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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가 천잠벌에 터를 닦아 아버
지의 뜻에 따라 교육선교를 시작한지 52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지나간 52년을 냉철히 뒤돌아볼 때, 우리대학이 과연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불려질 만큼 그 사명을 다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실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육이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열매 하나 없는 교육은 아니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대학이 되길 간절히 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금년 우리대학에서는 채플과 성
경과목을 위해 지역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 학내의 기
독교 동아리 간사,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복음
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부디 옥토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잎이 나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서든지 쓰임 받는 귀한 학생들 되
게 하소서.

여기까지 52년 세월동안 학교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
로 기도한 많은 교직원, 재학생, 동문 그리고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학생을 가르치며 지도
하며 최선을 다한 교직원이 계십니다.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축복하
소서.

지방 사립대학의 역경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특별한 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일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래서 학생들은 ‘가고 싶어하는 대학’,  교수는‘그리
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대학’, 재학생은 ‘자존심
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대학’, 수만 동문은 ‘모교의
발전을 보고 기쁨을 함께 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훈교수 (의과학대학장)

52주년 개교기념 감사 기도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 힐링 타임]

전주대 간호학과(학과장 장혜
숙) 제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지난 4월 15일(금) 예술관 아트
홀에서 진행되었다. 정갈하게 단
장한 예비 간호사 후보생들이 단
상위에 차례로 올라 촛불에 점화
를 옮겨 붙인다. 자신의 몸을 태
워 주변을 밝히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 촛불점화는 이 선서식에서
중요한 의식이다. 지도교수의 지
도아래 촛불에 불을 밝힌 후보생
들은 오른손을 들고 아래의 선서
문을 선언한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
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
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
을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
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
겠습니다.”

질서 있게 자리한 총 56명의
선서생들의 선서 후에는 최원철
부총장은“국가의 재난 사태속
에서도 의연히 자신의 책임을 다
했던 의료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
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장 김종훈교수는 “가
장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간
호학과, 앞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_ 취재: 조혜민/ 보도: 편집부

전주대(총장 이호인) 탄소연구소(소장 김
홍건)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
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돼 ‘탄소 전기와이어 실용화’라는
주제로 향후 9년간 약 70억원을 지원받는
다고 밝혔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
원사업은 대학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
해 대학 및 지역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
구소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집단연구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중점연
구소지원사업의 선정에 따라 전주대 탄소

연구소는 탄소 방전와이어 공기청정기술,
탄소전자기와이어 실용화 기술, 탄소전열
와이어 전열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
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금
속와이어를 탄소전기와이어로 대체함으로
써 효율향상, 경량화, 성능향상 등을 꾀하
고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삼성전자 등 대기
업과 협력해 상용화 및 사업화를 목표로 연
구에 나선다. 전주대 탄소연구소 김홍건 소
장은 “이번 중점연구소 선정을 계기로 전
북 탄소산업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
에 더욱 체계화된 탄소전문 고급 신진 연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탄소산업의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전문 교수진(김홍건 교수, 임
애란 교수, 고상철 교수, 최충석 교수, 곽이
구 교수)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해 한 차
원 높은 탄소융복합연구에 매진해 탄소응
용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탄소분야의 R&D 뿐만아니라
탄소융합공학과,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등을 통해 학사에서 석사, 박사까지 탄소 전
문인력을 연간 60명 이상 배출하고 있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되길” 제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교52주년 맞는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교육부 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향후 9년간 약 70억원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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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김현철선생(정보통신지원실) 4/23(토) 12:50 전주 더케이웨딩홀

●교직원 경조사 ●  

한식조리학과(학과장 차진아)에서 세계
적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4월 14일에는 미국 캘
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더 마린 룸’의 총
괄 셰프 버나드 길라스(Bernard Guillas)
초청 특강을 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칼
럼니스트이자 요리연구가인 박준우 셰프
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박준우 셰프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
즌 1’의 준우승자로 '냉장고를 부탁해'에
서 셰프로 활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요
리프로그램인 '올리브쇼'의 진행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디저트숍이던 '
오쁘띠베르'에 이어 '오그랑베르'라는 이
름의 와인바를 열어 운영하면서 많은 사
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박준우 셰프는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요
리와 인생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칼럼니
스트' 라는 직업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
는 생각과 가치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
누며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준우 셰프는 “음식을 만
들기 위해선 스킬도 중요하지만 영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영감은 자신의 환
경과 오픈마인드로부터 나온다”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 외에도 관

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4월 14일에 있었던 초청강연의 강사로
초대된 버나드 길라스는 프랑스 출신으로
미 캘리포니아주 라호야비치에 위치한 파
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더 마린 룸을 비롯
해 3개의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셰
프이다. 길라스 셰프는 창의성과 상상력
넘치는 글로벌 요리를 선보이며 많은 호
평을 받고 있으며, 그가 저술한 ‘flying
pans’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요리책
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강에서 길라스 셰
프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근무했던 레스
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총괄 셰
프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ast Wast Ahi Tuna Cru와 마린
룸 스타일의 떡볶이 요리를 직접 요리하
며, 참여학생들에게 요리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길라스 셰프는 “오늘 특강
과 같이 요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후학

들과 더욱 나누길 원하며, 요리라는 것이
많은 문화를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하
나의 퀼트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요리계의 훌륭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

라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학생들 가운데에
서도 세계적인 쉐프가 탄생하길 기대해본
다.

‘다양한 지식 갖춰 요리의 신세계 열기를’
한식조리학과, 박준우 셰프, 버나드 길라스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
터(센터장 이존걸)가 28일 오후
4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도
내 청년만을 위한 토크콘서트 꿈
취락을 개최했다. 꿈취락은 ‘꿈
을 취하고 즐기다’라는 의미이
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전주
지청,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주관했다.  진로와 취업에 고민하
는 청년층을 위해 진행해 도내
청년층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
을 이뤘다. 첫 한국우주인 후보였
으며, (사)타이드인스티튜드의
대표인 고산씨가 대표 패널로 참
석해 ‘꿈’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
으며, (주)MBC커뮤니케이션즈
김정태 대표, 새전북신문 시사만
화가 정윤성 화백, 페이퍼코리아

(주) 김원주 차장과 참가학생 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고민을 해
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
은 “진로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패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존걸 센터장은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및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로설
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라
북도와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
으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 지
난해 10월 문을 열어 전북지역
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 취업 및 창업컨설팅등 다
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용미스매
치 해소, 고용정책 마련 등에 기
여하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토크 콘서트 ‘꿈취락’개최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소
강춘)은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와 연계해 문해 교육 프로그램
인 ‘한글문화교실’을 열고, 4월
12일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글문
화교실’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학
업을 이루지 못한 완주군 삼례지역
비문해 어르신들과 창작의 꿈을 이
루고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된다. 특히
한글과 글쓰기는 물론 매듭공예,
생활체육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하고자 했다. 또한, 삼례원
광어린이집(원장 사춘식)의 후원을

받아 현장학습(소풍), 한글캘리그
래피와 시화 전시 등을 실시해 어
르신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더
욱 폭넓은 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주대 국어문화
원(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어상담
기관)은 전라북도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언어 개선 및 청소년 언어순
화, 한글날 기념행사, 우리말 가꿈
이 동아리 활동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문화교실에 대한 문의사
항은 전주대 국어문화원(063-
220-3095~6)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한  한글문화교실
전주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
터(센터장 이존걸)는 4월 15일
부터 16일에 걸쳐 목포 신안비
치호텔에서 호남권역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호남
권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5개
대학(동신대, 목포대, 원광대, 전
남대, 전주대), 호남권역 고용센
터 4개 기관(광주, 목포, 익산, 전
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일자리경
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4
개 기관(광주, 전남, 전북, 제주창
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36명이

참석했다.
대학 및 유관기관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층 구직
자를 위한 진로 및 취(창)업
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폭넓은 취/창업지원 서비스
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상
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대학별 센터의
운영계획, 사례발표, 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

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전국 41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
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이동을 취업지원실

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호남
권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호
남권역별 고용센터, 지자체, 권
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기관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권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세미나

경기지도학과(학과장 최광근)는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브라질 태권도 국가대표팀
이 전주대를 방문해 전주대 태권도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브라질 국
가대표팀은 이창규 감독을 비롯한
코치 등 스탭진과 베리우동(리우
올림픽 -58kg급 출전), 루까스(팬
암게임 58kg급 출전), 이리스(리
우 올림픽 49kg 급 출전)가 참여
했으며,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전공
겨루기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꿈을 키워가는
한국 태권도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
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주대 선수들의 꿈이 이뤄지길 응
원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도학과
학과장 최광근 교수는 “학생들이
국가대표선수들의 만남을 통해 많
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음 시
합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
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것 같다”
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에게 감사를
표했다.

태권도선수단 국제적 활약
브라질 국가대표선수단과 공동 훈련

▲박준우 셰프 특강중 ▲버나드길라스 셰프 특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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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제1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소장급, 역사급 정상 등극
역사급 한창수 최우수선수상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18일 충북 증
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증평인
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에서
금2개,은1개, 동2개를 획득했다. 역사급
(110㎏ 이하) 한창수가 결승에서 전선협(동
아대)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으며, 최우수선
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또한 전주
대 소속 선수끼리 맞붙은 소장급(80㎏ 이하)

결승에서는 이상범이 동료인 오준영을 누르
고 우승을 차지했다. 용사급(95㎏ 이하) 김
기환과 장사급(150㎏ 이하) 서남근은 아쉽
게 3위를 차지했다. 2015 천하장사씨름대
축제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
승을 차지하며, 최강자의 면모를 보인 전주
대는 부상선수가 발생해 단체전에는 출전하
지 못했다.

