였다. 또한 당시 기전학교
는 보통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졸업하면 더 이상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이에 랭킨 교장은 전주선교부의
지원으로 학교 시설을 확장한 후 1909
년 고등과를 신설하여 전주에 최초로 중
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를 한 단계 끌
어 올렸다. 
랭킨은 학교를 위해 열정을 쏟다가 기

전여학교 부임 4년만인 1911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안장
된 예수병원 앞 선교사 묘지는 전킨, 데
이비스 그리고 랭킨 세분의 순교자가 모
셔진 거룩한 땅이다.

선교사들의 교육에는 실용적인 학과 뿐
만 아니라 감성을 위한 교육도 포함 시켰
다. 기전학교가 발돋움하고 있을 무렵 클
라크(William Monroe Clark : 한국명
‘강운림’으로 더 알려짐) 의 부인으로
한 국 에  온  해밀턴 (Ada Christine
Hemilton : 한국명 한예정) 선교사는 미
국에서 성악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기독
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였고 기전여학교

와 신흥학교의 음악교육을 체계화 하였
다. 그녀의 활동에 관해 「全羅北道誌」,
제3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10년대에는 美國 宣敎師 夫人 康雲
林 女史가 本國에서 聲樂을 專攻한 분으
로서 新興中學과 紀全女中의 兩校에서
音樂 敎師가 되어 樂典과 歌唱 敎育을 試
圖하였으며 교회를 中心으로 讚頌歌와
黎明期의 우리 歌曲의 普及에 盡力하였
다.”

기전여학교는 교육 목적에 부응하여 지
역사회에 필요한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
내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한 비밀결
사대를 조직한 박현숙을 비롯하여 전주
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임영신,
고아들을 돌본 방애인, 혼불의 작가 최명
희 등 수없이 많은 기전여학교 졸업생들
이 당대의 사회를 빛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현존하는 졸업생으로 간호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공순구(예수병원 간호사업부장,
예수대 이사장 역임)등 수많은 여성 지도
자들이 배출되었다. 1900년에 학교를
시작하면서‘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 곳
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 낼 것이라’ 믿
었던 확신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5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미국남장로교의선교부의 여성교육 - 기전여학교 -

▲ 기전여학교 초기 모습    

▲ 예수병원 앞 선교부동산에 있는 랭킨의 묘

▲ 기전학교를 시작한 마티 테이트, 
옆은 그녀의 오빠 테이트 선교사

▲ 1949년도 기전여학교

▲ 기전여학교가 여성교육의 요람과 현대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일찍이 중화산동에 터전을 세웠다. 

▲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가한
기전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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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7일 날 개봉한 영화 '트럼보'는 정치적 이유로 11개
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작가의 이야기다.

- 줄거리 -
1947년, 파시즘에 반대하며 미국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주의자였던 그는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 돌입하
면서 궁지에 몰린다. 미국 정부가 공산당원을 청산하기
위해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을 조직하고 그를 청
문회에 소환했다. 그리고 대형 스튜디오들은 절대 기용
하지 않기로 결정한 작가와  감독들의 블랙리스트 즉, '
할리우드 10'에 이름이 올려져 작가로서 일을 할 수 없
게 됐다. 하지만 트럼보는 세상에 굴복하는 대신 기발
한 방법으로  싸움에 나선다. 가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다. 그는 11개의 가명 쓴 작품('로마의 휴일' '브레이브
원')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차례나 각본상을 받는
다.

1. 영화 '트럼보'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나나맛우유 : 의회의 청문회에서 "당신은 공산주의
자인가” “공산주의자로 생각되는 자들의 이름을 부
를 수 있냐” “네, 아니오로 답하라”는 요구에 트럼
보는 “네, 아니오로 답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노예
밖에 없다”고 답한 장면이다.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취하긴 힘들다. 그는 감옥을 갈 각오로 이
답변을 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의

지를 꺾어야 할 때가 많다. 때론 자신의 의지를 밀어 나
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또니 :앤딩 크래딧 부분에서 “트럼보씨가 아카데
미상 수상하게 된다면 이 상의 영광을 딸과 함께 나누
고 싶다”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
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트럼보를 보면서, 니콜라(트
럼보의 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힘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린 딸을 위해 그
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
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뭉클했기 때문이
다.

피오나공주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트럼보는 극본을
쓰는 일에만 집중하며 정작 중요한 가족을 챙기지 않았
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딸을
찾아 간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사과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라고 생각한다. 내 곁에 있는 가족,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2.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바나나맛우유 :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많다. 그
중에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본다. 미국과 소련이 냉
전에 도입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그로 인해 트럼보는 할리우드에서 쌓아온 명성
도 잃고 작가라는 직업도 박탈당하게 된다. 영화 마지
막에는 이런 매카시즘이 의미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했더라면 누군가 고통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다른 곳으로 향해본다. 지금 우리도 나와 다
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하또니 : 영화‘트럼보’는 우리에게 삶과 정치적
이념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
다. 흔히 “물이 흐르는 데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번 영화는 우리가 세상을 어
떻게 살아가는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을까.

