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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류역사속에 우리는 작은 점과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사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전주지역을 택하사 우리 대학을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가 우리 대학안에 온전히 승리케 하시옵소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학교를 세워가며, 
사랑과 신뢰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인내와 양선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문화의 풍조가 만연해가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인생을 교육하는 장이 되며,
안정을 넘어서 도전과 젊음이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류두현 교수 (교무처장)

더 많이 사랑하며<기도문>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교육이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5월 16일
학생 및 교직원 전용 모바일 포털 앱 서비
스인 「JJ 스마트캠퍼스」를 오픈했다. JJ

스마트캠퍼스 앱은 기존 웹에서 서비스되
던 학사·행정 포털서비스인 「인스타
(inSTAR)」 서비스를 모바일 버전으로 제

공하고, 모바일 학생증과 클럽 기반의 커
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포털 앱 서비스이
다. 또한 클럽 커뮤니티와 메시징 기능을

별도의 PC 버전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
의성과 사용 저변 확대를 고려한 점이 특
징이다. 전주대학교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JJ 스마트캠퍼스 앱은 학생과 교직원에
게 하나의 앱으로 쾌적한 모바일 학사·행
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
점을 두었다”며, “새롭게 서비스되는 앱
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와 교직원들
의 학사·행정 업무의 능률이 더욱 높아지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 스마트캠퍼스
앱은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앱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주대학교」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17일(화) 오후4시 20분 스타센타 다
목적홀에서는 ‘성년의 날’ 이벤트가 진행
되었다.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에서는 매
해 ‘성년의 날’을 맞아 ‘세족식’을 진행
해왔으나, 올해에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였
다. 바로, ‘순결서약’이다. 선교봉사처의
건전한 성년의 날 풍속도를 만들어가기 위
한 취지로 진행된 ‘순결서약’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하나님의 사람 오수연은 전주대학교
를 다니는 거룩한 청년으로서, 2016년 성
년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
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며, 사회적인 책
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학교육학과 16학번 오수연학생이 대표
로 서약을 하면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서약에 동참하였다. 이호인 총장은 “ 어른
의 보호를 받던 시절을 지나, 스스로 개척하
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

년이다. 또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수 있
는 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청년들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후에는 이호인 총장의 특별추첨을 통한 선
물이 전달되었으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이호인 총장
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이다. 성년
의 날은 매해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켜지고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
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날은 만19세를
맞이한청년들이부모의 돌봄에서 독립한 한
인격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갖게
되며, 또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날이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순

결을 서약한 학생들의 대견한 결단처럼, 절
제와 정직, 정의와 진실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 당당히 세워지길 기대한다.
_ 취재: 조혜민기자, 보도: 편집부

전주대 신규 모바일 포털 앱 오픈

“위대한 탄생” JJ 스마트 캠퍼스

‘영혼과 육체의 순결을’ 
2016 성년의 날 행사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앱 설치를 위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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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산 :안동인선생(정보통신지원실 주임) 셋째(딸) 5/6
장 례 :정동조 교수(건축공학과) 부친 5/9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원(원장 최
용욱) 산하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가 교
육부에서 후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에서 주관한 ‘2016년 학교기업 지
원사업(성장형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는 1억6천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학교
기업 참여학과인 환경생명과학과, 토목환
경공학과 및 나노신소재공학과 재학생들
은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 창업 활동 및 장
학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농생명EM환
경연구센터는 농수산물안전성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및 토양 오염도 검사 등 분석
업무를 통해 연간 1만 5천여 건의 검사업
무 수행 및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며, 15여
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17~2019년까지 수질대행 검사기관
과 식품검사기관을 확충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한 기관 내에서 다섯 가지를 검
사할 수 있는 ‘One-Stop System’ 검사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1억6천만원 지원받아

지난 5월4일(화) 오전10시 전
주대 JJ아트홀에서 홍정길 이사
장,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
원, 동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총 1,2부 순서로 나누
어 진행이 되었으며, 먼저 1부 기
념예배는 교수선교회의 특송과
홍정길 이사장의 “합력해서 이루
는 최선”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었다. 홍정길 이사장은 “하나
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전주대학교
와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또

한 우리 학생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에게 나타내실 큰 영광을 기대
합시다.”라며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행사는 기념식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여러분
한분 한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전
주대학교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낌없는 자찬을
보냅니다.”라고 기념사를 전했
다. 이어 임정엽 총동문회장의 미
참으로 대신하여 신동근 총동문
회 부회장은 "여러 위기와 고비

속에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수고
와 노력으로 전주대학교가 여기
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맺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며 축
사의 말을 전했다. 장기근속자 연
공패 수여(10년~30년 근속), 대
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교육자,
수퍼스타 직원, 경비·미화 표창
등 전주대학교를 위해 귀하게 공
헌한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수고
의 기념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별히 시상식에서 교수 장
기근속자는 근속 30년이 된 중
국어중국학과 김종윤 교수, 경찰
행정학과 박동석 교수를 비롯한
20명, 직원 장기근속자는 근속
20년이 된 국제교류지원실 이혁
주 실장, 박물관 박현수 과장을
비롯한 4명이 연공패를 받았다.
더불어 우수교육자상은 일본언
어문화학과 서은혜 교수 외 10
명, 수퍼스타 직원상은 농생명사
업지원실 송재환 계장 외 4명이
수여받았다. 개교 52주년을 맞
이한 전주대학교의 앞으로도 계
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_ 취재,보도: 김하선기자

“합력해서 이루는 최선”
개교 52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핵심사업인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에 참여
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 기술
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
고,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오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예
비)창업자를 모집한다. 금년부터
모집구분을 고급기술 창업 부문과
일반 창업 부문으로 선택할 수 있
게 됐다. 고급기술 창업자는 창업
자금 최대 7천만원, 일반창업 부분

은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청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선정규모는
21명(1차 모집)을 서면평가와 심
층평가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하
게 된다. 최종 선정된 (예비)창업자
는 창업자금과 거점형 창업선도대
학의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인 창업공간무상지원, 내·외부 전
문가 멘토링 지원, 실전창업교육을
통해 스타CEO로 성장하게 된다.

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3년 이내 창업자로 신청 자격 확대

5월 4일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
서 열린 개교 52주년 기념 명예박
사 학위 수여식에서 ‘전주 중부교
회’ 김동건 원로목사와 일본 사회
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윤기 이사
장이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
았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홍정
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오성택 전주
대 발전목회자협의회 회장 등 400
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동건 목사는 1973년부터 전

주중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전북성
시화운동 대표회장과 전국 바른목
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특
별히 1997년 전주대학교의 복음
화를 위하여 전주대발전목회자협
의회를 조직하고 전주대학교를 위
한 지역교회 간의 기도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주대와 캄보디
아 국립과학기술대(NPIC) 간의 협
력관계 구축하여 캄보디아의 대학
생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았다.
윤기 이사장은 일제 식민지시대

전쟁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거지대장‘ 윤치호 전도사와 일본
인 어머지 윤학자 사모(일본명 다
우치 치즈코)의 맏아들로서, 그의
부모가 1928년 설립한 아동복지
시설 목포 공생원(共生院: 더불어
사는 사회)을 대를 이어 운영하며
지난 75년간 3,500명의 원생을
배출하였다. 현재는 일본 사회복지
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으로 왕
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
어 윤기 이사장은 유엔 세계 고아
의 날 재정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로로 명예박사학위
를 받았다. 
김동건 원로목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6.25 피난길
과 질병 가운데 목숨을 살려주시고
쓰임 받게 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라고 말했다. 윤기 이사장
은 “부모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정신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키고 키우느라고 애썼을
뿐인데 저한테 이러한 과분한 학위
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_ 취재, 보도: 김형만기자

전주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전주중부교회 김동건 목사, 일본 사회복지가 윤기 이사장

우리대학 LINC사업단 창업교
육센터는 지난 달 29일 전남대학
교에서 개최된 ‘대학생 창업아이
템 경진대회’에서 LINC사업단
소속 창업동아리 참가팀이 우수
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
대회는 사업화와 성공모델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내 유
망 창업팀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
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우리 대학은 호남제주권에서 1
차 서류평가를 통해 총 50개 팀

이 참여한 가운데 ‘3D Story’팀
(팀장 임솔)이 우수상을 수상했
고, ‘the better culture’(팀장 박종
철), ‘Mi-Chef’(팀장 김건우) 두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
을 수상한 3D Story팀은 고인의
흉상 모형의 유골함을 3D프린터
로 제작하고 동시에 QR코드를
통해 고인의 다양한 컨텐츠를 담
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템으
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the
better culture’팀은 미술품 플랫
폼을 아이템으로, ‘Mi-Chef’팀
은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한식도

시락을 아이템으로 장려상을 수
상했다.
3D Story팀은 "지금은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고인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잖
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이 고
인을 보내는 마음을 5분의 1 정
도만 보내자는 느낌으로 이번 사
업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3D
Story는 대회 우승의 목표보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제품
을 만드는 게 우선의 목표이다."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E.J.T’팀은

버츄어 에듀케이션(증강현실 교
육 콘텐츠)으로, ‘다원(팀장 임동
준)’팀은 간편한 안경 클리너를
아이템으로 입선했다. 한편, 대학
생 창업아이템(창업유망팀300)
경진대회는 5월에 예정된 현장심
사 점수를 합산해 전국 범부처 창
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
업 2016’에 진출할 최종 팀이 선
정된다.        _ 취재: 최누리기자

3D로 고인을 기리는 아이템 개발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장려상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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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스 승 의 날

이놈!  
커서 뭐가 되려고  
수업 때 마다 조냐!