안광열 前 회장, 레슬링 역사담은 국제대회 기념배지 기증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4월 21
일 이호인 총장과 안광열 前 전북
레슬링협회 회장, 유인탁 동문, 지
진산 現 전라북도 레슬링 협회 회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접견
실에서 안광열 회장이 55년 동안
모아온 국제대회 참가국 기념 배
지를 기증받았다. 안광열 회장이
기증한 기념 배지는 총 225점으
로 현역시절부터 사범 때까지
1961년부터 55년 동안 모아온
것이다. 전 세계 레슬링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의 레슬링 인생의 발
자취가 담긴 소중한 애장품이다.
특히 1964년 수집한 국제심판 배
지는 그가 처음 동경올림픽에서
국제심판으로 활약하며 가슴에 달
았던 것으로 가장 아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억이 남는 배지는 이
란 팔라비 황태자 결혼기념 배지
로 당시 이란 레슬링 관계자를 통
해 어렵게 수집한 것이다. 안광열
회장은 “평생 모아온 배지를 두
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

교에 기증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레슬링 후배들이 전 세계 배지
를 보며 올림픽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
선수에게는 기본에 충실한 성실함
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답례
인사에서 이호인 총장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귀한 기증품을 주
셔서 감사하다. 배지를 모아주신
열성에 못지않게 후학양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증식 후에는 유인
탁 금메달리스트가 체육부 후배들
을 위해 운동선수로서 갖춰야할
올바른 마음과 자세에 대한 특강
을 열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증자 안광열 회장은
1958년 전라북도 레슬링 초대사
범으로 세계레슬링연맹 심판위원
장 김익종, 빠테루 아저씨 김영준,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등 한국 레슬링 역사의 거목들을
배출하며 한국 레슬링 발전을 이
끌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국어문
화원연합회, 전라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국어문화
원이 주관하는 ‘2016 전라북
도 우리말 가꿈이’가 4월 22
일 전주대학교에서 여는마당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
다. 우리말 가꿈이는 국민의 바
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
과 고등학생들의 자율적인 동
아리 활동이다. 전라북도에서
는 지난해 우리말 가꿈이 1기
80명에 이어, 올해 다시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60여 명을

선발해 우리말 가꿈이 2기를 출
범했다. 

이번에 선발된 2016년 전라
북도 우리말 가꿈이들은 정기적
으로 도내 마루지에서 도민과 관
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가
치를 알리는 한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는 캠페
인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공공
언어 개선 ▲청소년 언어순화 ▲
지역어 활성화 ▲UCC 제작 ▲
한글디자인 제작 등 주제별로 다
양한 활동을 통해 바른 언어 사용
을 기반으로 한 상호 배려와 소통
의 문화를 마련해 갈 계획이다.

배려와 소통의 언어문화개선에 앞장설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 2기 출범 

2016년 하계 중국, 일본 자매대학 단기연수 선발 공고
2016학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자매대학과 연계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지원자격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휴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불가)
나. 직전학기 성적 및 전학년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다.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라. 상기 연수 중 동일 국가 연수를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도 참가가능(단, 정원 미달시 선발)
마.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미만인 자
바.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신청기간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16.04.18.(월) ~ 05.13(금)
나. 면접전형일 : 2016.05.16.(월) 면접시간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발표 : 2016.05.17.(화)                 라. 오리엔테이션 : 2016.06.10.(금) 온누리홀

1. 프로그램 개요

파견국가 파견대학 인원 파견기간 학점인정 총연수비(원) 장학금지원액(원)

일본 구루메대학 16명 16.7.13~25(2주) 2 자유
선택

1,8000,000 900,000

중국 남경신식공정대학 16명 16.6.20~7.8(3주) 2 1,8000,000 900,000

영어권(캐나다, 필리핀) 단기연수 파견 모집
우리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 해외 주요 자매대학과 연계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재학생을 선발, 파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프로그램 개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선발일정 등 : 붙임 -1. 공고문 참조

2. 파견 국가 및 대학 : 필리핀(라살대학교), 캐나다(세네카 칼리지)

3. 프로그램 안내자료 : 프로그램 안내자료 참조

※단기연수 파견 설명회 개최 안내 : 5월 9일 (월) 오후 5시, 6시(2회)  - 스타센터  온누리홀                                     

4. 신청서류 제출기한 :  ~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6시 까지 국제교류원 방문 접수                             

5. 연수 신청비 : 10만원

※신청비는 총 연수비에 포함되며 최종 선발 제외시 해당 학생에게 환불 예정임

(단, 최종 선발 후 중도 포기한 학생의 신청비는 환불하지 않음)

6. 관련 문의 : 국제교류원 (220-2319,2122)

교내 정기모의토익 시험
1. 목  적 : 정규 토익시험 대비 실전 감각 향상 및 수업 성취도 평가
2. 응시료 : 1회 3,500원 (시험지 및 듣기 음원 포함)
3. 일 정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testclinic.com/toeic/toeicb2b_2.jsp?gc_code=0405 접속 
→ 응시날짜 체크 → 학번 입력 → 신청하기 → 회원로그인 → 결제 → 신청완료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5.준비물 : 신분증, 연필, 지우개 ※환불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문의 및 접수처 : 학생회관 2층 어학상담실 ☎220-2885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4년제 대학 학군협약이 되어있는 1,2,3학년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
재정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본인 신용불량 시 가입 제한)

>> 지원방법 : 방법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 접속 → “지원서 작성” 클릭 → “군장학생”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완료시 수험번호 자동부여) → 서류제출

>> 지원일정  - 지원자 접수 : 2016. 5. 2(월) ~ 12(목)           - 1차 필기평가 / 합격자 발표 : 2016. 5. 28(토) / 6. 10(금)
- 1차 제출 서류 : 2016. 6. 27(월) ~ 7. 8(금)    

※ 지원서 1부, 서약서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자기소개서 4부(군 필자는 군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 2차 제출 서류 : 2016. 8. 29(월) ~ 9. 13(화)

※ 체력검정, 면접평가시 제출 (체력 및 면접평가는 8. 29(월) ~ 9. 23(화)) 중 본인에게 통보된 일자에 실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부, 
신원진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1부, 대학교 성적증명서(全 학기)1부,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가산점 증빙서류(사본제출가능)
(단, 수시입학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대신 고교생활기록부(고교내신성적 포함) 1부

>> 신체검사 : 2016. 9. 1(화) ~ 10. 13(목)                           >> 신원조회 : 2016. 9. 19(월) ~ 10. 2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 4(금)
>> 복무기간 - 학군장교 : 6년 4개월(의무복무 2년 4개월+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학사장교 : 7년(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전주대학교 학군단 (063)220-2472/4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육군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42-550-7144  /  육군 대표전화 : 1588-6953 (육군으로 오삼)
추가사항 : 학군단에서 필기평가 준비반 모집공고 예정(현수막 게시 예정)

구분 모집일정 모의토익 응시일 시험기간/장소

18:00-20:00
교수연구동

8층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05월02일(월) - 05월16일(월)

05월23일(월) - 05월30일(월)

08월29일(월) - 09월12일(월)

09월19일(월) - 09월30일(금)

10월24일(월) - 11월07일(월)

11월14일(월) - 11월25일(금)

05월19일(목)

06월02일(목)

09월22일(목)

10월06일(목)

11월10일(목)

12월0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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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읽어가는 성경이야기
<화가 최미정 작가와의 만남>

엠마오로 가는 길 (Via ad Emmaum)

<전주대학교 개교52주년 기념 작품>

5월 5일 우리대학 52주년을 맞아, 개교기념예배와 기념식이 5월 4일 오전에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여러 기념 행사와 우리대학을 위해 수
고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공로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개교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박물관 객원교수인 최미정작가의 그림 세로2미터, 폭7미터의 대작
‘엠마오로 가는길’ 미술작품 제막식이 함께 진행된다.  우리대학 신문사는 이 작품의 제막식에 앞서 6~7개월간 작품을 준비해온 최미정 작가를 미
리 만났다. 최 작가는 우리대학의 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기념관과 교회 등에도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

“
”

Q. 그동안 전시회를 가지신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시
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요즘은  한국을 근대화시킨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스
토리에 감명을 받아 그에 관한 작품들을 많이 집중하여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 "섬김"
전시회가 광주에서 있었고 함안 손양원 목사님 생가 기념
관에 나병인과 손양원 목사님 목회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
이 ‘만장’이라는 작품 등 6개 작품으로, 특별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Q. 보통 하나의 작품을 그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
나요?

A. 보통 ‘엠마오’ 정도의 큰 작품 하나를 그릴 때는
제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하겠지요. 하지만 이번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6개월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 집
중해서 작업 할 때는 작업실에서 주말도 없이 작업을 해
야 했습니다. 보통 5시간 이상 작업은 집중력이 떨어져
오래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도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Life by the Sprit)을 간절
히 기도하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
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Q. 예수님을 처음 만난 특별한 계기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저에게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학업을 위해 시작된
이민생활중의 일입니다. 이민을 가서 굉장히 외로웠습니
다. 하지만 그곳의 한인사회의 문화가 거의 교회중심입니
다. 그곳에서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고 한국 음식을 자유
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생활이 항상 저에게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에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Q. 그림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

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년이
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평생직업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림 작업이 나의 평생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굳
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저에게 예
정된 길이였던 것 같습니다.(웃음)

Q. 최 작가님은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
은 메시지가 있나요?

A.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전하는 고백적인 성화를 작
품화 하고 싶습니다. 시각적인 접근으로 말씀에 눈을 뜨
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 합니다. 