피오나공주 :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하
지만 ‘트럼보’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맞서 이
겨내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야 한
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또 “끝까지 포기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번 영화를 통해 우리들의 삶과 정치적 이념을 알려
주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3. 영화 '트럼보'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는가?

바나나맛우유 : 이 영화를 설명하는 태그를 단다면
몇 십 개는 거뜬히 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신념을
가진 천재 작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노력한 아버지,
창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작가 등이다. 이 영화는 가족
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집중하고 싶다. 재치와 유머로
항상 가족들에게 웃음을 줬던 트럼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당시, 그는 11개의 가명으로 활동하지
만 딸 니콜라를 위해 세상에 그의 이름을 밝힌다. 가족
을 위해 세상과 대담히 맞서 싸워 이긴 영화라고 생각
한다.

하또니 : 영화‘트럼보’는 신념에 대한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 같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 하나로 미국 내
에서 핍박을 당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담히 작가로써 일에 열중한다. 11개의 개명을
사용하면서까지 말이다. 트럼보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이유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피오나공주 : 우리가 힘들거나 기쁠 때 나를 믿어주
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트럼보’라는 사
람을 통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라는 의
미를 전달하는 것 같다.

트럼보: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은 천재 작가, 영화 

1.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2. 이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OOO를 들고 탑승가능 해졌다.
3. 국내 취업지원센터에 따르면 OOO OO에서는 복지, 장애인 및 보육업무 등의 관련 직종이 유망업
종으로 분류됐다.
4. 7면 영화‘트럼보’에서 주인공 달튼 트럼보의 첫째 딸 역할을 한 배우의 이름은?
5.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표를 조작하자 이
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OO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다. 
6.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7. 11일(월)에 분데스리가에서 쾰른과 레버쿠젠의 경기 중 2번째로 골을 넣은 선수의 예명은? 
8. 벚꽃 축제를 즐기기에도 제격이여서 학생들에게 피크닉 온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해주는 전주대
건물 이름은? (8-9면 참조)
9.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남녀 간 서로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을 이르는 말은? 
10. 3월 31일(목) 전주대 스타센터 광장에서 JJ권장도서센터 및 OOOOOO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
했다. (15면 참조)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 선착순 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ysrest@jj.ac.kr)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긱 경 인 정 계 고 진 통 지 겁 학 생

르 문 학 고 정 배 두 경 성 화 독 오

반 짝 평 령 념 대 개 희 엘 너 부 증

중 김 낙 화 유 수 타 파 르 재 전 편

글 배 태 사 관 총 은 도 패 승 토 브

치 샅 평 회 토 정 세 문 닝 세 이 덕

삭 차 국 장 바 추 고 상 마 토 진 정

장 둘 리 비 소 퉁 박 근 주 자 적 조

박 이 황 토 도 독 재 빈 승 철 하 히

음 상 국 히 아 폴 로 신 드 롬 선 찬

료 줌 는 주 상 비 은 극 중 아 재 욱

수 덜 을 벼 경 영 스 마 트 도 서 관

에 부 민 돌 텅 뇨 밥 마 존 일 대

스 매 북 단 커 무 댕 나 임 더 춘

뭉 킹 차 지 카 바 이 러 스 네 분

터 곡 먼 레 르 정 캐 서 짐 링 셀

류 세 월 부 대 인 젱 로 물 의 날

미 일 스 걱 윰 리 삭 랴 활 홍 삼

겨 딛 트 킹 차 울 네 부 교 상 화

용 머 리 고 개 먼 디 젱 우 주 국

테 기 트 치 케 받 브 레 이 크 영

바 푸 욱 음 챠 수 뤼 면 신 밀 탑

달 런 상 슬 타 박 셀 센 솔 선 욱

 <849호 정답자>

1.최선아(역사콘텐츠학과) 2.설다솜(음악학과)

3.김윤혁(경배와찬양학과) 4.김한별(경영학과)

5.문주희(경배와찬양학과) 6.김남희(영어교육학과)

7.김민규(환경보건관리학과) 8.이소현(국어교육학과)

9.박주희(예술심리치료학과) 10.이찬미(음악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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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과 스타센터 사이에서 진리관을 바라보
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 또 진리관 길은 소나무와
벚나무들이 자연적인 느낌이 들도록 어우러져 있
다. 진리관 앞 벤치에서는 봄이면 다들 과방이나
강의실에서 나와 벚꽃잎을 맞으며 과제를 한다.
벚꽃이 지는 시기에는 겹벚꽃까지 피어나서 정말
예쁜 꽃구경도 즐길 수 있다.

진리관
평화관은 항상 벚꽃이 피는 날이면 매번 아름답다. 벚
꽃나무들이 줄 지어 있어서 벚꽃 축제를 즐기기에도
제격이다. 게다가 가끔 홀로 있는 벚꽃 나무아래에서
찍는 사진은 마치 외국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도 준
다. 평화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벤치에서는 피크닉
온 것 같은 기분을 낼 수도 있어 공강시간이면 모두
들 나와 그 시간을 즐긴다.