그래도 난  
꿈이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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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들어오세요

교수님 잘지내셨어요?  
그 동안 못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제호학생 아닌가! 

이 녀석 말썽꾸러기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어엿한
일꾼이 되었구나. 고맙다 

전주대학교 총장배 JJ 체전 뜨거운 경기 열려
9일~26일까지 계속돼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26일까지 2016년 제3
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체 체육대회
JJ 체전'을 개최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기량을 발휘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재학생들이 우리 대
학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소속감 함
양하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간
의 상호협력 도모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또한 학생들이 단과대학별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가 마
련됐다. 지금까지 단대별 경쟁결과는 다
음과 같다. 피구 경기에서 사범대학이
인문대를 2대 0으로 누르고 승리를 차
지했고, 사회과학대학은 문화관광대학
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머
졌다. 농구 경기에서는 문화융합대학이
인문대학을 9대 38로 가볍게 따돌렸고

경영대학이 17대 28로 사회과학대학
을 제치고 준결승에 올라갔다. 발야구
부문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 문화융합
대학을 16대 9로 이겼고 사범대학이
의과학대학를 11대 10으로 접전을 벌
이며 준결승에 올랐다. 축구는 경영대학
이 인문대학을 4대 0으로 따돌렸고 의
과학대학은 경기에서 4대 1로 문화융
합대학을 이겼다. 

경기에 참여했던 패션자인학과 정진
수 학생은 “JJ체전이 평소에 만날 기회
가 많지 않았던 선,후배가 모두 모여 함
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기쁘다.”이라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 정연화 학생은
“단과대학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는데,
한팀으로 모여서 응원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_ 취재,보도: 최누리기자

성년의 날, 재학생들에게 즐거운‘스무살 is 뭔들’
더블YOU 총학생회 이벤트

우리 대학 더블YOU 총학생회(회장 김
민재)는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학
생회관 앞 로타리에서 행사를 했다고 밝
혔다. ‘성년의 날’ 맞아 총학생회에서
는 올해로 성년이 된 1997년생 학우들
을 축하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
다고 말했다. 이번 ‘스무살 is 뭔들’ 행
사에서는 97년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향수, 장미, 문화상품권 등 여러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박현희 부총학생회장(행정학과)은

“학우들의 참여와 빠른 반응으로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가 종료되
었다. 신입생 학우들의 성년의 날을 진
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이번학기에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 많
은 관심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행사
명인 ‘스무살 is 뭔들’은 스무 살은
뭘 해도 예쁘고 아름다운 나이이고 20
대는 여러 가지를  경험 할 수 있고 누
릴 수 있어 뭔들 못하는 게 없다는 뜻으
로 지었다고 한다.

우리 대학 산업디자
인학과(학과장 주송
교 수 )는  지 난 달
29~30일 한국 전통
문화를 바로 알기 위
해 전주 한옥마을내
위치한 ‘전주전통문
화체험연수’에 참여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통사상과 문화를 통
한 한국의 아름다움
에 대한 발견하고 문
화체험을 통한 스토리 발굴하며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하는 목적이 있다. 1박 2일로 이뤄진 행
사에서 여러가지 전통문화를 체험하였는데, 그 중에
먼저 선비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인사하는 의례
인 사상 견해와 향촌의 유지와 유생들이 향교나 서
원에 모여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 의례를 경험했
다. 그리고 선비들이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루며 친
목·윤리·도의를 드높이는 향사례를 시연하는 시
간을 가졌다.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 주송교수는
“산업디지인학과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문화
기반을 기반으로 상품 및 환경 개발하고 디자인에 관
련하여 차별화된 개인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
다. 한국 전통문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라고 말했다.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으로 
디자인 감각 키워
산업디자인학과‘한국전통문화기반’연수

인문대 춘계 체육대회‘달·인’
인문대학 두드림학생회(회장 김범

수)에서‘달·인’(달려라 인문대)이라는
주제로 17일(화)에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우승은 신학과경배찬양
학과가 차지했고, 2위는 중국어중국학
과, 3위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수상
하였다. 체육대회는 박균철 인문대학 학
장의 개회사 후, 김문택교수(신학과경배

찬양 학과장)의 개회 기도로 시작되었다.
경기는 축구, 농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학과 대항 예선전을 치
뤄 본선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의 순서
중간에는 LED TV, 로봇청소기, 선풍기
등 재밌는 이벤트를 통한 경품추첨이 이
루어져 흥미를 돋구었고 인문대 전체가
화합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이되었다.

“엠마오로 가는길”
최미정 작가 제막식

대학신문 제 851호에서 만났던 최미정 작가의 “엠마
오로 가는 길(Via ad Emmaum)” 미술작품 제막식이
5월4일(수) 오후 4시 스타센터 도서관 2층에서 열렸다.
이 날 제막식에서는 작품 설명과 작가의 소감 그리고 기
념 촬영 순서가 마련되어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7개
장면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세로 2미터, 가로 7미
터의 큰 화폭에 담아낸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의 길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작품의 전체적
인 구도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두 목격자의 이야기를
피카레스크(picaresque)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
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제자들이 낙심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시작
해, 돌아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극적인 전환점을 화폭 중앙에 표현했다.
또한 예수를 만나 그의 부활을 알고 회개와 기쁨으로 다
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최미정

작가는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학교에 대한 기대를 품고
‘엠마오로 가는 길’ 작품을 그려냈다. 작가는 “엠마
오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비슷해 우리 인
생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정길 이사장은 “성화만을 고집하며 30여년 외길을
걸어온 최미정 작가의 이번 작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라고 전했다. 이 작품은 도서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품
의 대한 자세한 설명은 QR코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최미정 작가는 1999년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한국
을 넘나들며 개인전을 개최해 기독교 복음전파에 앞장서
고 있다. 최근에는 ‘헌신 속에 핀 사랑의 꽃’이라는 주
제로 전주대 개교 50주년 기념 초대전을 개최했으며,
‘하늘 문이 열리고’라는 작품이 손양원 목사 생가기념
관에 소장 되어있다.            _ 취재, 보도: 김하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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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나누는 기쁨, 따뜻한 식탁

늦은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그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분야
의 자격증과 경력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우면서 신기했다. 만남을 가지면서 나도 나만의 꿈을 가지고 꿈이라는 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보았다.

전주대학교 신문 14면에는‘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이라는 코너가 있다. 
만학도로 편입을 하여 2년동안 아들, 딸과 같은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전주대 신문에, 자취생을위한 간단 조리법을 싣게 되었다. 

현재는 학교기업 '궁중약藥고추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달음에 찾아가 보았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신문사에서 나온 김승
철 학생기자입니다.항상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Q. 먼저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식 조리학과 2학년을 편입하여 올해에 졸업

을 하고, 지금은 전주대학교 약고추장에서 생산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모든 제품
을 직접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고 이곳의 위생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요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새마을 봉사를
하였는데, 김장을 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노인분들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차려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
섬기다보니 음식을 좀더 연구하여 좀더 맛있고 좋은 음식
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
작한 배움이 지속되다보니 음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더
불어 복지, 보육자격증 까지 취득하였습니다. 

Q. 늦깎이 대학생으로 편입하여 겪은 여러 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 요리수업에는 개인 별로 음식을 만들어 평가 받는
발표와 조원들과 함께 하는 조별 발표가 있습니다. 조원
들과 함께하는 과제는 제가 요리에 경험이 많아서 함께하
는 팀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제인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외국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기 힘들어 동기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
다. 그래도 저는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 요리경험이 많아
서 그 과정을 몇 번 보면 그대로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
다. 결과적으로 실기점수가 동기생들보다 좋았습니다. 그
래서 많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동기들을 향한 미안한 마
음에 그 장학금으로 맛있는 음식을 베풀다 보니 동기들에
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그 무
엇보다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Q. 요리가 가지는 매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남들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재

료들을 사용하여 완성된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며 맛있다
고 말해 주면 그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재미로 요
리를 하게 되네요. 제가 만든 요리를 좋다고 평해주고 먹
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요리에 대한 혹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마다 제가 발전의 기회를 삼고 요리를
하다보니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
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전북 YWCA의 제 2회 참 아줌마
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주말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요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편지

A.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
생님께서는 “여자는 누가 부르더라도 5분 내에 준비하
여 외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
다. 늘 준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마음에 남아 요리를 할 때에도 30분 이내로 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위하는 행동, 상대를 만족
하게 하는 삶인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5
분 외출준비에 근거하여 늘 음식을 준비합니다.