Q.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많은 작품을 그리셨잖아요.
각 작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지금까지 15차례의 성화 작품전을 진행했습
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보람 있게 (Scholarship, 과
Grant)를 받으며 졸업한 것이 감사해 첫 쏠로 전시를 막
달라 마리아 ( Mary Magdalene)전으로 시작한 것인데,
평생을 하게 하시네요 ,  이 첫  전시가 코스타 (해외 유
학생 선교집회)가 토론토에서 열려 그곳에서도  전시하게
된 것이 시작으로 이 고백 성화전이 계속됩니다.  
Q.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겹쳐있는데, 그림을 구상할 때 힘들진 않으신가
요?

A. ‘엠마오로 가는 길’ 작품을 보면 사실 몇 겹으로
덧칠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작 할 때 처음의 구상은 가슴
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머리와 붓을 쥔 손은 함
께 하지 못하는 고통도 오지요, 잠시 쉬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전달을 원하실까 하고 그
분의 마음을 읽으려고요 . 그 길 밖에는 제겐 대책이 없으
니까요 ?!   
<기자후기>

어릴때부터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것들을 좋아했지만 작
품을 직접 그리는 화가를 만나는 건 이번에 처음이였던
것 같다. 직접 찾아가 작가님을 만나고 작업중인작품과
작업실을 접할수있게 되어 영광이었다. 

_인터뷰,취재: 김승철기자

이스라엘 성지에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신 ‘Via Dolorosa’가 있다.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신의 길 14처’이다.  이 작품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
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7개 장면을 뽑아내 한 작품 안에서 여러 장면을 한 눈에 볼 수 있
게 그렸다.

누가복음 24장 (13~33)의 내용을 전체길이(2mx7m)에 총 7개 장면을 연출된  피
카레스크(picaresque)식으로 구성했다. 전체 스케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두 목
격자에 포커스를 맞추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실망과 슬픔
으로 낙심하여 세상속으로 돌아가는 감겨진 눈과,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극적인 전환점에 초점을 맞추웠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회개와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작품에 드러난 7개의 장면을 각각 살펴보자. 설명은 왼쪽면에서부터 시작한다.

①첫번째: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신 후 운명 하시더라. (누가복음

23:45~46)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심에
놀란다.
②두번째: 갈릴리에서 나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을 까맣게 모른 채 엠마

오 지역으로 상심과 실의에 빠져 서글픈 낙향의 길을 선택한 제자 두 사람의 걸음은 무
겁기만 하다.
③세번째: 과거의 익숙했던 현장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

서 말씀을 건네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모른 채 하소연하며 말씀을 듣는
다.
④네번째: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져 헤어지기 싫은 제자들은 주님을 저녁식사에 초대

한다.
⑤다섯번째: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성찬을 다시 베푸시니 그들의 눈은 밝아

진다.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며 놀라움으로
떨어야했다. 그러나 이미 언약(covenant)의 잔을 남기고 떠나신다.
⑥여섯번째: 회개의 통곡,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환희와 함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
⑦일곱번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변신하여 길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뛰

어간다. (초저녁이 지나 별들로 가득 찬 광야의 하늘이 그들의 발길을 반긴다.)

•작 가 - 최미정 •기 법 - 아크릴 •크 기 -200×700cm •제작연도 - 2016년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촬영:데이빗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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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오월은 설렘이 일렁이는 계절입니다.
주변의 초목은 푸르름이 짙어지고 따스
한 공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
의 마음을 두근거리게합니다. 또한 오
월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부모님
과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떠오
르곤 했는데, 늘 마음만 앞선 생각에 공
연스레 부끄러워집니다. 올해는 꼭 은
사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해봅
니다.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점
심식사 후 걸어본 전주대학교 교정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포근한 햇살과 꽃
향기로 넘쳐나고 활기찬 학생들의 분주
한 모습 속에서 엄청난 열정과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불과 몇달 전 전주대학교 신임 교원

이 되기 위한 나의 간곡한 기다림은 최
종합격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 감사의
인도를 받는 듯이 목요아침기도회에 참
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아침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
어 참으로 감사하였고 또한 아침에 듣
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분은 세상 모든 가르침의 처음
과 끝에 서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십
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바라본 재
단에 옆에 ‘익숙함에서 친숙함으로’

라는 말씀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품 같
은 포근함을 전해줍니다. 

이제 갓 두 달이 넘은 학교생활은 매
일 아침마다 캠퍼스에 펼쳐진 멋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자연의 손길에 아름다
움을 느끼면서 활짝 핀 꽃과 같이 반갑
게 웃어주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출근을 합니다. 이제는 제법 익
숙해진 나의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에
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른 시간에 벌써
연구실에 나오시는 선배교수님들과 행
복한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
다. 

수업 전에 연구실에서 조리복으로 갈
아 입으면서 종종 혼잣말로 웅얼거리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행복한
요리를 만들어야지” 하는 다짐으로 조
리실습실에 들어서면 셰프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보
는 학생들과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힘
이 솟아오릅니다. 아! 이순간이 너무도
행복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오월의 시작이지만 벌써 학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간에 감사드리며 푸르른 젊음의 향기
가 가득한 전주대 캠퍼스에서 보다 알
찬 남은 학기 향해 전진해보고자 합니
다. 아자아자~~

싱그러운 봄의 기색은 물러가고 정열적
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푸르른 5월은 1
년 중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
다.  한 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저런 생각이 들고 때론 다양한 활동
들로 인해 지칠 수 있다.
초등학생 시절 ‘5월은 푸르구나 어린

이는 자란다’ 라는 어린이날 노래를 흥얼
거리며 해맑게 살아왔던 우리가 요즘은 3
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집, 인
간관계 추가)를 넘어서 꿈, 희망 그리고 모
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 세대라는 신
조어가 생길 만큼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
버린 것이 있지 않을까?
살아오면서 한번쯤은 “당신은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인디언 명
언 중에 ‘친구란 나의 슬픔을 자신의 등
에 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아
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 2의 자신’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구는 모든 사람

들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다. 진
정한 친구는 친구의 허물과 상처를 알지만
그것을 소문내지 않고 그 아픔을 이해하
고, 공감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
야 한다. 나에겐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극적이었던 내가
을 가질수있었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을 힘을 내어 해낼 수 있었다. 친구들
과 함께 할 때의 힘은 참으로도 강하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땐 다른 한 사람이 일
으켜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 친
구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이다.
누군가 지쳐있을 무렵 혼자보다는 함께 했
을 때의 기쁨을 알 수 있다면 힘든 일 또한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에는 소중한 친
구가 있다. 그 친구와 ‘함께’ 달려보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힘든 시
간을 이겨내곤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교수칼럼

오월 향기 가득한 캠퍼스

도현욱 교수
(한식조리학과)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
고 있고, 본인의 장점이 더욱 커져가길 바라
며 삶을 영위해간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내
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라는 생
각을 하며 사는 것 또한 일반적인 모습일 것
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생기고, 조금 더 머리

가 좋고, 조금 더 재주가 많고, 조금 더 재산
이 많고, 조금 더 덕망이 높고, 조금 더 학식
이 깊고, 조금 더 지혜가 많기를 바란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는 장점이라 이야
기한다.

하지만 그런 장점을 갖고 태어났으면서도,
장점을 장점으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
으로 바꿔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삶의 현장
인 것이다. 좋은 인물로 좋게 행동하지 못하
고 인물값 하려다가 인물값 하지 못하고, 망
치는 이들이 그렇고, 
좋은 지능을 세상 깨우치는 일에 쓰지 못

하고, 엉뚱한 일을 도모하다가 인생을 그르
치는 사람 또한 그렇다. 

또 많은 재산을 좋은 곳에 쓰지 못하고, 노
름이나 나쁜 곳에 사용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이들이 그렇고, 귀한 재주를 좋은 기술 익히
는 데 쓰지 못하고, 잔재주만 부리며 살아가
는 이들이 그렇고, 좋은 학식을 남에게 유익
하게 쓰지 못하고, 남을 이용해 자신만을 위
한 것으로 사용하려다 명예를 더럽히는 이들
이 또한 그렇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 성공하지 못하
고 오히려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장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무조건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이다. 

장점은 갖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것이 더욱 힘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점은 조그마한 실수에도 잃기
쉽고, 짧은 유통기한과 변질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업에 열정을 다하는 어느 식당
주인이 얼마 전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 귀에
맴돈다. “음식은 정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육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도 요즘 ‘정직

한 요리’라는 개념을 장착하고 살아가는데,
지적 양식을 나누는 우리가 신뢰와 정직이라
는 자랑을 장착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일반
인보다도 못한 교육자가 되고 말 것이다.

나의 약점은 곧 나의 단점이며 이것을 해
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일 것이다.

‘나의 연약함과 단점을 찾아 스스로 고백
하는 것! ’이것이 확대되면 내가 속한 공동
체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건강한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그리스
도의 능력이 내안에 머물게 될 것(고후
12:9)”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정으
로 자랑할 것을 찾아내야할 것이다. 

연약함을 딛고  

친구와‘함께’달려볼까요?

희망칼럼

박주경 기자
(전주대학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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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의 선교가 진행된 과정은 이러
하다. 미국남장로교에서 파송 된 7인의
선교 선발대가 1892년 11월 한국에 도
착하였다. 레이놀즈(Reynolds)는 도착
직후인 12월에 마펫(Moffett)선교사와
함께 서울을 출발하여 육로로 공주와 전
주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선교사들의
첫 번째 호남지역 답사이다.