평화관

이곳에서 본관의 반대편을 바라보면 전주
의 풍경이 보인다.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역시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보
인다. 각가지의 여러 꽃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의 역시나 벚나무가 봄에 맞게 예쁘
게 피어있어 이곳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
다. 본관에 올라가 본다면 정상에서 벚꽃
을 즐긴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씩 올라가
보면 좋은 장소이다.

본관

학생 생활관인 스타홈과 스타빌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벚꽃을 사이로 벤치가 있어 더 운치가 있고
맞은편에는 큰 벚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볼때면 편
안함을 느낄 수 있다. 밤에는 가로등 불빛과 조화
롭게 이루어져 날이 밝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을 받
을 수 있다.

스타빌,홈,기숙사
자유관 건물 앞에는 벚나무로 가득하여
운치가 있다. 벚나무가 있는 자리 사이사
이에 벤치가 앉아 쉴 수 있도록 자리잡혀
있어 친구들과 자유관 수업이 끝났을 때
나 공강시간 때 앉아서 벚꽃을 구경하며
힐링될 수 있는 곳이다.

자유관

❶

❸

❹

❺

❷

 _취재: 조혜민, 박영은기자

봄꽃길을 걷다
송연우

함께 피며 함께 지며

연분홍 터널 속을 너와 함께 걸어왔네

한내 언덕 촘촘히 선 벚꽃나무가 

우직하니 꽃길 지켜주고

한바탕 웃음을 선물하네

검은 장대비 회초리도

고스란히 받아 삭힌

고달프던 그의 봄맞이는

내 머리속처럼 텅 비어 희어진 것일까

길고 험난한 세월을 딛고

떡 벌어진 몸집

짧고 긴 가지에 흐드러지게 핀 꽃 고마워

두 팔 벌려 끌어안으면

머리 위에 내려않는 하얀 가슴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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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탕 웃음을 선물하네

검은 장대비 회초리도

고스란히 받아 삭힌

고달프던 그의 봄맞이는

내 머리속처럼 텅 비어 희어진 것일까

길고 험난한 세월을 딛고

떡 벌어진 몸집

짧고 긴 가지에 흐드러지게 핀 꽃 고마워

두 팔 벌려 끌어안으면

머리 위에 내려않는 하얀 가슴앓이

명지바람에 

눈이 내리네

꽃비 내리네

봄꽃길을 걷다
송연우

함께 피며 함께 지며

연분홍 터널 속을 너와 함께 걸어왔네

한내 언덕 촘촘히 선 벚꽃나무가 

우직하니 꽃길 지켜주고

한바탕 웃음을 선물하네

검은 장대비 회초리도

고스란히 받아 삭힌

고달프던 그의 봄맞이는

내 머리속처럼 텅 비어 희어진 것일까

길고 험난한 세월을 딛고

떡 벌어진 몸집

짧고 긴 가지에 흐드러지게 핀 꽃 고마워

두 팔 벌려 끌어안으면

머리 위에 내려않는 하얀 가슴앓이

명지바람에 

눈이 내리네

꽃비 내리네

봄냄새 잔뜩 풍기는 벚나무. 캠퍼스 안에서 기분 좋은 

바람들과 함께 흩날리는 벚꽃잎들. 강의실을 나와 벚꽃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해주는 교내. 그 아름다운 모습과

내가 느끼지 못했던 공간을 사진으로 느껴보자.

JJ Campus
전주대 캠퍼스 

나들이

* 명지바람 =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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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엄청난 천연자
원과 파괴·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마지
막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선
교사들은 아프리카로 진출해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
고 있다. 서양 선교사들이 떠
나간 자리를 한국 선교사들
이 새롭게 일구고 있는 것이
다. 

▼ 현재 1150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한국선교사들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좌절과
분노 속에 빠져 있는 아프리
카 사람들을 희망과 평안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한
국교회의 보람이요, 긍지이
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에
서는 ‘민족주의’라는 미명
아래 선교기관은 물론 선교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 병원,
시설들이 정부에 의해 압수
당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의 이슬람교 팽창은 기
독교 성장률을 훨씬 능가하
고 있다. 이슬람을 국시로 하
고 있는 아프리카 아랍어 7
개 국가를 제외한 중부 지역
은 50% 이상 이슬람화 되었
다. 이렇듯 아프리카는 영적
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요,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는 지
역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화평과 사랑에 굶주려 왔기
에 아프리카는 복된 소식, 복
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를 육
성하는 신학 교수와 현지 교
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한 선
교사, 원주민 선교사를 길러
낼 수 있는 신학교와 청소년
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과 인적자원, 치료와 현지 의
료진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의
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농
촌은 농촌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아프리카를 개
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농
업기술자, 건축기사, 대목기
술자, 정비기술자, 컴퓨터 전
문가, 회계사, 계리사를 애타
게 찾고 있다. 