Q. 요리와 관련한 비전과 계획
A. 음식을 좀 더 연구하여 음식으로 봉사하시는 자원

봉사자들을 코칭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음식으로
섬길 때 좀 더 수월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
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를 드시는 분
들의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맞춤 요리를 통해서 좀 더 많
은 사람들과 다양한 요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골에 계
신 어르신들도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서양요리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신문을 보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간혹 요리의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학우

들이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쉽게 구
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관심을 가
진다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이니 요리에 한 번 도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직접 레시피도 만들어 보
면 요리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도전해 보세요.

_취재: 김승철기자

<기자후기>

<자취생을 위한 간단레시피'주인공 김연희 선생님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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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주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교정을 들어서던 기억이 생생
한데, 벌써 벚꽃축제도 중간고사도 끝나
고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처럼 조심
스러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
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면서 마음
이 한결 가볍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학생시절에 지
인을 만나러 전주에 가끔 들렸는데, 전주
의 고풍스럽고 청아한 환경에 반해 막연
하게 이곳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하나
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

하실 수 있는 기독교 대학에 머무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에게 최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의 바
램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전주대로 부르
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전주대는 아름답고 아기
자기한 캠퍼스에 위치해 전주라는 단어
와 너무 잘 어울리는 학교였습니다. 대학
생들은 밝고 쾌활한 표정으로 자유롭게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고, 밝고 활기찬 모
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서 만난 신입생들도 처음에는 다소 어색
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곧 주변학생들과
친해져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밝
고 예뻤습니다. 또한, 제가 만난 신입생
들은 1학년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은 재학 중 취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
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신
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
누어보니, 신입생들은 취업뿐 아니라 자
신의 인생을 위해 학업 외에 다양한 능력
과 지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를 어떻
게 조화롭게 경험하고 배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신

입생들에게 사회생활을 먼저 한 선배로
서 학창생활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방
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중간단계로 사회생활을 배우는 연습장
소이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일들에
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소중함을 느
끼고 항상 화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
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회구성원으
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사고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지성인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
상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던 사람들
입니다. 이러한 저의 조언이 신입생들이
즐겁고 보람찬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
고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라는 성경구절을 되새기며, 하
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공감
능력과 학업능력을 채울 수 있는 지성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감성을 채워주
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
고기는 자신이 사는 환경에 따라 5cm에서
1M 이상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도
‘코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자신에 미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세대의 많은 학생은
자신의 꿈,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까지의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의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그로 인
해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항
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
습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처음
에는 꿈만 크게 가지면 뭐하나 이룰 수가 없
는데 그런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
마 전 어머니를 따라 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사람은 꿈을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우며, 꿈을 크게 가진
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조각이 크다”는 말
을 듣고 그것을 계기로 저의 생각은 변하였
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그러
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
천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이 조금씩 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목
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계획을 세
우고 모두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
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꿈과 목
표를 크게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코
이’에 빗대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
항만큼의 꿈을 품었다면 5cm의 크기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
늠할 수 없는 넓은 바다만큼의 꿈을 품었다

면 1M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
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믿을 수 있
다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나폴레
온 힐-

교수칼럼

최예나 교수
(행정학과)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책임이란 그
야말로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 이견이 없을 것
이다.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
는 제재(制裁)’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네이버
사전)

개개인이나 각 조직은 역할과 위치에 상관
없이 맡아야할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힘의 원천
이 될 것이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규범에
매번 대비되며 등장하는 단어는‘권리’라는
어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권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설명이‘권
세와 이익’,‘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
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책임은 공동체의 유익 지향적
의미가 강한 반면, 권리는 개인, 혹은 특별 집
단의 유익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은 정치에 있어서도 각 계파간 책임

과 역할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많은 혼란이 야
기될때마다 책임없는 사람들을 향한 대다수
의 시선은 절대 곱지않음을 우리는 잘알고있
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짚어
야할 것이며, 올바른 판단과 방향은 내려야할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공동체 전체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의무에 관한 것이며, 본인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빙자
한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참
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의 조직과 구성원은 공공의 권리와 이
익에 부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그‘권리’가 남용된다든지, 저항적
투쟁만을 위한 것이 될 때는 주변의 지지를 절
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십들이 젊은 시절
부터 익숙해져있는 대화 혹은 소통의 방법은
‘책임’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권
리’에 개념적 우선권을 두고 있었기에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다.
영역을 좁혀 우리 주변의 조직을 바라볼 때

도, 책임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만
연되어 있는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책임도 중요하고 권리도 당연히 중요

하다.
하지만 공공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이행하

지 않고 권리만을 포장하여 주장한다면 그것
이야 말로 위에서 밝혔듯이‘권리’의 첫 번
째 사전적 의미인‘권세와 이익’이 될 것이
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맡아서 해
야 할 임무나 의무인‘책임’을 다 할 때, 어
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하는‘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면 책임을 다하는 공

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과 권리’

꿈과 목표 그리고 미래
[희망칼럼]

김승철 기자

이 물고기의 이름은 ‘코이’ <코이:일본잉어>

같은 물고기이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로성장하는 신기한 물고기이다.

새내기 교수가 신입생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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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익산 지역의 개신교 복음이 전해
진 것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서
였다.「全羅道 宣敎 25周年 紀念」에 보
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처음에 군산 선교사는 이눌서와 유대모
의사니, 1894 봄에 온 시찰차로 군산에
하륙하야 참사에게 전도하였으며 그 다
음 해 3월에 전 목사와 유대모 의사가 인
천에서 적은 풍범선을 타고 11일 만에
이르러 3삭 간 전도를 하며 환자를 진찰
하는데 그때에 김봉래와 송영도 양씨가
믿기로 작정하고 선교사가 다시 올때에
원입문답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1894년에 이눌서(레
이놀즈) 목사와 유대모(드류) 의사가 호
남지역 처음으로 답사 차 군산에 발을 디
뎠고, 1895년에는 전위렴(Junkin) 목사
와 유대모(Drew) 의사가 다시 군산에 와
서 한 달 가량 복음선교와 의료선교를 하
였으며, 이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 김
봉래와 송영도는 1896년 4월에 문답에
합격하고 1896년 7월에 전킨에게 세례
를 받게 되는데, 호남지역 최초의 세례교
인으로 기록이 된다.

이 무렵 군산은 작고 가난하고 볼품없
는 어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
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생소한 외국인
들을 환대하였다. 이는 물론 복음 전파와
환자 치료에 심혈을 기울인 전킨과 유대
모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톰슨 브라운(George Thompson Brown)
선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당시 군산의
상황과 주민들의 호응을 알 수 있다.
Kunsan in 1896 was nothing more
than a small fishing village of about
one hundred thatched-roof houses.
There were no wharfs, no post or
telegraph offices.
The streets were narrow, crooked
and dirty. The people were ignorant
and superstitious, the men giving to
drunkenness and gambling and the
women to quarreling and worship-
ing spirits, but with it all, they gave
the foreigners a cordial welcome.(Mis-
sion to Korea. p.43)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군산지역의 선교
는 익산지역으로 확대 되어 지경교회, 남
전교회, 제석교회를 비롯하여 두동교회,
웅포교회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점이 발견 된다. 대개의 교회들은
선교사가 그 마을로 방문하여 교회를 설
립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경교회, 남전
교회, 제석교회 등은 타 지역으로 선교사
를 찾아가서 복음을 접한 후에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와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였
다.

●지경교회 - 1896년 4월 어느 날 임
피군 만자산리(현 대야면 지경리) 최흥서
집에 최관서가 조선달이라는 사람을 데
리고 왔다. 조선달은 보부상으로 군산, 부
안, 정읍, 고창 등지를 돌아다니며 장사
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최흥서의 사랑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전킨
선교사)이 우리말로 연설하는 것과 또 드
류 의사가 서양의술로 치료하는 광경을
보고 놀랐던- 얘기를 늘어놓자 모두 흥
미를 느꼈다. 그 자리에서 군산에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틀 후 최흥서, 강채오,
이양화, 최관보 등이 조선달을 따라 나섰
다. 지금은 대야에서 군산까지 직선으로
도로가 나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산 넘
고 물 건너 가야하는 먼 길이었다. 

필자도 2년 전 그들이 갔다고 추정되
는 자료를 구한다음 백 여 년 전에 그들
이 갔던 길을 걸어 가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만지산 ▶ 통사리 ▶ 발산리  ▶ 운
회리 ▶ 아동리(아차울) ▶ 조촌  ▶ 궁말
(구암) ▶ 경포강(현재는 다리가 놓여 져
있다.)  ▶ 선교사집(수덕산 자락)

이들은 군산에 가서 선교사를 만난 이
후 최흥서의 사랑채는 예수교에 대한 얘
기가 끊이지 아니 하였다. 결국 하루는 이
곳에 모이는 단골들이, 예배에 참석하자
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토요일 아
침 최흥서, 최관보, 정치선, 강채오, 정백

현, 이양화 그리고 그의 댁(삭녕 최부인)
등 7인이 먹거리를 싸들고, 이양화의 4
살 배기 딸은 일꾼의 지게에 태우고 30
리 길을 걸어 군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 날은 1896년 6월
14일 즉, 6월 둘째 주일이었다. 만자산
일행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으
로 예배에 참석한 뜻 깊은 날이다. 후일
에 지경교회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이들
을 7현(賢)이라 하였다.