그리고 1개월 후인 1893년 1월 서울
에 서  장 로 교  공 의 회 (Presbyterian
Council)가 발족되었다. 본 회의에서 호
남지역을 미국남장로교 선교팀의 선교
지역으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근거로
선교지역 조사를 위해 전킨(Junkin)과 테
이트(Tate)가 1893년 9월 말을 타고 육
로로 전주를 방문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테이트 혼자 전주를 방문하여 1893년
초에 선교사들이 거처할 집을 구입하도
록 내려 보낸 기독교인조사 정해원을 만
났고 그가 구입한 집에서 2개월 동안 머
물면서 전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장로교 공의회는 1894년 2월에 개최
된 두 번째 연례회에서 테이트와 그의 여
동생 마티 테이트를 전주에 거주하도록
하고 가을에 상설 선교부(Station) 개설
을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테이트 남매
는 그해 3월 19일 서울을 출발하였고 전
주에서 6주간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중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서울로 철수하
였다. 이들은 동학혁명이 끝난 후인
1895년에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공식적인 전주 선교부 발족
(Chonju Station opened)은 이 시점으
로 보고 있다.

한편 레이놀즈와 드류(Dr. Drew)는
1894년 3월에 인천에서 배편으로 군산
도착을 시작으로 전주, 목포, 순천 등지
로 답사 여행을 하였다. 답사 여행 이후
1896년에 군산 선교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 조지 톰슨 브라운의 『Mis-
sion to Korea』에 보면, 군산선교부는
‘전주에 이어 두 번째 선교부(The
mission had decided to open it’s
second station at the village of Kun-
san)‘로 기록 되고 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The call of
Korea』에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들
의 첫 번째 선교부를 전주에 세웠고 이후
군산, 목포, 광주에 선교부를 세웠다고 밝

히고 있다.  (- and within a few years
established their first station at
Chunju(전주의 당시 영문  표기) -
Chunju was opened in 1896) - Since
then, they have organized station at
Kunsan, Mokpo, and Quangju - )
레이놀즈와 드류가 전년도인 1894년

에도 군산에 왔었지만 그때는 답사를 위
해 잠시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전
킨과 드류가 함께 군산에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 선교활동을 펴기 위함
이었다. 이들은 1895년 3월에 인천항에
서 군산으로 출발하였다. 보통은 4일 정
도면 도착되는데, 비와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11일이나 걸렸다. 금강 입구에 도
착한 전킨과 드류는 몇 주 동안 군산과 인
근 지역에서 복음과 의료선교를 실시하
였다. 전킨이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전도가 끝난
후 에는 드류가 환자를 치료해주었다. 1
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산지
역 주민들과의 첫 만남은 매우 성공적이
었다. 
군산에서 짧은 기간 선교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전킨과 드류는 그해 가을
에 다시 내려와 선창가 수덕산 아래(현금
동)에 집 두 채를 구입하고 한 채는 전킨
이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군산교회 시작이다. 그리고 다른 한 채는
드류가 진료소로 사용하였다. 다음해
1896년 가족들과 함께 전킨은 2월에 그
리고 드류 가족은 4월에 다시 군산에 내
려와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7인의 선발대 일원인 리니 데이
비스가 와서 여성들과 어린이들 선교를
담당하였고, 불(Bull) 선교사, 엘비 선교
사 등이 부임하여 군산 지역 선교에 박차
를 가하였다.  

그런데, 군산 선교선교부에 변동이 있
었다. 이유는 군산교회와 진료소가 위치
한 선창가가 낮은 지역이고 바다와 인접
해 있어서 풍랑과 해일 등 피해가 많았다
는 것이고 또 하나 군산항 개항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는 바람에 선창
가 일원을 일본인들이 장악하는 등 지역
사회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던 점이다. 이
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군산선교부는 궁
말(지금의 구암동)로 이전하였고  구암교
회를 설립하였다. 이 때 군산교회 교인들
이 구암교회로 출석하였다. 

산을 낀 땅을 구입하고 구암리로 옮긴
군산선교부는 구암 선교동산에 교회, 병
원, 학교 등 대규모의 복합 선교 단지를
조성하였다. 이곳에서 드류선교사에 의
해 1896년에 설립된 군산예수병원은 호
남 최초의 병원이다. 드류선교사는 병원
뿐 만 아니라 황포돛단배를 구입하여 의
료선을 만들고 금강 포구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또한 전킨은 군산영명학교와 멜볼딘 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심
혈을 기울였다. 구암의 군산선교부는 구
암동 일대를 변화시키며한 한동안 발전
하였다. 이는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에 전
념한 전킨과 드류의 정신이 일궈낸 결과
이다. 실제로 두 선교사 모두 군산에서 병
을 얻었는데, 이 때문에 전킨은 한국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드류는 건강 악화로
귀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오지 못하였다.

한편 군산선교부가 구암으로 이전하자
남아 있던 군산교회 교인들은 해리슨, 어
아력 선교사를 위시하여 최흥서 조사, 홍
종익 등이 힘을 합쳐1904년 3월 구복동

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에 구암교회
로 나갔던 일부 교인들이 합류하여
1906년 개복동에 교회를 신축하고 개복
동교회(후일 개복교회)라 칭하게 되었다.
朝鮮예수敎 長老會 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1905年 群山府 開福洞敎會가 成立

하다. 先示에 宣敎師 全緯廉과 醫師 柳大
模가 本處에 住宅을 定하고 福音으로 宣
傳하며 醫藥으로 施濟하야 信者를 得함
으로 全緯廉 私邸에서 集會 하난 중 金蓬
來, 宋永道 二人이 湖南에 最先 受洗者가
되니라. 其後에 宣敎師 스테슨會 位置를
沃溝 九巖으로 移轉케 됨으로 若干의 信
徒는 溝巖으로 往來하며 禮拜하고 或은
他處로 移居하니라. 其後에 宣敎師 魚亞
力이 助師 崔興瑞로 群山에 傳道케 함으
로 信者를 얻어 九福洞에 處所를 設立하
고 會集하는 中 崔興瑞는 傳道 賣書가 되
야 全務하얏고 其後에 開福洞 南便山에
十二間禮拜堂을 新築하고 數十信者가 禮
拜함으로 敎會가 完成되야 漸次 發展되
난 中 裵京元, 洪鍾翊, 李春善, 梁錫柱, 李
鎬成, 南弼, 金明後, 金斗鉉, 陣雲玉, 洪仁
元등이 熱誠 協同하야 多大한 效果를 있
었고 陣雲玉이 助師로 視務하니라.

아무튼 군산의 모교회는 개복교회와
구암교회라 말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
근 익산, 대야 등지에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기술하고자 한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6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군산선교부

▲ 군산선교 개척자들 
-레이놀즈, 드류, 전킨(좌로부터)

▲ 전킨의 집, 예배 처소(군산교회 시작) 

▲ 1895년경의 수덕산 전경)

▲ 그림으로 남아 있는 구암 선교동산

▲ 의료선교사 드류가 구입하여 사용한 의료선
(일명 황포 돛단배)

▲ 군산 개복교회 전경

▲ 현재의 구암교회

▲ 군산 개복교회 전경
▲ 진료소로 사용한 드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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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1.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하또니 : 어벤져스도 어쩔 수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
에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지만 캡틴과 아이언맨의 모
습을 통해 진정한 팀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바람직한
자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반면 아쉬운
점은 어벤져스끼리 싸우니, 그들의 영웅적 이미지가 가
려져 아쉬웠다.

철우 : 영화에서 윈터솔져와 캡틴의 관계를 보면서
친구와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어서 좋았고, 처음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내용이 나오지 못한게 아쉽다.

2. 영화 관람 중 가장 인상 깊은 
대사나 장면은?

하또니 : 블랙팬서(왕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
든 원수를 용서한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다. 복수심 때
문에 악행이 악행을 낳고 결국 어벤져스마저 분열이 일

어났었다. 하지만 블랙팬서는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용
서를 했다. 용서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음을 알기에
뭉클했고 깨달음이 많았던 장면이었다.

철우 : 영화의 중간에 캡틴이 샤론에게 했던 대사 중
“세상이 옳은 일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모두가 네게
비키라고 해도, 나무처럼 단단히 서서 눈을 똑바로 응
시하고 비키라고 말하렴.”이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녀 : 토니에게 버키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캡틴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믿어주는 친구의 마음이 느껴졌다.

우기 :캡틴이 페기의 조카(페기 카터)와 키스신 장면
이 지나간 후 풍뎅이 차안에서 버키(윈터솔저)와 샘(팔
콘)이 씨익하고 웃던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3. 캡틴 VS 아이언맨, 
당신이 생각하는 승자는?

하또니 :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을 각자의 방법으
로 지켜내려 했지만, 나는 감히 캡틴이라고 말하고 싶
다. 왜냐하면 아이언맨은 어벤져스의 명예와 인류를 지
키려했지만 캡틴은 어벤져스 명예와 인류는 물론 그 안
에서 자신의 친구(버키)까지 함께 구하려했기 때문이
다. 아이언맨은 어벤져스와 인류를 위해서는 버키의 희
생 따위는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캡틴은 버키를
놓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다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혼자라도 싸우려고 했다. 결국 승부를 떠나서 캡틴의
한사람 희생조차 허락할 수 없는 마음가짐 을 가진 캡
틴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철우 : 캡틴이다. 싸움으로만 볼 때에는 아이언맨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장면의 캡틴의 편지를 보
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을 친구(동료)로 생각
하고 아이언맨이 캡틴과 그의 동료들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말에서 나는 캡틴의 승리라고 생
각한다.

<켑틴 아메리카 : 시빌워>

1.남부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장미·국화·튤립과 함께 세계 4대 절화로 취급한다. 
미국의 한 여성에 의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이 꽃의 이름은?

2.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 활동이 중첩된 지역인 환태평양조산대를 칭하는 말이다. 
"○○○○"는 지각을 덮는 여러 판들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에 있어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3.알록달록한 옷을 이비고 논다는 말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
4.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고 수도는 트리폴리이며, 현재 정부와 이슬람세력 간에 내전으
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5.기독교 박해 국가 1위의 나라는?
6.최근 1884년 팀 창단 후 132년만에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축구팀의
이름은?
7.전주대 푸드코트에 새롭게 들어선 이 도시락 전문점의 이름은?
8.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리즈이며, 내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9.‘인스턴트’(instant)와‘텔레그램’(telegram) 더해진 단어이며,‘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출시된 이 앱의 이름은?