▼ 세계 육지의 20%를 차
지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57개국에 8억 명이 넘는 아
프리카 사람들, 이 황금벌판
은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
을 갈망하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
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
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
소서 하라”(마9:27, 3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본문에 보면 먼저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
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
으시고 삼일 째 되던 날, 부활절 당일 새벽
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으로 나왔습니
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 언덕길로 걸
어가실 때 울면서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
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
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
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
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었을 때 안타
까운 것은 이 여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이다.’라는 기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
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
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
았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다 믿지 않았는데
그 중 베드로만 뛰어가서 비어있다는 무덤
을 확인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
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허
튼 소리로 들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
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허튼소리로
듣지 않고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살고 있습
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덤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씀,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말씀을 허튼소리로 듣지 않
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7절, 8절에서는 갈릴리라는 지명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여인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에
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라. 내
가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복음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끝이 납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바다를 세상에 비유하고 세상을 상징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

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도 세상이었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 제자들
을 부르신 것입니다.‘너희의 가치의 중심
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그리고 부활하신 예
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세 번씩이나 물으
시면서‘옛날 너희들처럼 이 세상에 가치
를 두고 살아 왔던 사람들, 이 세상을 목표
로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라. 하나님 나라
를 가르쳐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목표를 삼게 해라.’하고 복을 전하
라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
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너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계속해서 걸어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
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예루살렘으로 돌
아가는 발걸음은 어떻게 변했을 까요? 여
전히 절망의 걸음걸이였을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희망찬 발걸음, 그 소망
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엠마
오로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길을 걸어가시
는 분들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셨다면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인생이 달
라져야 합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세가지 메시지’
(마28:5~10)

2016-1 교직원 부활절예배 말씀진리의 샘

정용비 목사
(전주온누리교회 담임)

A.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그것들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창조된 자연
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천둥이 몰아치고 폭우
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재민이 생기고, 소중한 가재도구와 그렇
게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쓸모 없
는 것이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죽이는 일을 하지마라” 두 번째는 직접

사랑의 편지를 써주심으로 그것으로 하나
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
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
확하고 객관적인 말씀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감하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
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이런 성경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
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
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대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닫혀서 아무런 깨
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

녀에게 훈계할 때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
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
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에게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여간해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수 만드신 자연과
사람, 그리고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을 믿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
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
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일서 1
장 1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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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부활절 채플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
고 축하하기 위한 부활절 채플이
지난 29일(화) 오전 11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부
활절 채플은 설교자의 메세지 없
이 게스트 소울싱어즈의 공연무대

로만 꾸며졌다. 소울싱어즈는 폭
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있는 목
소리로 세상속에서 복음을 전파하
는 CCM보컬그룹 팀이다. 이날 소
울싱어즈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의 피”
와 부활하신 예수님,  왕 되신 그
리스도를 선포하는 “왕의 왕”,
“예수이름으로” 등 강렬한 공연
을 선보였으며, 부활하신 예수그
리스도를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이날 채플에
서는 교수선교회에서 제공한 부활
절 기념 달걀을 학생들에게 일일
이 나눠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
념했다.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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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연합집회♥
4월 28일(목) 오후 7시 대학교회
- 말씀 : 정용비목사(전주 온누리교회 담임) / 대상 : 전주대 학생, 교직원, 지역교회, 선교단체 연합

DSM(빚진자들 선교회)는
Debtors to Saviour Mission
의 머릿글을 딴 약자로 내 자신
이 진 복음의 빚, 우리 민족이
진 선교의 빚을 캠퍼스 선교 및
타문화권 선교로 갚기 위해
1981년 5월 한국에서 창립된
복음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저희 Dsm은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
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대일
혹은 소그룹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수요일 am8:00
아침기도회가 있으며, 화요일
pm6:00 cm(campus meet-
ing), 목요일 pm6:30 akm(all
klados meeting)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으
며, MT와 공동체 훈련을 통해
리더십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욱더 알아가며 매년 중국, 미
국,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vision trip을 가고 있으
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AMIEL 축구 선교부 축구 경
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
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영적 각성을
도모하는 복음축제인 하계 수
련회와 동계 수련회가 있으며 

매년 세계 선교에 헌신된 일
꾼을 양성하여 선교사로 파송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
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
은 여러분! 저희 dsm안에서
복음의 빚, 선교의 빚을 가지
고 캠퍼스 선교, 타문화권 선
교에 앞장 서는 빛과 소금 같
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요~

이학엽 간사 010-6730-7567

안광수 회장 010-9790-6670 

<착한 선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5월 4일 개교 52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개교 52주년 기념일을 맞아
5월 4일(수) 오전 10시30분
JJ아트홀(예술관)에서 기념예
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날 홍정
길 목사(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가 메시지를 전하며, 기
도는 김승종 교수(교수회장), 특
송은 교수선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부활절 교직원 예배
부활절을 맞아 우리대학 교직원

들은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찬
양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
난 달 30일 11시 우리대학 교회에
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
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 감사
하며 부활절 교직원예배를 드렸다.
말씀은 정용비목사(전주온누리교
회담임) '부활절에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로 설교를 전했다. 정용비

목사는 "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며  "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이
루어 놓으신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며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를
당부했다. 이어 "성경에서는 바다
를 세상으로 비유한다. 우리가 세상
을 살면서 모든 역경을 겪는다."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로 불러 모셨

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맞추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돌
아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절에 메시지
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세상
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
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셨다."고 강
조했다.