만자산리의 예비 교인들은 군산선교부
와 인연을 맺은 뒤로 1899년 만자간교
회가 생기기 전까지 한주도 거르지 않고
군산으로 출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드디
어 1899년 10월 9일 새로 마련된 초가
교회 앞에 멍석을 깔고 첫 예배를 드려 오
늘 날 지경교회에 이른다. 

●남전교회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에
위치한 남전교회도 역시 전킨 목사의 전
도를 받고 교우들은 남전리에서 50리 길
인 군산 구암교회로 다녔다. 그 후 가까
운 김제 송지동교회로 출석하다가 1901
년에 남리 김여원씨 초가 5칸을 구입하
여 예배를 드렸다. 남전교회도 7인의 신
자로 시작되었는데, 이성일, 이윤국, 이
성춘, 박응춘 등 만 기록되어 있다.

남전교회는 교육과 민족운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특히 1919년 당시 군산
지역 3 · 1운동을 이 교회 문정관, 최대
진 목사, 김병수, 문정관 등이 주도하였
고 이로 인해 일경의 탄압을 받았는데, 문
용기의 피 묻은 옷은 지금도 전시되어 일
본에 대한 울분을 자아내게 한다.

남전교회 교우들은 일제에 굴하지 않았
고 오히려 장래의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
는 결의를 하여 교회당에서 학생들을 가
르치기 시작하였는데, 40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80명으로 불어나자 남녀공학으
로 운영키로 한 것이 신성학교의 시작이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 거부로 폐교 당했다. 현재 남전교회
는 같은 이름으로 예장과 기장으로 분립
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동교회(ㄱ자교회)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에 위치한 두동교회는 1923년에
해리슨의 전도로 김정복 조사, 안신애 전
도부인에 의해 시작 되었다. 김제 금산교
회와 함께 잘 보존 된 ‘ㄱ’자 교회로
2002년 4월 6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
문화재자료 제179호로 지정받았다. 전
라북도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의견서에서
“두동교회는‘ㄱ자형’ 교회로서 한국
의 토착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일
종의 현지자립형 선교라 할 수 있는‘네
비우스 선교정책’을 통하여 기독교와 한
국의 전통을 잘 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남녀유별적인 유교전통이 막 무너져가는
1920년대에 오히려 ‘ㄱ자 예배당’을
통해 남녀칠세부동석, 남녀유별의 전통
을 보여주면서 남녀 모두에게 신앙을 전
파하려고 했던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설
명하였다.
두동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러하였

고 그 후 여러 차례 존폐위기를 맞았으나
교우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노력으로
‘ㄱ자 예배당’은 보존되었다. 1960년
대 초에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6월경 아침 해가 떠있는 낮집회 시에 갑
자기 천정 보에서 한 컵 정도의 물이 강
대상 바로 옆에 앉아있던 성도(현, 박홍
순 은퇴장로) 주변에 쏟아진 것이다. 이
를 기이히 여겼던 부흥강사(양춘식 목사)
는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한 후‘하나님께
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예
배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라는 이야
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 생
활하여, 이듬해 1964년, 기역자교회 바
로 옆에 현재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
다.

1989년 익산노회(구, 군산노회)에서
‘희년기념사업’으로 이 예배당을‘노회
문화재’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군산 익산 지역에는 남성교
회, 제석교회, 웅포교회 고현교회 등 수
많은 교회들이 오랜 세월을 감내하며 지
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7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군산, 익산지방 교회 이야기

▲ 경포교가 있는 이곳에서 썰물 때 건넜다.

▲ 초기 지경교회 교인들  ▲ 현재의 지경교회 예배당

▲ 제석교회    ▲ 웅포교회

▲ 그들이 찾아간 전킨 목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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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1. 흔히 전화 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
는 신종범죄이다.
2.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3.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4. 이 꽃의 높이는 2~3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이다. 5~6월에 담홍색, 담자색, 흰
색 따위의 꽃이 핀다. 개량 품종이 많은 관상 꽃나무이다. 북반구의 온대와 아한대에 주로 분
포한다.
5. 젊은 여성이 마치 자기 자신이 공주처럼 예쁘고 고귀하다고 착각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6.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7.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8.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
일.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9. 조선 시대에, 의관(醫官)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醫書).
10.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엄

리 비 아 부

반 고 램 자

의 그 북 모

불 지 레 타 한

희 스

인 터

카 더 큰 도 시 락

네 빌 티

이 워 F

션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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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 명 바 지 민 홍 주 북 추 장 미

시 시 삐 비 송 백 종 워 사 직 동 화

비 피 음 풋 공 붓 벌 레 화 전 사 장

삐 생 각 정 주 일 어 신 어 로 심 심

이 거 불 적 병 정 고 동 의 보 감 축

얼 내 서 이 다 장 흔 허 미 이 드 사

대 함 정 직 초 바 롱 탕 세 스 로 기

쓰 바 스 피 드 조 타 흠 집 피 치 스

환 대 기 질 장 기 노 방 전 싱 도 꿀

안 기 구 미 세 먼 지 조 심 하 세 요

속 만 담 카 한 편 시 험 예 의 독 기

히 성 년 의 날 히 미 셸 애 참 득 끝

 <849호 정답자>

1.이주향(역사문화콘텐츠학과) 6.한선경(경배와찬양학과)

2.최선아(역사문화콘텐츠학과) 7.박선희(보건관리학과)

3.강세희(역사문화콘텐츠학과) 8.김나리(국어교육학과)

4.이세라(경배와찬양학과) 9.이소희(관광경영학과)

5.김선영(경배와찬양학과)

Q.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기 : 영화의 시작이나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나오
는 BGM인 'The Starlite Orchestra의 Fly'라는 피아
노곡이 너무 좋았다. 이 곡은 영화의 내용과 상황에 너
무나 적절했고, 피아노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
도 배우들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
게 했다.

피오나 :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영
화였다. 단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친구
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원형: 영화 중간에‘필립’의 생일잔치 때 연주 되었
던 클래식 음악들이‘필립’의 평소의 모습을 표현해주
는 것 같았고, 그 후에‘드리스’의 신나는 곡들이‘필
립’의 앞으로 변화 될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졌
다. 무엇보다‘드리스’와‘필립’의 대화를 통해 마음
이 점점 따뜻해졌다.

Q. 영화가 다 끝난 후 깊게 생각했던 것이나 교훈 받
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기: ‘필립’과‘드리스’의 모습을 통해‘관계’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계몽하
려 들지도 않고,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
다. 대신에, 내숭 없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각자에게 있
어 1% 부족했던 삶의‘공백’을 메꿔주었다. 이렇듯,

두 사람의‘관계’가 전달하는 참의미는‘삶의 기쁨이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심은 내면의 아픔을 솔
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완성 된
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원형 :‘필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영화 시작
처음에 경찰들을 속이려고 게거품을 물며 위독한 행동
을 했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고,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아 갈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
각했다.

피오나 :흑인 배우가 기억에 남는다. 정작 그 배우는
어딜 가서도 존중 받지 못하였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
을 친구로 여기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Q.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원형 :영화 후반부에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짐을 들
어주는‘드리스’와 드리스의 동생의 모습이 기억에 남
는다. 그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고 부모
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우기 :‘드리스’가‘필립’의 수염을 깎아 주는 장면
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필립’
을‘드리스’가 활짝 열어주는 아주 유쾌한 장면이었다.

피오나 :‘드리스’가 몸이 아픈‘필립’을 위해 드라
이브를 가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필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이더라도 소중하다는 것
을 느꼈기 때문이다.

· 장르 : 코미디/드라마 · 12세이상관람가 · 프랑스
· 감독 :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톨레다노
· 112분   · 2012.03.22.개봉

- 줄거리 -
하루 온종일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위

1% 백만장자 ‘필립’은 자신의 수족이 되어 줄 간병인을 찾는
중에, 면접을 통해 하위 1% 흑인 청년‘드리스’를 만나게 된다.
그는 다른 면접자들과 달리 정부 복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고 하면서 무턱대고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고,‘필립’의 여비서
에게 작업을 걸기도 한다.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드리스’의
돌발행동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한 ‘필립’은 특별한 내기를 제
안하며‘드리스’를 자극한다. 내기의 정체는 바로, ‘드리스’
가 2주 동안‘필립’의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참을성도, 교양도 없어 보이지만, 자신
을 시험하는 듯한 ‘필립’의 태도에 오기가 생긴 ‘드리스’는
충동적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한다. 그 후부터‘드리스’와‘필
립’의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진다.