10.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엄하게 다루고, 
어머니는 자식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을 이르는 말은?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학 생

고

평 령 엘

낙 화 유 수 르

사 관 패

치 회 닝

차

리 근 주 자 적

토

아 폴 로 신 드 롬

스 마 트 도 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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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자 브 릴 정 낚 법 청 운 시 엄

호 방 구 리 비 아 대 D 렴 무 사 부

반 정 고 구 더 업 소 성 렘 염 장 자

이 의 제 충 탄 성 수 그 가 당 북 모

불 부 지 부 레 삼 타 조 A 랴 한 비

상 자 박 희 크 스 C 인 바 찬 명 조

다 F 합 생 인 F 터 전 을 안 영 혜

카 김 삼 보 더 큰 도 시 락 재 송 나

페 네 자 최 빌 스 타 빌 티 기 만 부

F 서 이 불 구 시 맛 워 정 F 퍼 모

C 대 영 션 C 기 출 드 원 삭 C 즐

마 침 화 잼 패 스 세 와 우 이 제 끝

 <849호 정답자>

1.정미영(사회복지학과)  2.이주향(역사문화콘텐츠학과)  

3.이유승(가정교육과)       4.강승혁(역사문화콘텐츠학과)

5.이지헌(사회복지학과)  6.강세희(역사문화콘텐츠학과) 

7.한영준(경배와찬양학과) 8.김용현(역사문화콘텐츠학과)

9.김미소 (중국어중국학과) 10.정영주(역사문화콘텐츠학과)

· 장르 : 액션, SF, 스릴러
· 감독 : 안소니 루소, 조 루소  
· 12세 관람가
· 미국 · 147분  
· 2016년 4월 27일 개봉

- 줄거리 -
거대한 재앙을 일으킬 물약 무기를 가져간 놈들에

게서 물약을 빼앗는 동안, 한 나라의 지역은 전쟁터
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게 된다. 이
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는 어벤져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진다. 그들에 대한 불신과 공포만이 남

게 되어 정부는 어벤져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
템인 일명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내놓는다. 어벤
져스 내부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찬성파(팀 아
이언맨)와 이전처럼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인
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파(팀 캡틴)로 나뉘어 대
립하기 시작한다. 또 윈터솔져가 주술로 인해 구제
불능이 되어 사람들을 해치는 가운데, 티찰라의 아
버지의 UN연설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 이에 티
찰라는 윈터솔저의 범행으로 생각하고 복수하려 한
다. 윈터솔저를 보호하려는 캡틴과 어벤져스 멤버들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데 과연 테러범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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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의 유래와 의미>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자는 뜻을 가지고 의미하고 있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미덕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변경되었다.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어버이날’로 지정해 자녀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이나 편지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꽃들도 많지만 어버이날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달게 된 이유는 약 100여년 전에 유독 어머니와 사이가 좋던 소녀의 어머니가 돌
아가신 후 산소 주변에 어머니가 살아 생전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고 그리운 마음에 본인 가슴에는 흰 카네이션을 달고 결국 1904년 시애
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희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고 한다.                                                                                                                - 취재, 보도: 조혜민, 박영은 기자 -

다른 나라의 어버이날 

미국은 Mother's Day와 Father's Day로 구분하여 기념하며 '어머니 날
'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되었다
고 한다.
이날은 온 가족이 어머니를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고 하루 동안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분담한다. 보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을 선물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한다. 그리고 어
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흰 카네

이션을 자신 가슴에 달고 집회나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고 한다.

중국은 '어머니 날'을 무친지에(母親),  '어버이날'을 푸친지에(父母)라 하
여 구분하여 기념한다고 한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주 일요일, '아버지
날'은 6월 셋째주 일요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어머니 날은 카네이션 또는 원추리 꽃과 작은 선물을 전하고 가족이 모
두 모여 식사를 한 후 남편과 아이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한
다. 
아버지 날에는 카네이션이 아닌 장미 또는 덴드라븀과 넥타이 등의 작은

선물을 주어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아버지보다 먼저일어나 아침을 먼저 만들어드림으로 존경을 나타
내기도 한다.

영국은 미국과 같이 Mother's Day와 Father's Day로 구분하여 기념하
며
‘어머니 날’은 사순절(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고난을 기리
기 위한 40일간의 절기)의 
네 번째 일요일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되었다고 한
다.

영국은 이날 손수 쓴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이나 노란 수선화 꽃을 주며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 그
리고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를 바치기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한다.

대학생으로서 효에 대한 고사성어 한두개쯤은 알아두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孝)” 문화와 관련된 고사성어 유래

▶ 반의지희(斑衣之戱) : 알록달록한 옷을 이비고 논다는 말로, 어버이에게 효
도하는 것을 뜻한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노(魯)나라에 노래자(老萊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
다. 그의 나이 70의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정성껏 보살피는 아
들의 효성 때문인지 그때까지 정정하게 살아 계셨다.
노래자는 항상 어린 아이들처럼 알록달록한 문양이 있는 옷을 입고 천진난만
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 그의 재롱에 부모님들 역시
자신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노래자 역시 나이 많은 부모님 앞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

고 부모님의 식사는 손수 갖다 드렸으며,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마루에서 엎드
려 있었다. 이것은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낸 것이다. 

초(楚)나라 왕실이 혼라나에 빠졌을 때, 노래자는 몽산(蒙山) 남쪽에 숨어
밭을 갈아 생활하며 저술 작업을 했다. 이때부터 노래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이다.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듯이,
자식 또한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모신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
는 사람들은 노래자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한 데서 적
지 않은 감화를 받았을 것이다.

▶ 풍수지탄(風樹之嘆) :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란 말로, 효도를 다 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
[나무는 조용하고자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수욕정이풍부
지(樹欲靜而風不止)에서 타온 말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효도하지 않으면 뒤
에 한탄하게 된다는 말이다.
공자가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고 있을 때였다. 그날

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공자의 귀에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곡성의 장본인은 고어(皐魚)라는 사람이었
다. 공자가 우는 까닭을 물어보았다. 울음을 그친 고어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한답시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가보니 부모는 이미 세

상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저의 경륜을 받아들이려는 군주를 어디에서도 만나
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
진 것입니다." 고어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리 바람이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

지 않습니다(樹欲靜而風不止).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
까지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子欲養而親不待).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뵙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 서서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고어의 말이 끝나자 공자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명

심해 두어라. 훈계로 삼을 만하지  않은가" 이날 충격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
은 공자 제자 중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섬긴 사람이 열세명이나 되었다.

탈무드에서는 효(孝)를 어떻게 이야기 할까?
고대 이스라엘의 두마라는 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금화 6천 개의 가치에 해당하는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사원의 장식품으로 쓰기 위해 금화 6천 개를 가지고 그 집으
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남자의 아버지가 그 다이아
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은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팔지 못하겠습니
다.”
큰 돈벌이가 있는데도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한 아버지는 열 자식이라도 기를 수 있지만, 열 자식은 한 아버지도 제대로 보
살펴 드릴 수가 없다.

- 탈무드 中 ‘진정한 효도’ -

어버이날 효도쿠폰

외식하긴 돈 아깝고
밥하긴 귀찮을 때 

1일 요리사 사용권

          년    월    일  (인)

요리 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대화가 필요할 때 
말동무가 되어 드릴게요.

          년    월    일  (인)

차한잔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무슨 말이든 
듣겠지 말입니다.

          년    월    일  (인)

only순종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오늘은 손에 제가 
물 묻히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설거지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젖 먹던 남은 힘
여기다 쓰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안마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빨래 저도
할 줄 아는데...

          년    월    일  (인)

빨래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흰머리 뽑지 마세요. 
이제 감추세요!

          년    월    일  (인)

염색쿠폰

어버이날 효도쿠폰

오늘은 
제가 로봇청소기

          년    월    일  (인)

청소쿠폰

우리는 너희만 있으면 된단다.

♥쿠폰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번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가
요?  선물을 드리기에 너무 부담되고 편지만 쓰기에
는 죄송할 때!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효도쿠폰 한
번 사용해 보세요.

어른공경
요새 들어 보도매체에서 패륜아 관련의 뉴스와 기사가 많이 들려온다.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최근에도 이러이러한 사건도 일어났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다시 한 번 어른 공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을 정리하고 공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일깨워 보면 좋을 듯 하다.

공경은 겸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첫째, 어른들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공경이다. 말이 조금 어렵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공경받기 위해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이다.
어른이라는 집단을 공경하는 사회질서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공경받게
만들어준다.

공짜 점심은 없다. 나의 쾌락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다.

둘째, 실제로도 어른들은 공경 받을 만 하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의무나 상황에 의해 하게 된 사람은 느껴보았을 것이다.
인내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의무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너희 어머니를 보아라.
너를 위해 얼마나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공경할 만 하다.

셋째, 사랑이다.
누구든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른들이 자신의 쾌락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어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 희생할 수 없을 텐데..."

이러한 자신의 주변 어른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과 동년배인 사람에게 감성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리 엄마 같네" or "할머니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0대 남녀에게는 공경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공경이란 행동은 나에게 진실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남들이 공경하라는 사회질서 혹은 교육에 의해 공경을 행
한다.
공경에 대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냐 라고 하는 사람
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출처] 어른에 대한 공경|작성자 표류자

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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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켈러(Helen Keller)는
미국 앨라배마 주에 있는 투스
컴비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19개월 성홍열이라는 열
병을 앓아 위장과 뇌에 심한
출혈이 생겼다. 병은 곧 치료
되었지만 그 결과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며 말하지 못
하게 되었다. 