_취재: 최누리기자 

국제 아동구호기구 유니세
프는 예멘에서 지난 1년간 내
전으로 어린이 900여명이 죽
고 1천3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이같은 어
린이 사상자 수는 하루 평균 6
명꼴이라면서 내전 이전인
2014년 일일 어린이 사상자
수의 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
다. 이들 가운데 50여명이 학
교에 대한 공습 또는 등굣길에
공격을 당해 숨졌다고 이 기구
는 설명했다. 유니세프는 내전
이 격화하면서 소년병 848명
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는 열 살짜리 어린
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멘 어린이의 80%에 해당
하는 1천만명이 긴급 구호가
필요하고, 이들 중 32만명은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의 위기
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니세프는 "예멘의 어린이를 구
호하기 위해 1억8천만 달러
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고작
18%만 채워졌다"며 “예멘
내전의 모든 이해 당사자는 즉

시 폭력행위를 중단해야 한
다.”호소했다. “예멘에서 내
전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아이
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소년병
으로 내몰리면서 굶주림과 고
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달리 피할 곳
이 없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
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멘에
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아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시
고, 마땅히 보호받고 양육 받
아야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
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
멘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
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예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시간 

예멘,“매일 어린이 6명 사망, 
열 살 소년병도”
유니세프, 예멘 어린이의 80%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

원래 이슬람을 믿다가 작년
11월에 기독교로 개종한 남
성이 아내와 아이를 잃고 지
금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아부두 고다나
(35)는 작년 10월에 아내가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아
내와 7세의 아들, 5세의 딸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꿈
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그의 아내는 한 복음전도자의
기도를 통해 큰 위로를 얻었
고 병세도 크게 호전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
근의 이슬람 신자들이 고다나
와 고다나 아내의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친척들은
고다나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
하기 시작했다. “케냐에서 병
명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
하다가 기도를 받은 후 치유

를 받고 이전에 믿던 이슬람
을 떠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
정한 믿음의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아내와 아
이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
고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
가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
지라도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은
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케냐, 아내와 자녀들 빼앗기고 
생명 위협 받는 신자
기도 후 병 호전, 이슬람 버리고 성경공부시작, 
가족들로부터 압력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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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wondered why you can’t feel
Jesus presence sometimes? Have you ever
cried out to God and felt like no one was lis-
tening? If you have let me reassure you, you
are not abnormal. What causes us to feel this
way? We are going to look at, “Things In The
Way Of Jesus.” 

I. Our Tears (10-14) 
At this time most of the disciples were

heading home however, Mary was still there.
Now Mary was still crying because the person
that she loved so much had just died and now
the body was missing. I am sure she was filled
with every possible emotion and was over-
whelmed with her feelings. What can we learn
from this? Why did Mary go to the grave? She

went to the grave to see Jesus and obviously
Jesus wasn’t there. Now here is the problem.
She began to weep; she began to draw herself
into her own self-pity; and because of this she
ended up missing Jesus. Verse 14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You
see, she knew the promises of Jesus. She
heard him say that he would return and she saw
how he lived and what he could do and yet she
didn’t recognize him because of her own tears
and self-pity. Let’s not miss Him standing right
there beside us. Never let yourself get so
wrapped up in pity that you can’t focus on God. 

II. Our Direction (13-15) 
I can just picture Mary. Imagine Jesus is right

there with his resurrected body and He still
looks like himself but here is Mary, she looks
at him for a second and continues right on what
she was doing. Jesus asks her why she is cry-
ing and who she is looking for. Mary did not
know that the same person she was crying and
looking for was right there because she was
focusing on the wrong direction. What can we
learn from this?Sometimes we get ideas in our
head and some are good and some are not so
good. So, we begin to ask God to guide us. But
what happens is that if it is not the direction we

are focused on, or the answer that we expect,
we get discouraged and can’t see things prop-
erly. Mary was looking in one direction and her
mind was set upon that idea and because of this
she missed out seeing Jesus. We sometimes
get so caught up in what we want and we forget
who gives us our desires, we forget to ask His
permission. God answers all our prayers so it
might be that we are looking in the direction we
want and not His. When we face the wrong di-
rection we can’t see Jesus   

III. Our Pride (16) 
I can usually tell who someone is as soon as

I hear their voice. Now this is the interesting
part, Jesus had already spoken to Mary, but
Mary did not recognize His voice. Jesus then
called Mary by her name and it was then Mary
realized that this was not, the gardener, this was
her God. She responded very appropriate, as
she responded with Rabboni! She didn’t make
excuses as to why she didn’t recognize him.
Often in life we hang on to our pride and make
excuses for why we are the way we are. But
Mary recognized that she still had a lot to learn,
she swallowed her pride, and called Christ
Teacher.