<언터처블 : 1%의 우정 (2011)>

우제김종국 전주대교수
정년기념 온라인 북 콘서트
일  시 2016. 5. 24화요일 PM 5:40
장  소 전주대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음악과 함게

우제 김종국 교수 정년기념 온라인 북콘서트 준비위원회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위원장_ 김광국 010-6661-2715             간사_권미경  010-3121-0142

그동안 우제 김종국교수께서

일생온안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신 책 중

대표작4권을 블로그에 공개하여

세상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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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누구나 마음에 새겨두는 스승님이 한 분정도 계실 것이다. 이 스승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날을 통하여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함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끝내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주대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알려주고 어느 때 스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조사하였다. 
이 글을 통해 단지 스승의 날만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를 때마다 안부를 묻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함을 전하는 전주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程 門 立 雪

정문입설(程門立雪)
정(程)씨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는다는 뜻으로,제자
(弟子)가 스승을 존경(尊敬)함을 이르는 말

유초(遊酢)와 양시(楊時)가 정이천(程伊川)을 처음
찾아갔을 때, 이천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이천이 그
들을 발견하고 물러가라고 명했을 때에는 문 밖에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함

일자지사(一字之師)
한 자(字)를 가르친 스승이라는 뜻으로, 시나 문장
(文章)의 한 글자를 바로잡아 주어 명문(名文)이 되게
해준 사람을 존경(尊敬)해 이르는 말

당나라 말기에 제기(齊己)라는 시승(詩僧)이 〈조매
(早梅：이르게 핀 매화)〉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정
곡에게 보여주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 시 가운데 "
앞마을에 눈 깊이 쌓이더니 어젯밤 매화 몇 가지가 

피었네(前村深雪裏, 昨夜數枝開)"라는 구절이 있었
다. 정곡은 이 구절에 대하여 '몇 가지(數枝)'는 '이르
게 핀 매화'와 어울리지 않으니 '한 가지(一枝)'로 고
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정곡의 말에 따라
말을 바꾸어 읽어보니 ‘이르게 핀 매화’의 느낌이
살아나며 제기는 그 자리에서 정곡에게 큰절을 올리
고 스승으로 모시며 감사했다고 함

우리기억 속의 선생님은?

스승의 날을 맞아하여 전주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과연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께 
찾아가 감사를 표하였는지 알아보자.

1. 나의 학창시절, 어느 때 스승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2. 기억에 남는 이유는?

3. 이러한 스승님을 난 찾아뵌 적이 있다. 4. 찾아 뵙지 않은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YES

No

자상해서

무서워서

인생의 가르침

외모가 뛰어나서

유머있어서

첫사랑이라서

기타

다른 학교로 옮기셔서

시간이 없어서

생각만 해서

거리상 멀어서

기타

_취재,보도: 박영은, 조혜민기자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
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5
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
은행사(謝恩行事)를 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
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왔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

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
부에서 포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각급학교동창회·여성단체·사회단체가 자율
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는데, 특히 ‘옛 스승 찾아 뵙
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

관계를 깊게 하는 한편, 은퇴한 스승 중 병고와 생활
고 등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
선후배 및 재학생들은 옛 은사와 스승을 모시고
‘은사의 밤’을 열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
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 또한, 스승의 역할
에 대한 특별강연·좌담회·다과회 등도 개최한다.
출처: 스승의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
연구원)

‘스승의 날’의 유래

‘스승’과 관련된 고사성어
스승과 관련된 고사성어 2가지를 외워보자.

전주대 신문사가 뽑은 스승의 날 관련 영화
감동적이면서 우리의 기억 속이나 현재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을 연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교육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 

영화 감상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던 다시 배움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들이다. 

주인공인 이샨은 짱구같은
아이다. 어디를 가던지 말썽
꾸러기에 사고뭉치로 선생님
과 부모님, 친구들에게 낙인
찍혔다. 결국 부모님이 기숙
사가 있는 학교로 보낸다. 이
샨은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하
지 못한다. 항상 알파벳들은
춤을 췄고 숫자는 만화로 변
했다. 상상력만큼은 뛰어나고
그림그리기도 좋아했지만 전
학 간 학교는 기강을 바로 세
우는 규율이 아주 강한 학교
였기에 이샨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뿐이다. 그래서
인지 이샨은 전학 간 학교에

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
다. 하지만 새로운 미술선생
님을 통해 많이 변화된다. 아
주 큰 틀은 뻔한 이야기 같지
만 그안에서 정말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다. 문제아에 저
능아 취급을 받던 이샨의 존
재 가치와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주는 내용이 보
는 내내 마음 아플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교육
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게다
가 특이한게 영화 중간마다
인도특유의 노래가 인물들의
감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더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2.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1989)
감독 피터 위어 / 미국 / 128분

명문 윌튼 고등학교에 키팅 선생님
의 부임과 주인공 토드의 전학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키팅 선생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서
억압적인 수업이 아닌 파격적인 수
업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각
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 그리
고 “카르페디엠” 즉, 현재를 즐기
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참다운 인
생의 눈을 뜨게 해준다. 영화 속 키
팅 선생님의 독특한 교육방식과 선
생님을 통해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
습이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되
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영화이다. 

1. 지상의 별처럼  (Like Stars on Earth, 2012)
감독 아미르 칸, 아몰 굽테 / 인도 / 163분

선생님을 찾고 싶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찾아뵈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지
만 아직 교단에 계신지, 내가 다녔
던 모교에 그대로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찾아 뵙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선생님
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1. 교육청홈페이지의 검색하기
교육청홈페이지에 ‘스승찾기’
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이트에
서 선생님의 성함이나 자신의 모교
검색을 통해 만나 뵙고자 하는 선
생님을 찾을 수 있다. 

2. 1396으로 전화 요청하기
서울교육콜센터이며 상담원에게
다녔던 년도와 선생님의 이름, 그
리고 모교 이름을 말하면 관련 자
료를 검색하여 결과를 sns문자로
알려준다.

유의할 점: 현재 교직에 계시지만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으
신 선생님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
고, 퇴직한 선생님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즉, 재직 상태의 선생님만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찾지 못할 경우 모교를 방문하여
은퇴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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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미국 교회들 대부분은 교인
수가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
로 항해하던 청교도들은 항해
중에는 태풍으로, 착륙해서는
원주민 인디언들의 공격과 각
종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숱
하게 넘겼다. 그 때마다 이들
은 무엇보다 먼저 무릎을 꿇
어 기도로 하나님의 가호를
받았다. 기도로 시작된 미국
의 역사는 기도로 이어졌다. 

▼ 미국 독립전쟁 중 전황
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지 워싱턴은 오히려  숲속
으로 들어가 철야기도로 하나
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다.
1787년 열 세 개주의 대표
들이 연방정부 헌법 초안을
의논하였다. 각 주의 이해와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거듭했
다. 이 때 81세의 벤자민 프
랭클린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의 수고가 헛되며…”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
며 각 주의 대표들에게 제의,
기도회를 가졌다. 그 결과 역
사적인 미국 헌법이 순산되었
다. 1857년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이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미국은 전국적
인 기도 캠페인을 통해 기도
하기에 힘썼다. 아브라함 링
컨은 남북전쟁을 전후하여 미
국민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
에 회개하기 위해 1863년 4
월 30일을‘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였
다. 이‘금식과 기도의 날’은
지난 1975년 상원의원인 마
크 햇필드와가 건의, 미국 국
회가 결의해서 감사절 주간인
매년 1월 24일을‘국민금식
과 기도의 날’로 지키게 되었
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쇠
퇴한 것처럼 보였던 미국교회
가 오늘날 놀라운 부흥을 나
타내 보임은 오직 기도를 통
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 국가 안팎이 너무나 어
렵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지진, 질병, 정쟁, 가난, 기아,
범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
로 나아가 울부짖는 『기도』만
이 유일의 길인 것 같다. 선지
자 사무엘 시대에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합심
하여 기도했다. 그 때 하나님
께서 도우셨다.“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
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7:12).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속삭이십니다. 

“얘야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비로우심과 동시
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반된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
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진노하시며 분
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죗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찔림은 우리
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
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

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진
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한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기다리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언
제나 팔을 벌리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
서는 죄를 자복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데, 결코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관대하십니다. 시편기자는 이러
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
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
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리로다. 
(시 103:8)”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
로 갚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
하심이 크심이로다. (시 103:10~11)”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
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긍휼이 크심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
은 우리들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
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며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
실 때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시
103:12)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은 절대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서 느낀 것이 있다면, 치워버린 쓰레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길에 있는
쓰레기를 며칠만이라도 치우지 않는다면
거리는 온통 쓰레기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
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쓰레기 같은 우
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치워버
리고 죄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지십시오. 하
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
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
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시 103:13)

아버지 뜻에 반항해서 나갔던 아들이 집
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
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신
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
쫓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
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죽었
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
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생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
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
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
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샘

정동영 목사 
(전주대 객원교수 /
외대교회 담임)

A.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고행과도

같은 생활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

를 너무 일찍 믿으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
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원통한가 하
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때쯤 ‘천국행 티켓을 따면 되지 않
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아닙니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보다 더 즐거운
생활이요, 축제 같은 생활입니다. 왜냐하
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육신의 속한 자녀
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
실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
릅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하고 나가는 것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
일이 있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
니다. 살아있는 동안 즉,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한순간에 작별합니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가 죽을 때쯤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큰 판
단, 착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야합니다. 이런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
루하루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됩니
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
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십시오. 그것이
훨씬 현명한 삶입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어차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한 질문 8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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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와 세상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 IVF
- 복음으로 변화된 학생, 학사들이 캠
퍼스 및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로 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
러내고자 합니다. IVF는 하나님 나라 복
음을 부름 받은 세상에서 공동체를 통해
구현하는 운동입니다.