▼ 삼중고를 겪고 있던 그녀
는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주
변의 세계를 아름답게 감지하
는 방법을 가르치는 설리번 선
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런
그녀가 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아주 감동적인
글이다. “첫째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그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그들
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
게 인간 생활의 심오한 이치를
발견케 해준 책을 눈으로 읽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시원한 숲
속을 거닐면서 자연세계의 아
름다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색깔의 저녁노을을 보
겠습니다... 둘째 날, 나는 새
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
는 감격적인 순간을 보고 싶습
니다. 그 다음 들를 곳은 미술
관입니다.. 촉감으로 느꼈던
것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나는 다시 한 번 해뜨는 광
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가
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빈민
가, 공장, 아이들이 뛰노는 놀
이터에도 가보겠습니다... 내
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면
서 한없이 웃는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
록 간직하고 싶습니다.”그녀
는 또 다른 글에서 “내게 단
한번 볼 수 있고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리번 선
생님 얼굴을 보고 ‘감사합니
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 고백하고 있다.

▼ 켈러의 소원은 모두 우리
가 매일 누리고 있는 소박한
것들이다. 책을 읽고, 친구를
보고, 연극과 영화를 감상하는
것 등이 보통 사람에게는 특별
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
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께서 생명의 길
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
리로다”(행2:2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중 하나는 바로‘믿음’이라는
단 어 이 다 . 믿음 의  사전적  의 미
는:1.belief, confidence, trust, faith 2.

3.신뢰도, 확신도로 표현되는 믿음의
정도는 「참」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
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8장을 보
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
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
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초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데 우선 백부장은 민족을 초월하였습니
다.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에
게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왔습니다. 같은
로마인 의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
입니다. 또한 신분을 초월하였습니다. 로
마 군대조직에서 100명을 거느린 사람
인 백부장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명
령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지만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하인을
위해 친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공을 초월하였습니다. 병든 하인의 처
소를 방문하려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
시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고 계
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성취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14장에서도 같은 상
황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
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를 기억하리라’라고 칭찬하십니다. 나
드향의 생성과정과 당시의 가치를 생각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여인은 1
년치 품삯에 견줄만한 옥합을 깨는 결정
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초월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월등히
초월하는 값진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
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의 초월하는 믿
음은 자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
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필요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타인들의 비난 앞에
서도 그것을 초월해 더 값진 것을 선택하
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의 순서
를 초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일, 급한 일을 먼저 처리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람들이 요구하
는 급한 일 보다 좋은 일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인
에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기에 ‘복
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그녀를 기억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
역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주님께 기억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영
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많
은 필요가 있고 빨리 처리하고 싶은 급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기억하시
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
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
(마8:8-10)

진리의 샘

강용일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A.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선지자, 사도들,
의사, 세리, 왕 등 아주 다양합니다. 성
경은 분명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의 손을 빌어 썼지만 성령님(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였다는 것
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

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
데도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바
로 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감
동이 임해야만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런 면에
서 보면 성경은 다른 책과 분명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여 명이 약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
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
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본을
발견하여 서로 대조해 보니 서로가 일
맥상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
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한 책임
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게 되
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
활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
리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
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과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
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기록된
성경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대
하고 읽어야합니다. 지금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
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인간이 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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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대학의 존재 이유, 전주대가 답하다. 

미션 전주대학교가 기독 대학의 존재 이
유에 대해 답했다. 전주대는 채플을 통해 지
역교회·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신입생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대 학원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 온 이진호 목사(전주
동현교회, 전주대 객원교수)는 수년간 소그
룹 채플을 통해 지역 교회와 전주대, 선교단

체 등 3개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켜 나가
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소그룹채플은 학생
들 7~8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교회 목
회자와 선교단체 가사가 리더가 돼 별도의
기도처소에서 1학기를 함께한다. 이진호
목사는 “학생들에게 곧바로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주정도 친밀한 관
계형성의 시간을 먼저 갖는다. 나름대로 아
우팅도 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며, 인
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3주
의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
어주며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 이 소그룹 채플의 특징이며 필수다. 소
그룹 채플의 특징 가운데 또하나는 중간고
사 전까지 반드시 MT를 필수로 갖는다. 이
엠티를 통해 리더 교회와 선교단체 청년들
도 합류해 학생들과 친분을 맺는다. 그리고
소통의 관계 속에서 단체나 교회에 초청하

며 정착을 시도한다. 이진호 목사는 “이
사역을 위해 지역의 온누리교회(정용비 목
사), 기쁨넘치는교회(김영주 목사), 등 목회
자 40여명과 선교단체 간사 10여명이 현
재 연합해 이들을 섬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 전북학원복음화렵의회 사무총장 김종홍
목사(전주온누리교회)는 “전주대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0명씩
4회에 걸쳐 연합성품채플을 진행하고 있
다. 무엇보다 이 사역을 위해 지역교회 목
회자 40여명, 선교단체 간사 10여명, 지역
교회 선교단체 청년 및 성도들 100여명이
연합해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
고 감동의 기쁨을 전했다. 

- 전북기독일보 2016년 4월 21일자
제772호 내용 중 발췌

♥전주대를 위한 중보기도 
‘목요아침기도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 장소 : 전주대학교회

♥개교 52주년 기념예배

- 일시 : 5월 4일(수) 
오전10시30분JJ아트홀     

- 설교 : 홍정길 이사장
- 특송 : 교수선교회 

(※이후 기념식 순서있음)

♥교직원,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부서의 동료나 학생 중에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면 
선교지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DFC 는 『Disciple for Christ』, “예
수 그리스도의 제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FC 를 “제자들 선교회” 라
고도 칭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
자 되는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DFC의 꿈과 소망은 제자로써 단련되어
지고 제자로써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
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어는 “하나되어! 더불어!! 땅
끝까지!!!(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로써의 표어가 아니
라,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표어에
감춰진 의미를 하나하나 꺼내 보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되어!
‘하나 된다.’ 는 것은 어쩌면 매우 쉬

운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동질성의 목적을
가지고 뭉치는 것 또한 ‘하나 된다.’라
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DFC에서 하나 됨이란, 좀 더 특별한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에서
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네 이웃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주변 지체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청 어렵
지만,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
다. 이것은 곧 말씀이 삶으로 살아지는 것
이지요.
2. 더불어!!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
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
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체를 품을 수 있
다면, 그 지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
의 허물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댓가 없이 채워주
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DFC의 마
음입니다. 초교파적으로 모든 지역교회와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3.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땅끝까
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서로를 이
해하고 마음으로 품으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모여 있는 집합체, 공동체가 아니
라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예수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DFC 가족공동체라고 부
릅니다.
DFC는 가족공동체입니다. 그래서
DFC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
습니다. 기독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
족적인 사랑의 모습에 즐겁고 좋아서 함께
있다가 자연스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
고, 제자의 삶을 사모하게 되어 제자 낳는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했던 대학생
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가는 법들을
배우며 헌신과 사랑의 수고의 모습으로 자

연스럽게 변화되어져가는 인격적인 성장
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DFC
에서 생활하다보면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실력을 갖
추고 미래를 향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
록 개인의 성장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예
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아자! 아자! 파이팅!!! ”

기독교 동아리 DFC를 소개합니다

“전주대의 부흥을 통해 지역과 민족부흥을 꿈꿔”제2회 전주대 학원복음화 사역을 위한 연합집회

제 2회 전주대학교 학원복음화 사역을 위
한 연합집회가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전주대 대학교회에서 열렸다. 전주대학교(총
장 이호인)는 지난 2월15-16일 양일간 가평
생명의 빛 교회에서 기초성경과목 담당교수
(교수, 학원복음화협회 선교단체 담당자, 지역
교회 목사) 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진 워크샵을
통해 학원복음화를 향한 성령의 강력한 감동
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학생의 70%에 해
당하는 불신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 이 연합 집회를 처음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
로 전주대뿐 아니라 지역교회로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확산되어지도록 워크샵
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
체의 구성원들을 격려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
임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 첫 모임으로
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학과장 김문택)의 목
요집회가 있는 3월 3일에 연합중보 모임을 진
행하게 된 것이었다. 

전주대학교는 최근에 신선한 변혁을 시도

하는 기초성경 과목은 수평이동 현상이 보편
화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예수님이 명령
하시는 불신자로 채워지는 진정한 교회성장
의 가능성을 보게 하며 연합하지 못하고 독자
적인 중복투자와 경쟁구도를 지양하고 하나
되는 연합운동의 아름다운 구심점을 만들었
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
다. 기초성경 과목에 지역교회와의 협력에로
초청하였을 때,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전도
목적을 달성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협
력에 응하였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사사로운 개교회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
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연합’만
을 위해 조건 없는 협력의 첫발을 내딛었다.
전주대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연합은 타 지역
대학에서도 폭발적인 반응과 협조요청이 쇄
도하고 있다. 

제2회 연합집회는 저녁 6:30분에 예배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이날 강사로는 전주 온
누리교회 담임인 정용비 목사의 말씀이 선포
되었으며, 찬양인도는 전주대 경배와찬양학

과 학생들이
섬겼고 설교
후에는 연합
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정
용비 목사는
설교  중 에
“종교적 행
위만 무성케
하지 말고, 열
매맺는 그리
스도인의 삶
을 살아야 한
다. 그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전주대학교의 영적부흥과
교양성경, 채플 담당자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
단체와 유학생사역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합심기도인도에는 전주대 김문택 교수,
강용일교수 동현교회 이진호목사, 양의문교
회 박학균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희준목사,
외대교회 정동영목사가 진행했다. 특별순서

로 전북 CBS 유연수아나운서의 헌금특송이
있었며 전주 샘물교회 서화평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및 지역교회와 목회자와 선교회 연합으로 이
뤄진 본 연합집회를 통해 전주대와 지역교회
간의 연합, 교회와 선교회의 연합과 소통이 이
뤄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견인차 역할을 감
당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_ 편집부

목회자 40명 선교단체 간사 10명 연합, 성도 1백명과 함께 1천명 학생 섬겨
7~8명씩 소그룹 채플로 전도 성과, 5명씩·20명씩 지역교회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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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ervant evangelism? It is demon-
strating the kindness of God and the Love God
by offering to do some act of humble service,
with no strings attached. Christianity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a personal one but it’s
not meant to be privat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ecret Christian. Our life with God is a life
that is designed to touch others in practical
ways. How do we share His love? 