What can we learn from this? We will never
be able to see Jesus when we act in pride, we
will never be able to see Jesus when we think
we know everything or that we have to make

something of our self. It is when we are willing
to surrender our pride and admit that we need
help and recognize Christ as our Teacher. That
is when we will be able to see Jesus. Let’s not
let things get in the way of Jesus. I heard a story
one time about a prankster who broke into a
large expensive department store and switched
all the price tags. Cheap items were priced at
thousands of dollars while expensive items
were priced at only a $1 or $2. This is exactly
what the Devil has done to confuse people and
I might add he has succeeded quite well! HE
HAS SWITCHED THE PRICE TAGS ON US!
We have placed high value on thing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what matters and some-
times we get so caught up on things and they
get in the way of what really matters, JESUS.
The worst forgetfulness of all is, to forget people!

One of the biggest lessons that we need to
learn is that God didn’t put us here for us! God
put us here for others! We must look out to
those around us and love them. What value
have we placed on our time? Is our iPad more
valuable to us than our brother or sister? Is our
home or car more valuable in our minds than
those around us? Has anyone suffered from
you because of how you have placed value on
things of this world? Let’s remember that Jesus
was all about people and look out and Love!

Do you have anything in the way of Jesus?

Things In The Way Of Jesus (John 20:10-17)

By Scott Radford

Recently I was talking with some coworkers
about why some Korean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learn English. This led us to the question of
which languages are the most difficult to learn.
Unfortunately, I don’t believe it is that easy to
determine because there are so many factors
that influence how difficult or easy a language
is to learn. For instance, Korean is supposedly
one of the most difficult languages for English
speakers to learn, along with Chinese, Arabic,
and Japanese. I have heard this claim many
times, and I know that is based on extensive
research by linguists, but I think this kind of
mindset can be very discouraging. 

All languages follow a set of complex rules,
but once we gain an understanding of those
rules, it is very possible to pick up the basics of
the language and begin conversing with people.
Now, my own Korean ability is not great, but
having studied it off and on during my time here,
I think that there are many reasons why Ko-
rean is not that difficult to learn. Here are my
top 3 reasons:

1) The Korean alphabet. Thanks to King
Sejong, Korean has one of the best writing
systems in the world, and it can be learned in a
matter of hours. There are a few complicated
rules, but far less than you might find in other
languages. This makes it very easy for learners
to begin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before
they know how to speak it. I have found that
this is essential to learning the proper pronun-
ciation of words and it is a great confidence
boost for new students.

2) Pronunciation. The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are very similar to those used in
English, so it is not difficult to pick up. Unlike
Arabic which has glottal sounds unfamiliar to
an English speaker, or the tonal sounds used in
Mandarin Chinese, Korean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are not that hard to adjust to. It just
takes practice, both in speaking and listening,
but with so much K-pop and so many great
Korean movies and dramas on TV, finding an
excuse to practice listening is never a problem.

3) Sentence structure and verb conjugation
(I know, those are two reasons). Because we
are used to making sentences using a S > V >
O structure, many English speakers find it hard
to use the Korean structure of S > O > V,
myself included. However, it doesn’t take long
to get used to the change, and once you be-
come familiar with the patterns of more com-
plex sentences, I find that it becomes quite
intuitive. As for verb conjugations, I have found
that in Korean they are very easy to under-
stand because the rules are not overly com-
plicated. True, there are some spelling
challenges with certain verbs, but even those
follow a set of rules that you can apply to other
verbs. Every time I learned a new verb stem,
the possibilities for conversation and writing
suddenly expanded so much that it was both
exciting and very encouraging. 

Personally, I find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learning Korean is simply remembering the
vocabulary, but that is completely due to lack
of practice. Whenever I take the time to study
regularly, it isn’t that hard to remember. Trying
to cram a hundred words into your brain in a
matter of hours is simply not going to cut it. You
need to study regularly, even if it is just for half
an hour each day. And the more vocabulary
you learn, the more you see the patterns and
similarities that exist, making it easier to learn
even faster, much like in English. The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each language presents
its own set of challenges, but if we are moti-
vated and we can find ways to enjoy the learn-
ing process, no language is ever too difficult.

Languages are Difficult

Have you ever asked yourself, where does the
time go?  Does it sometimes feel that life is just
moving too fast for you?  Then on other days,
time is moving too slow and you can’t wait to get
out of class.  Well, as we experience the beginning
of spring this year, I want to encourage you to
stop and reflect on your life right now.  At this
very moment, what are some of the things you
are experiencing, good or bad?  Also, think back
on your life and remember some of your most
precious memories.  Then ask yourself, what are
some memories in the future you want to make? 

If we don’t take a few moments to stop and re-
flect on our life, we could realize one day, “Wow,
how did I get so old?” or say to ourselves, “I don’t
even remember what made 2015 so special to
me.”  We should cherish every moment we are
given on this earth.  We are not promised im-
mortality here, and no matter how much organic
food you digest, or how much cosmetics you use
to stay young, we all have a final day.  How did
you spend your life?  How are you spending your
life now?  I know as students you are experi-
encing your freedom from parents for the first
time.  Some of you are trying to fit in with your
classmates in the same department as you.
However, are you making good choices when
experiencing certain things for the first time?
Let’s stop and reflect.