■ IVF를 구성하는 모임
-LGM(Large Group Meeting) : 전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
는 모임

-SGM(Small Group Meeting) : 작은

구성원이 가족됨을 경험하며 배움과 친교
를 나누는 모임

-DPM(Daily Prayer Meeting) : 매일
캠퍼스와 공동체,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ONE TO ONE : 서로를 깊이 이해하
고 알 수 있는 인격적 교제시간 & 영적 돌
봄이 일어나는 만남

한국기독학생회 IVF는 160개의 대학
에서 전국 18개 지방회가 연합해서 하나
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전북지방회 IVF는 1983년부터 캠

퍼스와 세상속의 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
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
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4개의 캠퍼스
에서 6명의 간사와 6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
니다.

■ IVF 훈련커리큘럼
1-1 복음정리(하나님과의 만남) 

& 부르심
1-2 하나님 나라 & IVF 운동론
2-1 세계관 & 전도
2-2 공동체와 리더십

그 밖에 여름.겨울수련회, MT.LT 훈련,
선교여행(꿈통이 캠프), Bible School, PBS
학교(개인성경연구), 공동체 여행 등의 다
양한 활동으로 ‘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
님 나라 운동’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VF 전주대 담당 김진환
간사입니다. 전주대 캠퍼스 안에서 하나
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구
분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캠퍼스와 세
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런 시간이 이 대학의 시간이었으면 좋
겠습니다.        김진환 간사 010-8569-5074

착한 선교동아리 소개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범 조성호(30)씨는 '대부도 지
리를 잘 몰라서' 대로인 301번
지방도로 선상에 시신을 유기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된 것
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일 인천
연수구 살해 현장과 대부도 일
대 시신 유기 현장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 사건을 수
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
본부는 9일 조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대부도를 택한 것은 과
거 한 두 차례 가본 경험이 있
기 때문이지만, 지리감이 없어
큰길로만 이동해 시신을 유기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조씨는 3월 말부터 최씨
로부터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

하발언을 듣고 악감정이 쌓이
던 중 지난달 12일 퇴근하면
서 공장에서 망치를 가져와 다
음날 오전 1시께 최씨의 머리
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조씨가 그동안 진
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소중이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삶속에 예수그리스도
를 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
방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되게 하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
시며, 죄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
소서.”

흉악범죄가 근절되기를...

‘헌신’경배와찬양학과 오픈하우스 열려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학과
장 김문택) 재학생들의 ‘오픈하우
스’가 지난 5일(목) 오전10시30
분에 JJ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경
배와찬양학과의 오픈하우스는 매해
마다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진행
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학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분들과
학부모, 졸업생과 지인들을 위해 준
비한 프로그램이다. 경배와찬양학
과만의 독특한 교육인 공동체훈련

과 예배인도자 훈련, 신학교육을 통
해 신앙의 성숙을 이룬 학생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준
비한 행사이다. 이번 오픈하우스에
서는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헌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
성이니라.’ (고전 4:1)라는 주제
로 오프닝예배, 간증, 파워워십(할
렐루야 프레이즈, rejoice), 무언극
(십자가의 길), 중국인 유학생들 간
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순서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초청 순서를 통
하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연합하
여 기도함으로 깨어진 관계 회복과
가정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별히 중국인 유학생 부모
님의 영상편지가 전해져서, 타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경배와
찬양학과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현
재 20명에 이른다. 끝으로 새 가나
안 교회 이기동 목사의 축도로 행
사가 마무리 되었다. 경배와찬양학
과 학생들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들로 세워지기를 되기를 소망한다.   

_ 취재, 보도: 김하선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오
는 5월 24(화)~25(수)일 저녁 7
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전북지
역 크리스천들을 위한 연합집회
를 개최한다. 설교 제목은 각각
“어려울수록 찾아야 할 하나

님”, “예수님의 쉼터”으로 전
주지역의 교회와 전주대학교의
연합으로 전라북도 지역과 전주
대학교 캠퍼스에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기대하며 “분당우리교
회” 이찬수 목사가 메신저로 초
대되어 진행된다. 예배 찬양은
‘더 리스트 워십 미니스트리’
가 섬기며, 라엘과 나오미가 특송
과 헌금송을 찬양한다. 이번 행사
는 전주대학교가 지역교회의 받
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라북도 지
역의 교회의 연합을 위한 행사로
마련되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
다. (문의: 선교지원실 063-
220-2103)

이찬수 목사 초청 연합집회 

스타누리(유학생 전용 기숙사) 

오픈하우스 축제 
학생생활관(관

장  양 병 선 )은
2016년 5월 13
일(금) 유학생 전
용 기숙사 스타누
리에서 오픈하우
스 행사를 진행했
다. 중국 유학생들
이 직접 고향의 음식을 조리하여 함께 나누고 그리
운 고국에 대한 향수를 서로 위로 단합하는 장이 됐
다. 이날 함께 자리한 중국유학생들에게 건강한 기
숙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
며 생활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
도록 당부했다.  한편, 스타누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약 60명의 생활관 유학생과 한국인 관생을 위해 피
자와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함께 나누었다. 마지막은 다함께 손
을 잡고 주화권의 붕우(친구)라는 곡을 부르며 성황
리에 행사를 마쳤다.

학생생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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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 세미나♥
- 일시: 5.18(수), 6.1(수), 19:00  - 장소: 대학교회 본당
- 대상: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 강사: 온누리교회 이기훈 목사

(천만큐티운동 본부장, 일대일제자양육 본부장)
- 회비: 무료

▲ 사진출처_분당우리교회
(http://www.woorichurch.org)

박두진 간사(010-3828-4184)

한국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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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350 years ago a shipload of travelers
landed on the northeast coast of America. The
first year they established a town site. The next
year they elected a town government. The third
year the town government planned to build a
road five miles westward into the wilderness.
In the fourth year the people tried to impeach
their town government because they thought it
was a waste of public funds to build a road five
miles westward into a wilderness. They
thought, “Who needs to go there anyway?” Here
were people who had the vision to go three
thousand miles across an ocean and overcome
great hardships to get there. But in just a few
years they were not able to see even five miles
out of town. They had lost their pioneering vi-
sion. If we fail as the leadership of God’s church
to have a vision (His vision for us), we will be
just like the people in this illustration. We will
lose our pioneering spirit and we will become
ineffective. Today I want to look at three points
about vision. 

I. VISION IS: The ability to see: Awareness. 
Are you an Optimist or Pessimist? There

was a schoolboy who brought home his report
card. It was full of poor grades. "What have you
got to say about this?" asked his father. "One
thing for sure," the boy replied, "Dad, you can
be proud me.” “Why is that?” asked the father.”
“At least you know I haven’t been cheating!"
Having a vision is more than just looking on the
bright side. It is looking on God’s side! Finding
the vision God has for us takes time and prayer.
Marketers build trust in their products, services
and organizations by establishing brands that
consistently deliver what's promised. That trust
can be damaged or destroyed if people believe
they have been deceive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as honest and integrity-driven in good
times and bad usually are allowed tremendous
leeway when they need it. Even if they fail, as
every organization will do from time to time,
they can still be trusted if their heart is in the
right place. We need to constantly be aware of
the brand that we represent.

II. VISION IS: The faith to believe: Attitude. 
Both the hummingbird and the vulture fly

over deserts. All a vulture sees is rotting meat,
because that is what they look for. They thrive
on that diet. But hummingbirds ignore the smelly
flesh of dead animals. Instead, they look for the
colorful blossoms of desert plants. The vultures
live on what was. They live on the past. They
fill themselves with what is dead and gone. But
hummingbirds live on what is. They seek new
life. They fill themselves with freshness and life.
Each bird finds what it is looking for. We all do
that in life. It comes down to what our attitude
is. Satan’s greatest attack on the vision that God

gives each of us is our attitude. I want you to
picture a person or an event in scripture that
best describes Faith. Who is it? What did they
have in common? They had faith and the right
attitude. Faith is the food that visions live on.
Without faith, our vision will wither and die. A
chaplain was speaking to a soldier on a cot in a
hospital. "You have lost an arm in the great
cause," he said. "No," said the soldier with a
smile. "I didn't lose it, I gave it." We must re-
member that in that same way, Jesus did not
lose His life. He gave it purposefully. 