1. Do the small thing to show the main thing:
God's Love What would you do with the fol-
lowing challenge? You are driving along in your
car on a wild, stormy night. You pass by a bus
stop and you see three people waiting for the
bus.1. An older woman who looks seriously ill.
2. An old friend who once saved your life. 3.
The perfect man or woman you have been
dreaming about all your life. Which one would
you choose to offer a ride, knowing that there
could only be one passenger in your car? This
is one of those moral/ethical dilemmas that are
often used as part of a job application. a) You
could pick up the older woman, because she is

seriously ill. b) You could take the old friend
because he once saved your life, and this would
be the perfect chance to pay them back.
c) However, you may never be able to find your
perfect dream love again, so you pick them.
Please choose and give an explanation as to
why you would make that choice. A candidate
who was hired out of 200 applicants had no
trouble coming up with the answer. What did he
say? He simply answered: "I would give the car
keys to my old friend and let him take the eld-
erly lady to the hospital. I would stay behind and
wait for the bus with the woman of my dreams.”
Never forget to "Think Outside of the Box." Do
not put God in a box! Jesus challenges his dis-
ciples and us in our Gospel reading and in many
other places in Scripture - To do the small thing
to show the main thing: God's Love. In Matthew
10, it is giving a simple cup of cold water. We
never fully know what small act of kindness will
touch and transform a life. 

2. Simple acts DONE with great love will
change the world.Just think how God came into
this world. How did he come? Not with bells
ringing, not riding a white horse with trumpets
blazing, he came as a baby. He touched people
at their point of need, not just to heal them
physically or to lift their spirits, but to change
their lives. Jesus was once asked what it meant
to love one’s neighbour. The guy asking the
question figured he was already doing this, so
he was hoping to look good in front of others.
Instead Jesus tells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in Luke 10:25-37. In verse 36 Jesus
asked, 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u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37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The philosopher,
Soren Kierkegaard, tells the story of a make-
believe country in which only ducks live. "One
Sunday morning all the ducks came into the
church, waddled down the aisle and into their
seats, and squatted. Then the duck minister
took his place behind the pulpit, opened the duck
Bible and read, ‘Ducks! You have wings, and
with wings you can fly like eagles. You can soar
into the sky! Use your wings!’ All the ducks
yelled ‘Yes, amen! We can fly!’ and they all
waddled home." That’s the kind of hearing that
goes on every Sunday in multitudes of con-
gregation. We hear the Word of God and we
know what we should do but we don’t. We just
go back to our simple routines of life. PLEASE
remember, simple acts done with great love will
change the world. 

3. "Service power" is not based on who I
am, but on who Jesus is through me. The
challenge is, often we try to love under our
own power. Yet the power to share Jesus in
practical ways comes from Christ Himself.
Paul knew this, even when he was imprisoned,
he knew and experienced the power of Christ
at work. We get into heaven not by what we
do, but by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nd
what he does through us. Jesus challenges us
to live out our purpose not only in the big mo-
ments of life, but in the little ones as well, even
a cup of cold water given in his name.
Two boys walked down a road that led through
a field. The younger of the two noticed a man
toiling in the fields of his farm, his good clothes
stacked neatly off to the side. The boy looked
at his older friend and said, “Let’s hide his shoes
so when he comes from the field, he won’t be
able to find them. His expression will be price-

less!” The boy laughed. The older of the two
boys thought for a moment and said, “The man
looks poor. See his clothes? Let’s do this instead:
Let’s hide a silver dollar in each shoe and then
we’ll hide in these bushes and see how he reacts
to that, instead.” The younger agreed to the plan
and they placed a silver dollar in each shoe and
hid behind the bushes. It wasn’t long before the
farmer came in from the field, tired and worn.
He reached down and pulled on a shoe, imme-
diately feeling the money under his foot. With
the coin now between his fingers, he looked
around to see who could have put it in his shoe.
But no one was there. He held the dollar in his
hand and stared at it in disbelief. Confused, he
slid his other foot into his other shoe and felt the
second coin. This time, the man was over-
whelmed when he removed the second silver
dollar from his shoe. Thinking he was alone, he
dropped to his knees and offered a prayer that
the boys could easily hear. They heard the poor
farmer cry tears of relief and gratitude. He
spoke of his sick wife and his boys in need of food.
He expressed gratitude for this unexpected
bounty from unknown hands. After a time, the
boys came out from their hiding place and slowly
started their long walk home. They felt good inside,
warm, changed somehow knowing the good they
had done to a poor farmer in need. A smile crept
across their souls and words were not spoken but
they both knew that kindness was far greater.
Simple acts done in love may seem so small,
yet when you realize God is at work through
them they become eternally large.
Remember our Lord's words to us:  "Whatever
you do for the least of these you do to
me."

Servant Evangelism (Matthew 10:40-42)

By Scott Radford

There you are,
walking home and
you pass a pet
store window.
You look inside
and there is the
most adorable,
sweetest, loveliest
little kitten or
puppy.  Your heart
is melting.  It is just
so cute!  And it
looks so lonely.
And you are so

lonely and you think you are meant for each other and
you have some extra money and it won’t take up much
room in your home and…

NO!  Don’t do it.  DO NOT GET THAT ANIMAL!  It
is not that I don’t love animals. t I have two puppies at
home right now myself, and four birds and four fish. It is
because I love animals that I am saying no because you
haven’t thought about the long term consequences.

When you get a pet, you should keep it for the length
of its life, not just while it is convenient for you.  For a dog
or cat that is about 15 years.  Fifteen years with the same
animal, which can be great but hell if you are not dedicated
or your life gets more complicated.  Right now you are a
student. You may have to go to another city or country
for work.  You may have to live in company housing.  Will
you make the commitment to your pet?  I was offered a
job from Yonsei but I was required to live in school hous-
ing and no dogs allowed. I found work at another school
because I would never give up my dog. I even brought
my dog Ainslie to Korea with me. She was ten years old
at the time.  Dogs who are given to shelters are not easy
to adopt out and a certain amount of them are killed. Do
you want that cute puppy or kitty killed? And what if you
meet that special someone and they are allergic or hates

animals?  I have a policy - love me, love my dog.  If you
don’t, then goodbye.  I would never trade my animals for
a man. Would you? And if you have a child that is aller-
gic?

Then there is the expense.  They need food and med-
ical treatment.  Sometimes this can run into millions of
won if they get sick. I spend about 200,000 won on my
dogs a month for food and vet bills.  Puppies and kittens
need vaccinations like any other child. And that is how
you should think of them, as your children.  They need
beds, toys, snacks and a place to urinate and defecate.
Have fun hauling and cleaning kitty litter. You have to train
them, just like children, except children have diapers.  I
have never trained a dog to wear a diaper.  I clean up my
floors a lot right now because Tasha is only 3 months old
and I am trying to train her, but that takes time and effort
too. There is nothing like waking up to find someone has
peed on my blankets and having to wash them, again and
again. And the chewing. Puppies are teething and chew
on everything - shoes, paper products, clothes, anything
they can get their little paws on, including me.  And cats
scratch things. Young animals don’t sleep through the night
and will wake you up to play, leaving you tired and irritated
in the morning.  Then there is the walking.  I have a rescue
dog someone threw away who is four years old who is
not house trained so I clean up his mess too because I
walk him every night and he just won’t pee outside. Tasha
needs a separate walk because she is uncontrolled so I
am trying to train her to be good but she is a puppy.  It is
a lot of work, a lot of time and the expenses are more than
just buying the puppy or kitten.  If you are willing to pay
all this money, time and will commit yourself for 15 years,
then maybe you can have one.  But if you aren’t, leave
them alone. Don’t get a pet and then throw it away when
it is no longer cute or convenient.  Please be a good per-
son. God gave us animals to take care of them, not abuse
them, and abandonment is definitely abuse.

Kittens and Puppies

I started playing golf casually in  high
school but never took it seriously due to
commitments in other sports but I loved
being out on a golf course.  I always thought
that some day when I’m older I’d have
more time to commit myself to the game.
Then I came to South Korea.  One of the
most expensive countries in the world to
golf in.

I never touched a club during the first
few years of living here and after a summer
of paying extremely high prices never re-
ally played again.  It was just too expensive.
I was priced out of golf. It just wasn’t worth
the price to watch myself play bad golf for
150,000 won on a Saturday afternoon. 

The prices for your regular run of the
mill golf course can be 3-4 times more
expensive compared to my home country
of Canada.  There I could play a cheap 9
course for 15-20$.  If we wanted to play
at a nice 18 hole course we could be paying
between 35-50$ depending on the time
and day.  Reasonable prices, but here in
Korea it’s at least triple that.  

I noticed that most golfers here spend
more time at the driving range than they do

on an actual golf course. Driving ranges are
cheap and a good place to practice but after
30 minutes I’m bored. These days many
golfers including myself are turning to
screen golf. It’s an indoor golf simulator
from the company Golfzon, which has in-
creased in popularity over the past few
years.  It’s a fun alternative to still play and
enjoy the game for just a fraction of the
cost. Screen golf has given me an afford-
able way to play golf again. 