I heard that only three weeks ago a freshman
at a university in Daejeon passed away after
consuming too much alcohol at their department
MT.  This student was probably only doing what
many first year students around Korea were
doing, and that was trying to be accepted by their

peers.  It’s a shame that such a young life has been
wasted, and I’m sure it was never the intention.
But that fact remains that someone will not be
given the chance experience any more of what
life has to offer.  Why was this mentioned? I want
you to experience life; however, when doing so
please use better judgment.  Again, we’re not
promised immortality, so make your time here
count for something.  Let’s stop and reflect.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Thank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showed kindness to
a strang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ve
done something without wanting something in
return?  A colleague in the Liberal Arts Depart-
ment passed away last month; his name was Dr.
Peter Ernst Haubner.  He was the German pro-
fessor here, and a student of his stopped and re-
flected on his relationship with Peter and wanted
to say these words:

This is a memorial to my first foreign friend
Peter Haubner.

When I first saw him, we were just the pro-
fessor and the student, but as I kept taking his
class, a full year, I began to help him with trans-
lations. He called me a friend at that time.  My
heart filled with warmth, and it felt so good.
However, when I began this semester, I heard
about his passing. At first I felt so sad, and I
couldn't do anything that day. but now I have come
back to my normal self and I still think of him.
From his passing I learned that after growing up,
the people who are very close to me can pass
away at any moment. That life is too short and so
many hardships may come to us, but I will over-
come them one by one. And I will overcome this
sad news as well. It doesn't mean that I will forget
him but I will keep his memory alive every time I
think of him.  Rest in peace, Peter, wished to have
known you longer. Choe Hong

Let’s stop and reflect on our relationships.  Let’s
stop and reflect how blessed we are to be where
we are.  Let’s stop and reflect on the goals you
have set for your future.  Let’s all just take a mo-
ment and stop and reflect.  I can guarantee that
when you do you will have a smile plastered on
your face everytime.

Stop and Reflect

By Daniel Kilduff By Brandy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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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배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2. ①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자취생에게 추천하고싶은 나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공모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요리 과정과  완성품 사진을 함께 이메일로(ysrest@jj.ac.kr)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료도 지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Tip!! ※ ①에서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하여 배를 씻어주면 더 깨끗하게 씻겨요.
※ 완성된 생강 배차를 마실때는 뜨거운 물과 1:1로 섞어 마시면 좋아요.

환절기 목이 아플때는 생강배차와 함께!

4. ③의 배를 믹서기 또는 강판에 갈아주세요. 5. ④에 종이컵 기준 물 한 컵과 설탕을 넣
고, 끓여주세요.

6. ⑤에 생강을 넣어준 뒤, 20분 정도 약불
에서 끓여주세요.

7. 완성

목이 시원하게 뚫리는 생강배차!

3. ②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재료 <10회 분량>
- 배 두개 / 설탕 4 큰 술 / 말린 생강 조금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전라북도공무원

채용설명회

2016. 4. 15(금) 13:40 ~ 17:00

전라북도청 대공연장

공직가치관 특강 / 2016년도 채용계획설명
공무원 모의시험 / 직전 합격자와 만남(1:1멘토링) 등

일 시

장 소

주요프로그램

주 최

국제한식조리학교  

건강요리 건강밥상 서비스 교육
100세 시대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단 및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사계절 건강 음식을 직접 만들어본다.

■ 교육대상자 - 전주거주자 (전라북도 전주시민에 한함)                - 3인이상의 가구원
- 만25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1991년생~1951년생)

■ 모집기간  - 매월 5일 ~ 22일 상시모집 / 전주시 내의 동사무소 접수
※ 시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신 서비스신청자는 교육제공기관에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함.
※ 등록신청 : 바우처카드 및 신분증 제공기관 지참후, 카드소지자한에서 등록신청

※ 제공기관 : 국제한식문화재단 국제한식조리학교 행정부 ☎ 063-230-1663 

■ 교육기간  - 약 6개월 총 24회 (주 1회 120분 수업 / 월 4회)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6:30)

■ 교육프로그램 

월 회차
서비스 내용

이론 (30분) 실습 (90분)

5월

6월

7월

8월

※ 첫 달에 대한 보강으로 본 프로그램 일정이 병경될 수도 있음.

■ 수 강 료  - 국비지원 (60% ~ 90% / 자부담 있음), 소득분위 등급에 따라 적용

■ 문 의 처 - 신청서작성 및 접수 방법 : 전주시 내의 동사무소
- 서비스제공프로그램 및 교육문의 : 국제한식문화재단 국제한식조리학교

☎ (063)230-1663담당자 : 황지인 / E. ccik2012@hanmail.net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13회차
14회차
15회차
16회차
17회차
18회차
19회차
20회차
21회차
22회차
23회차
24회차

영양소의 이해
식생활 물레방아
질병과 영양 1
질병과 영양 2

현대 식생활의 문제점
영유아 식생활
어린이 식생활
청소년 식생활

가임기 여성 식생활
성인 식생활
어르신 식생활

임신 수유부 식생활
바른 식생활
친환경 농산물
음식 자원절약
안전한 먹거리

사물 연저육찜
된장 두부구이

구기자 진피 닭구이
버섯강정

리얼 토마토 파스타
배추 밀푀유 전골
월과채, 규아상
표고버섯 라비올리
유자화채, 딸기스틱
원소병, 호두단자

불고기 키슈
레몬 치즈케익

보리수단, 잡과단자
습조탕, 곶감쌈, 매작과
크림브륄레, 수플레
오리, 오렌지 피자

등급 (조건)
1등급(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
3등급(중위소득120% 초과 ~ 140%이하)