III. VISION IS: The courage to do: Action. 
I recently read an insightful story that would

serve as a good reminder for us as we try to
keep our eyes on the vision. The story is about
a group of climbers who set out to scale a large
mountain in Europe. The view boasted a
breathtaking peak of snow capped rocks. On
clear days it looked so magnificent on the hori-
zon. Its white tip touched the blue sky inviting
the climbers and offered inspiration. On days
like that the hikers made the greatest progress.
The peak stood above them like a compelling
goal. Eyes looked upward. The climb was brisk.
The cooperation was unselfish. Though there
were many, they climbed as one, all looking to
the same summit. Yet some days the peak of
the mountain was hidden from view. The clouds
would eclipse and block the vision of the moun-
taintop. On these days the climb became ar-
duous. Eyes were downward and thoughts
inward. The goal was forgotten. Tempers were
short. Weariness settled upon each person and
complaints were common. We’re like that, aren’t
we? As long as we can see our dream, as long
as our goal is within sight, there is no mountain

we can’t climb or summit we can’t scale. But
take away our vision, block our view of the trail’s
end, and the result is as discouraging as the
journey. Jesus left a blueprint for His church so
vast, so marvelous, and so innovative. It is a vi-
sion to transform the whole world. The problem
is, that as time went on, His followers lost the
vision and couldn’t wrap their minds around
such a magnificent plan. Rather than a commu-
nity of loving, passionate followers of Christ,
they began to do what they knew best. Build
buildings, run organizations and develop enter-
tainment centers that would hopefully draw the
crowds to hear the story. But the sad part is
they missed the transforming power of Christ
and His plan. It is one thing to plan but another
thing to activate His plan. His plan is simple; we
just have to implement it.  The courage of vision
is to say "Lord if it’s you Lord, let me come to
you walking on the water." The courage of vi-
sion is to say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The courage of vision is to say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The
courage of Vision is to say "The expectations
of this life are not worthy, compared with the
glory of the next life."  I believe the Lord has a
vision for each of us. I know it is easy to get
discouraged and to give up. But I also know that
unless we are moving in His direction, we can-
not be content in life. The most frightening thing
to me about the role as a church when it comes
to fulfilling His vision is this; when you look at
Biblical leaders who were not obedient to God
in the vision He gave them, their followers al-
ways suffered the consequences. Vision for
ministry is a reflection of what God wants to
accomplish through us to build His kingdom.

Real Vision is Necessary (Proverbs 29:18 and 29:25)

By Scott Radford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didn’t have a chance
to think of what I have to do or what I wanted to be. Ac-
tually, I didn’t have a goal except getting a stable job. My
attitude to spending my spare time was a little passive.
Valuable time passed, so nowadays I really want univer-
sity students to have various experiences directly or in-
directly.

First, students should try to get direct experiences.
Through experiences, you can think about yourself a lot.
For example, when you go on a trip to other countries or
cities, you can see the scenery, meet people, and eat de-
licious food. All the things you experience help you decide
what you like to do. When you join a club or do some ac-
tivities, you can meet many people and have a chance to
recognize your real pleasures. You can choose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do. Also, learning other languages

or a new instrument can be a good direct experience. It is
a way to find out about yourself.

Second, students should try to have indirect experi-
ence. You can read books and talk about some issues with
your friends. For example, reading books is a general but
important way to experience life indirectly. You can get
useful information and take life direction. It helps you to
decide a good attitude. You can reduce failure when you
choose something, too. 

Various experiences can broaden your perspective and
help you to think more deeply. Then, you can know your
strong points or weak points. So I hope that you do what
you really want to regardless of failure. You can have a
chance to know yourself more through a lot of experi-
ences.

“Various experiences are important.”

By Hee-Young Shin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wanted

to travel to Europe, but I gave up. I didn't chal-
lenge myself to get enough money for the trip,
and I ignored what I really wanted to do. I
should have gone to Europe then. I regret
giving up. Now, it’s your turn to go abroad. You
need to experience the worlds, and take some
time for self-examination. 

Firstly, you are not mature enough, and
need to experience the real world. If you are
satisfied with staying in Korea, you are just a
big fish in a very small pond. If you go abroad,
you will experience many unexpected things,
and you will have a wider vision for the world. 

Secondly, you can take some time for self-
examination when you are going abroad. If

you don’t know exactly what you would like
to be in the future, and if you have no idea of
who you are, going abroad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uncover it. I might be helpful to get a
future job, too. 

Now when you are a university student, it
is the perfect timing for going abroad. You
won’t have enough time to go abroad in the
future. You’d better improve yourself and
challenge yourself by going abroad. You can
experience the real world, and you can take
some time for self-examination by going
abroad. Thanks to it, you will grow into a per-
son who has a wide vision for the world. I think
it’s time to go abroad now. Just go, and learn
the world!

“Just go!”

By SEONAH KIM

Do you think
traveling abroad
needs a lot of
courage, money
and has chal-

lenges? I don't think so, because I traveled to
about 15 countries during the last 7 years and
I felt it was very precious experiences in my
life. I can't buy memories and various episodes
in each countries. You can also enjoy your
summer vacation by traveling to Laos or Sin-
gapore.

First, I recommend you visit Laos with your
friends which is famous for leisure activities
and slow life. In Laos you can experience dy-
namic and exciting activities in nature. For
example, tubing in a river or cave, kayaking
with someone, riding a zipline like a monkey
in the jungle, diving into a beautiful emerald
color waterfall, ballooning and so on. You don't
need to hurry in the country because Laos
people are not bound to time, unlike Koreans.

You can really enjoy a slow life in Laos.
Second, I suggest you to travel Singapore

where you can enjoy attractive tour places
and real natures. In Singapore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You will be moved when you
look down at the night view of Singapore in
different places; Singapore Flyer, the top of
Marina Bay Sands Hotel, Clarke Quay, and the
Super Tree Garden. In Sentosa Island, you
can visit three kinds of beaches, Universal
Studio, and various activity areas. I suggest
you visit Singapore Zoo where you can meet
wild animals nearby, and a huge Botanic Gar-
den which is full of various plants. In these
places, you can feel nature is gorgeous and
beautiful so that you will think we have to
protect our environment.

While traveling, you can meet people in
other countries, you can taste exotic foods and
you can widen your thinking. I recommend
you should enjoy your summer vacation in
another country.

“Enjoy your Summer Vacation!” 

By Park Jihye
Recently I went to a

coffee shop, and found
couples and friends only
looking at their smart-
phones, not talking to
each other.  In class, if a
teacher doesn’t ban
smart-phones students

will constantly use their phones, not listening to the lecture.
This phenomenon is called “nomophobia”, which means
“no mobile phone phobia”.  I think we should realize our
addiction to phones and use it only when we need it.

Having a smart-phone all the time has made people
impossible to concentrate now.  We start to feel nervous
when we can’t see our phone in sight.  We have to check
messages at least every 10 minutes, and we don’t allow
ourselves to feel bored by exploring web-pages with no
purpose.  While a lot of people treat their phone as a part
of body, most of them wouldn’t admit their addiction to
phones.  If you have to check your phone constantly while
reading a book, watching TV, talking to a friend, or eating
meals, you are attached to your phone.

Our devotion to the smart-phone causes many prob-
lems.  First, it kills personal relationship.  Many people are
more eager to post their feelings on Facebook or Insta-
gram instead of sharing it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you,
yet they say they feel lonely.  Secondly, phone addiction
has caused many serious life injuries.  It’s not even news
anymore to have a car accident because of making a
phone call, or sending a text message while driving.  Also,
a pedestrian using a cellphone is one of most dangerous
action and becoming a major part of accidents.  It’s
shocking that the reason of the train crashing, 11 people
dead in Germany was that the dispatcher was playing a
mobile phone game.  

Smart-phones have made our life much easier than
before.  We can book tickets at any time, we can search
any information whenever we want, and we don’t need to
carry a camera.  Basically everything we need is in the
smart-phone.  But, it’s time to look back ourselves and
control the usage of the phones.  We all know when to
use and when not to use it.  Let’s be smarter than smart-
phones.

“Smart Phone Addiction”
By Jis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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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약불의 후라이팬에 버터와 꿀, 소금을 넣고 
녹여주세요.

2.버터와 꿀이 녹으면 불을 끄고, 아몬드
를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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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랫동안 끓일 경우, 버터와 꿀이 탈 수 있어요.  
꿀에 버터가 잘 녹아들었으면 바로 ②의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 슈가파우더에 녹차와 단호박 가루등을 함께 섞어주면 다양한 맛의 허니버터아몬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는 기존 슈가 파우더 2큰 술에 녹차나 단호박가루 0.5스푼을 넣어주면 되요.

홈메이드 허니버터아몬드!

4. 호일을 깔고, 그 위에 ③의 아몬드를 잘 
펴서 식혀주세요.

5. 슈가파우더가 들어있는 봉지에 ④의 식힌
아몬드를 넣어주세요.

6. ⑤의 끝을 막고, 아몬드와 슈가파우더를
잘 섞어 주세요.

7.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달콤한 허니버터아몬드! 하지만 마트에서는 너무 비싼 우리의 허니! 이제는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보세요. 10분 뚝딱 허니버터아몬드!

3. 아몬드에 버터와 꿀이 잘 스며들도록
저어주세요.