I play at least 2-3 times a week and
sometimes more.  It’s way more fun than
hitting balls at a driving range.  With screen
golf you can have a simulated game which
maybe isn’t as authentic as being on an ac-
tual golf course but is a heck of a lot
cheaper and convenient.  There are
cheaper golf courses around these days
but you usually have to make a reservation
days in advance in order to play due to the
demand unless you want to play at 4:30am.   

We like to joke that it’s not a video game
but in reality it is.  The technological ad-
vancements in the game over the past few
years gives you as close to a real life golfing
experience as you can find without actually
being on the course.  You can still experi-
ence the joys and frustrations of the game
in your own private room.

With the convenient hours and a plethora
of locations to choose from in every city in
the country it’s not as time consuming and
much more affordable.  You can hang with
your friends and engage in some friendly
competition if you’d like..  It’s allowed me
to affordably play again and hopefully avoid
embarrassing myself this summer back in
Canada, where green fees are reasonably
price. 

A Fun Alternative for Golfers 

By Ingrid Zwaal article By R.Mark MacLe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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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찬 물(500ml)에 육수 팩을 5분 놓아 둔뒤, 
가스 불을 켜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2. 콩나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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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에서 국 간장을 넣을 경우 국물의 색이 탁해질 수 있어요. 
맑은 국물을 원하시면 새우젓을 이용하여 국의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속 시원한 아침을 위하여 콩나물 국!

4. ③에 다진 마늘과 소금을 넣어주세요. 5. 국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맛을 조절합니다. 6. ⑤에 기호에 따라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7. 10분 후 완성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콩나물 국!

3.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②의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재료 (컵은 종이컵, 그릇은 국 그릇 기준)
<1인분> - 콩나물 1그릇 / 육수팩 1개 

물 5컵(500ml) / 다진 마늘
<간 맞추기> - 소금과 국 간장 

제 8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R/W교육부)에서 

제8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헬조선, 혁신, 글로컬 ●

1. 접수 일자 및 안내
가. 일시 : 2016.04.25.(월) ~2016.05.27.(금)
나. 참가대상 : 재학생
다. 장소 :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스타센터 306)

2.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05.04.(수) 오후 5시
나. 장소 : 스타센터 107호

3. 예선
가. 일시 : 2016.06.03.(금) 오전 12시
나. 방법 : 기 제출된 원고 서면 평가

4. 본선
가. 일시 : 2016.06.08.(수) 오후 4시-6시
나. 장소 : 기초융합교육원장실(스타센터 307호)
다. 방법 :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5. 평가 발표 및 시상
가. 결과발표 : 2016.06.10.(금)
나. 발표방법 : 개별 통보(문자)
다. 시상일시 : 추후 공지(결과 발표 시)
라. 시상장소 : 기초융합교육원장실

(스타센터 307호)

6. 시상내역
가. 최우수상(1명) : 300,000원
나. 우수상(1명) : 200,000원
다. 장려상(3명) : 각 100,000원
라. 참가자 전원에게 CP 10점 부여

◆ 운영 기간 :　2월 29일 ~ 6월 9일(목) 까지

◆ 장소 : JJ스타휘트니스센터 내 2층 기능성 체력측정실

◆ 측정 항목 

◆ 본 센터 무료 5회 이용권 제공

◆ 신청 방문
- 본 스타휘트니스센터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 측정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 결정 (사전예약제)

◆ 준비물
- 운동복, 실내 전용운동화         

◆ 문의 ☎010-5330-7652 (조교 안진환)

전주대 교직원을 위한
무료건강체력 측정 서비스

건강체력 세부 측정항목

인바디, 혈압, 말초혈액순환검사
심폐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순발력

근력, 근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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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생활의 반을 힘들게 달려온 당신을 위해 전
주대 신문사에서 힐링 시간을 준비했다. 학교생활 중

에 어려운 고민과 앞으로의 진로 등으로 인해 머리 아
팠던 학우 분들의 걱정을 떨쳐낼 수 있다. 이번 신문

에서는 전주대 내에 상담할 수 있는 곳과 간단한 심리
테스트 등을 준비해보았다.     _ 취재:김하선, 박주경기자

▶카운슬링센터
카운슬링센터는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삶에서 겪

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
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상담, 집단상담 뿐
만 아니라 각종 심리검사,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 및
특강, 대학생활 관련 연구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카운슬링센터 상담 이용방법

♣ 카운슬링센터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221호에
위치하고 있다.

▶PCMP「개인경력관리프로그램」
PCMP 「개인경력관리프로그램」는 자신의 진로
와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개인능력을 향상시
키는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온
라인 학생상담을 제공함으로 교수/학생 간의 멘토-
멘티 형성과 취업연계 활동을 돕고 있다.

▷ PCMP 개인경력관리프로그램 
(온라인상담) 이용방법

♣취업, 학업, 심리검사,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 각
학과 나 상담부서에  원하는 교수님 혹은 원하는 담당
자에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방문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온라인 상담을 추천한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는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여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의식고취와 현대
기업문화가 요구하는 대인관계능력, 조직적응력, 리
더십 등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준비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여성리더를 양성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특화된 취업 및 진로 상담심리검사 「여성과 진
로」교과목 운영, 「여성비즈니스스킬」교과목 운영
개인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
리닉, MOS Master자격증반 운영, 21C 여성유망 직
종 정보 제공 등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
공하여 여대생들의 취업률을 극대화 시키고자 설립되
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이용방법

온라인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신청 또는 경력상담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서비스들은 여대생 커리
어 개발센터 방문 후 접수가능하다.
♣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는 스타센터 241호에

위치하고 있다.

-카운슬링 센터 http://www.happyjcc.jj.ac.kr             
☎ 220-2077(접수데스크) 
- PCMP 개인경력관리프로그램 (온라인 상담)
http://instar.jj.ac.kr  ☎ 063-220-2027~8
-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취업 및 진로상담) 
http://woman.jj.ac.kr ☎ 063-220-2027~8

전주대 힐링 센터

방문신청(접수데스크→신청서작성 →
접수면접→상담자 →개별연락→상담진행개인상담

공고 게시판 플랜카드 홈페이지 →
방문신청 및 인터넷접수 →진행집단상담

학기중 월요일-금요일 오전9:00~오후6:00
박항중 월요일-금요일 오전9:00~오후5:00

점심시간12:00~13:00
이용시간

방문신청(접수데스크) →신청서작성 →
심리검사실시 →심리검사해석
※개인상담 및 성격검사는

심리검사

<성격테스트>

Q: 앨범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을 찾아본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1. 앞줄 한가운데   
2. 뒷줄 가장자리
3. 중앙의 한가운데 
4.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다.

1. 앞줄 한가운데
-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리더 타입의 성격
2.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격
3.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튀는 것을 좋

아하는 사람 - 개성적인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성격. 
4.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소심한 사람
-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성격

<성격심리테스트>

Q: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고 싶다면 다음
중에서 어느 곳에 앉겠는가?

1. 1번      
2. 2번
3. 3번     
4. 4번

1. 1번 자리에 앉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밖으로 나
돌아 다니기보다는 실내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
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섭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

는 성격을 지내고 있다. 당신은 이처럼 내향적이고
피동적인 성격 때문에 원치 않는 손해를 보거나 피
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필
요가 있다. 겸손하고 차분하며 사려 깊은 태도는 분
명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단호한 태도와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때가 많기 때문
이다.

2. 2번 자리에 앉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
을 사귀거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관철시키
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용하고
그들과 화합하는 데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보람을 찾
으려는 사람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극단에 치우치려
하지 않는 평형심과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 가려는
순응도 강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포용성과
온정을 베풀려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과 절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 이성과
도 쉽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거나 연인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3번 자리에 앉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자기현시
욕이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대로 진행해야만 만족
하며, 자신의 인견이나 행동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면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다. 당신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방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과
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며,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
면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
신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중시해
야 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속박
당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구

속을 당하거나 지배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4. 4번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극도로 내향적이고 독
단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꺼려하고, 자신의 세계에서만 갇혀 지내기를 좋아하
는 폐쇄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하고 개방성과 적응성이 지나칠 정도로 약해서 절
대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절대로 다른 사
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은 한 가지 문제에 지나칠 정도
로 집착을 가지며, 매사에 쉽게 긴장하거나 초조해
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도 강해서 적개심이나 원한을
갖게 되면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당신은 보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
기 위해 감정을 자제하여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해
야 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사교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miz.co.kr/

<과연, 내성적 성격이 안 좋은 것일까?>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수줍음
을 많이 타는 친구들을 한명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
러한 사람들을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 바라보면 때론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구글CEO), 마크 저
커버그(페이스북CEO),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CEO) 등 여러 경영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내성적이라는 것이다.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는 결정
을 함부로 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
으며 성급하게 말을 뱉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장점들이 있다.

내성적이라고 해서 자존감까지 낮아질 필요가 없
다. 상대가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진다
면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내성적인 친구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의 장점을 인
식한다면 내성적 성격도 좋은 성격이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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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기념예배

특   송…………………………………………교수선교회
설   교…………………………………………홍정길 이사장

2부 기념식

사   회…………………………………………김영진 총무지원실장
기념사 ………………………………………이호인 총장
치   사…………………………………………홍정길 이사장
축   사…………………………………………임정엽 총동문회장
연공패 수여 …………………………………홍정길 이사장
우수교육자상 수여 …………………………이호인 총장
수퍼스타 직원상 수여 ………………………이호인 총장
표창패·감사패 수여 ………………………이호인 총장

오찬: 학생회관 (12시)

“합력해서 이루는 최선”(로마서8:18)

전주대학교 교육지표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교   시 진리·평화·자유

교육이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1. 기독교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섬김의 실천인을 양성한다.
2.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학습하는 교양인을 양성한다.
3. 다학제간 융복한교육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도전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