4등급(중위소득140% 초과 ~ 이상)

정부지원금
월 180,000원 (90%)
월 160,000원 (80%)
월 140,000원 (70%)
월 120,000원 (60%)

자부담 (실제 수강료)
월 20,000원 (10%)
월 40,000원 (20%)
월 60,000원 (30%)
월 80,000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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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독서문화사업을 운영해온 전주대 도서관이
이전 6주년을 맞아 3월 31일(목) 스타센터 광장에서 ‘JJ권장도서센터 및 스마트
도서관 오픈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도서관은 필독도서와 학과추천도서를 포함
한 1500여권의 책들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JJ권장도서센터
를 마련했다. 올해 신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관 출입 및 열람실의 좌석배
정, 시설물 예약, 희망도서 신청, 도서대출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도서관은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 및 주민들
과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도서관 상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대 도서관은 2011년 3월 신축한 스타센터로 이전하였으며, 다수의 타 대학
과 도서관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의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독서문화 사업을 운영
해왔다. 

_ 취재: 김하선, 박주경기자

▶도서관 열람실 수시고사 24시간 개방 날짜이다. 
참고해서 공부를 한다면 A+도 걱정 없을 것이다.

전주대 도서관 관계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에 비해 정작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번에 도서관이 스마트해진 계
기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스마트한 전주대 도서관
3월 31일(목) 스마트 도서관 오픈식 중 앱 체험

① 먼저 앱스토어에서‘전주대학교 도서관’을 검색하여 설치한 후 
전주대학교 도서관 앱을 실행한다. 가운데 있는 열람실 좌석현황을 누른다.

②‘좌석배정’을 누른다.
③ 내가 공부하게 될 열람실을 찾아 배정받기를 누른다.

전주대학교 도서관 이용방법

④ 내가 원하는 좌석을 선택한다.  
★회색표시는 사용 중인 좌석이다. 
회색 표시가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다른 좌석을 선택한다.

⑤ 예약완료

⑥ 마지막 확인내용만 잘 확인하고 누르면 조금 더 편리하게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미디어밸리 같은 
시설물 예약도 가능하다.

SUN MON TUES WED THURS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0 12 13 14 15 16

24시 개방
17 18 19 20 21 22 23

24시 개방
24 25 26 27 28 29 30

April <수시고사도서관24시간개방>

1 2 3

4 5 6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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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하계 학생 
해외봉사단원 모집

2016년 제 20기 하계 
월드프렌즈 PAS 청년봉사단 모집

1. 봉사활동 국가 및 기간

구 분                  파   견   기   간    파견국(도시) 봉사활동 장소

1차 2016.6.18.~6.28.(10박11일) 몽골(울란바토르) 68번학교
2차 2016.7.  2.~7.12.(10박11일) 몽골(울란바토르) 53번학교
3차 2016.7.16.~7.27.(11박12일) 캄보디아(프놈펜) 꼬마비전센터
4차 2016.7.30.~8.10.(11박12일) 캄보디아(프놈펜) 꼬마비전센터

2. 봉사활동 내용 : 봉사활동 및 문화탐방
- 봉사활동분야 : 교육, 심리정서, 문화예능, IT, 환경개선 등
- 문화탐방 : 게르(몽골 전통가옥) 체험, 앙코르와트(캄보디아) 

3. 참 가 비
- 재학생 : 1인당 600,000원(자부담을 제외한 일체 경비 지원)

4.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6. 3. 30.(수) ∼ 04. 22.(금) 17:00까지 
- 모집대상 :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2.5이상)
- 면접심사 : 2016. 04. 27.(수)~29.(금) 사회봉사센터(1차 서류심사통과자에 한함)
- 심사발표(개별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 2016. 05. 03(수). 오후 17:00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지도교수 추천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 접수 및 안내 : http://me2.do/x9pfX180 온라인 접수

5. 참여자 특전
- 사회봉사 학점인정(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1학점)
- 1365(자원봉사 인증관리) 봉사 시수 등록
- 현지 봉사활동 인증서 제공

6. 자격제한
-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직전학기 성적 2.5미만인 자

※ 참가자 선발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일정 추후 공지)
※ 문의 사항 : 사회봉사센터(스타센터 239호)  ☎ 063-220-4708~10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2016년 3월 21일(월) ~ 2016년 4월 18일(월)

★ 합격자발표: 4월 25일
나. 파견기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하계 방학 기간 중 3주간)
다. 파견국가: 네팔,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 주요사항: 첨부파일 참조

2. 신청안내
가. 신청: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사회봉사센터(스타센터 239호) 방문 제출

3. 기타문의사항
- 사회봉사센터(스타센터 239호) 방문 및 문의전화(220-4709)

※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