재료 ※컵은 종이컵 기준, 큰 술을 밥 숟가락 기준

- 아몬드 2컵, 버터 2큰 술, 꿀 2큰 술
소금 약간, 슈가파우더 2큰 술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일차 훈련(5.16) :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비상훈련 소집

● 재난 대비 안전진단 점검
- 일시 : 5. 16(월) 09:00∼18:00
- 주관 : 시설지원실
- 대상 : 정규 직원(123명)
- 훈련 내용 : 재난을 대비한 교내 자체 안전진단 및 보완 조치

□ 2일차 훈련(5.17) : MT 및 학생 행사 안전사고 예방·토론훈련

● MT 및 학생 행사 안전사고 예방 훈련
- 일시 : 5.17(화) 09:00∼18:00
- 주관 : 학생지원실
- 대상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 훈련 내용 : 사고 발생시 담당별 역할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3일차 훈련(5.18) : 취약분야 안전훈련 및 지진대피 훈련

● 취약분야 안전 훈련
- 일시 : 5. 18(수) 09:00∼18:00
- 주관 : 시설지원실
- 훈련내용 : 취약분야인 연구 실험실 안전 분야 자체 점검

● 지진대피훈련 
- 일시 : 5. 18(수) 14:00∼14:20(20분간)
-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차량
- 훈련 내용 : 지진발생 상황시 지진대비 대피훈련 및 차량이동 통제

□ 4일차 훈련(5.19) : 체육관 붕괴 사고(가정) 안전 훈련

- 일시 : 5. 19(목) 09:00∼18:00
- 장소 : 체육관
- 주관 : 시설지원실
- 훈련내용 : 사고 상황에 대한 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연락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선정 

전주대학교 도서관(관장 임성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
의 인문학’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3월 400여개가
넘는 신청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20개관이 선정되었는데, 10개의 대학 도서관 중에서 전주대학교 도서관이 당당히 당선되었다.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과 탐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320개 도서관의 프로그램 중에는 문학, 철학, 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 외
에도 과학과 예술,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강연과 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대 도서관 임성진 관장은 “‘길위의 인문학’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컨텐츠를 인문학에 연계시
켜 ‘실천하는 인문학’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 프로그램 일정은 아래
와 같으며, 총 9차에 걸쳐 ‘채워주는 인문학’, ‘비워내는 인문학’, ‘즐겨보는 인문학’의 3가지 테마
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대학 스타센터 도서관은 전주대학교의 명물로서 국내 최초 ‘유비쿼터스’시스템을 도입
하였으며, 모바일 웹 기반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공지사항과 대출정보, 희망도서 신청내역 조
회 등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처 : 전주대 도서관 ☎220-2199)

- 400여개 신청자중 선정돼, 1,000만원 지원받아 -

1

채워주는

인문학

인문학 만나기 한병옥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2
인문학 들여다보기 Ι 정혜강 [도서관 소극장]
(JTV아트스페이스 원장, JTV전주방송FM제작팀
및 ‘LOVE4YOU’ PD)

3 인문학 들여다보기 Ⅱ 
담당사서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4

비워내는 

인문학

청춘을 위한 인문학 박근아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5 길 위의 인문학 마실길 담당자 [부안 마실길]

6 소통의 인문학 공연 담당자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7

즐겨보는

인문학

인문학 퍼포먼스 한해랑 아트홀 담당자
[한해랑 아트홀]

8 나의 인문학 이문희 [‘소양고택’기업대표]

9 나와 인문학 담당사서 [전주대학교 소극장]

05/25  16:00 - 18:00 

06/01  16:00 - 18:00 

09/07  16:00 - 18:00 

09/08  16:00 - 18:00 

09/24  09:00 - 17:00 

09/28  16:00 - 18:00 

09/29  16:00 - 18:00 

10/08  10:00 - 17:00 

10/26  1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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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3무(無) 정책과 성적장학금 축소·폐지
등은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대학 개혁이다. 고려대
학교 최근 언론에 따르면 염재호 총장은 “출석을 불
러야만 수업에 나오는 수동적인 학생은 필요가 없고,
학점을 잘 받으려고 저학년 수업을 재수강 하는 약삭
빠른 학생도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고려대에 맞지 않
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일깨워주는 정
책을 계획 하며 펼쳤다. 결국 고려대는 “3無와 유연
학기제 등 고려대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은 21세기 대학(大學)이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
게 해주는 긍정적인 자극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정책
을 계획하고 시행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2일자 조선에듀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는 올해부터 ‘파란(破卵)학기’라는 새로
운 학사제도를 시작했다. 파란학기는 학생들이 평소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선택한 다음, 직접 수업을 설
계해서 한 학기 동안 실천하면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
는 교육과정이다. 이 학사제도의 명칭은 알을 깬다는
뜻으로, 기존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동국대는 ‘간판 학과’인 경찰행정학과를
경찰사범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번 개편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들은 경찰사범대학 학부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렇듯 많은 대학교들이 본인들 학교
만의 새로운 정책을 펼치며, 보다 나은 대학 교육을
만들어가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들의 새로운 학사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첫번째! 3無 정책

대학교의 출석체크 자율화, 상대평가, 시험 감독관
폐지 정책

3無 정책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새로운 지식에 기
반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 출석부, 상대평가, 사험이
없는 정책으로 출석 확인이 없어도 출석할 수 밖에 없
도록 강의를 하며 상대평가 폐지로 줄 세우기식 경쟁
을 지양한다. 또한 독창적인 답안을 요구하여 시험에
감독이 필요 없게 한다. 결국 3無 정책은 학생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고 창의적으로 사유
하는 인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두번째! 유연학기제

유연학기제는 교수와 학생 스스로 맞춤형 학기를
설계한다. 4,8,10주 등 교수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은 장기간의
연구와 자기 계발, 해외연수, 인턴십, 창업 봉사 등등
자신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시간 활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세번째! 장학제도 혁신

장학금은 학업의 결과에 따라 주는 성적장학금이
아닌 학생들이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필요
기반 장학금을 제공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한다. 

-출처 : 고려대 신문

◆전주대신문 기자들의 생각
전주대 신문사 기자들은 이런 대학들의 정책들 중
특히 고려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의 나아갈 방
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유연학기제’에 대한 생각

·긍정적 의견 : 아무래도 큰 장점은 시간적인 부분
의 효율성이다. 굳이 한 학기 [16주] 를 채우지 않아
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본인의 진로를 미리 경
험함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경험을 통하
여 또 다른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
에  유연학기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 의견 : 인턴십, 인턴, 해외연수 등 이런 프
로그램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비로 나가는 부
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비가 더 부담되지
않을까?

■ 3무정책
(출결자율화, 상대평가 폐지, 무감독시험)

·긍정적 측면 : 출결자율화 결석을 한번도 안한다
고해서 점수를 잘받는것도 아니고, 결석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것 역시 아니다. 만약 출결
의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하선 기자

상대평가 폐지는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 결과를 통해 점수가 올라갈 수 도 있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 혹은 단점이 될 수 있
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승철 기자

무감독시험은 많은 한국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되어있기보다는 주입식 교육,
암기식교육 위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무감독시
험을 진행한다면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뿐만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찬욱 기자

절대평가는 배합에 따른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반영되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
에 학생들 사이에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보다는 서로
가 조금은 더 협력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주경 기자

·부정적 측면 : 무감독시험 - 학생들이 자발적으
로 생각하며, 과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서 분명히 외워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무감
독시험으로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컨닝을 하지 않을
까? 

■ 장학제도 혁신

·긍정적 측면 : 성적장학금의 전면 폐지는 많은 학
생들에게 지적능력 우선주의에서 전인적 능력 우선주
의를 표방하는 것이며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박영은 기자

·부정적 측면 : 분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보면 공정성, 형
평성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학교와 학생
들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형만 기자

_취재, 보도 :  박주경, 김하선 기자

고려대 3無 정책 들여다 보기
- 3無 정책 / 유연학기제 / 장학제도 혁신 -

최근 고려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들이 새로운 교육정
책으로 대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변
화된 교육정책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장
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전주대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대
화의 장을 열어보았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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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하계 현장실습 모집

2016. 5. 24 TUE 7:30 P.M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주최·주관 ｜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후원 ｜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문의 ｜ 063.220.2392(음악학과 사무실)  예매 ｜ mystage.or.kr

Jeonju University College of Culture Convergence Department of Music

★지원 내용 

■ 모집대상 _ 본교 재학생(3,4학년, 4학기 및 70학점 이상 이수자)

■ 모집기간 _ 2016. 05. 16.(월) ~ 2016. 06. 17.(금)

■ 실습기간 _ 2016. 06.20.(월) ~ 2016. 08. 28.(일)  *하계방학 기간 중

■ 지원절차 _ 공고 ▶ 온라인 실습신청 ▶ 계절학기 수강신청 ▶ 계절학기 등록

실습진행 ▶ 실습종료 후 결과 보고 ▶ 연수비 지급 및 학점부여

■ 신청방법 _ 실습기간 선정 ▶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서 작성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화 연락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신청 확인

■ 문의처 _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3-220-4612)   http://instar.jj.ac.kr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  고

실습지원비 50만원(LINC 참여) / 30만원(LINC 비참여) 개인통장 정액입금

계절학기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24만원 전액 계절학기 등록필수

학점 계절학기 3학점(교과목 : 현장취업체험) 자율선택 or 전공선택

실습보험 가입 실습기간 실습보험 가입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참가 자격 부여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제공, 
상품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