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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전주대학교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주시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내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보다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모아 큰 숲을 이루게 하옵시고, 
전체의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숲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날개아래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날개 아래에서 충만한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높이!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하는 전주대학교와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전부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전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택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전체의 숲을 바라보게하소서
<기도문>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자아성찰]

발야구 경기장에서 큰 함성 소리가
들린다. 경기가 끝나는 동시에 학생
들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기쁨을 나
눈다. 승패를 떠나 멋진 승부를 펼친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시
합 당시 이겨야할 상대는 어느새 친
구가 된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회장
김민재)는 지난 5월  26일 제3회 총
장배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
혔다. 이번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문
화융합대학이 차지했다. 축구는 경영
대학이 공과대학을 4대 2로 이겨 우
승했고 농구는 의과학대학이 경영대
학을 54대 32로 누르고 1위를 차지

했다. 발야구는 경영대학이 사범대학
을 가까스로 9대 8로 이겼다. 피구는
사회과학대학이 공과대학에게 점수
를 허용하지 않고 2대 0으로 우승했
고 족구는 사회과학대학이 경영대학
을 아슬아슬하게 2대 1로 이겼다.  줄
다리기는 문화융합대학이 사범대학
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계주는 문
화융합대학이 1위, 단체 줄넘기 남자
부분은 전기전자공학과, 여자부분은
생활체육과가 우승했다. JJ체전은 경
기만큼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소리
높여‘OOO대학 우승’,  ‘OOO대
학 let’s go’,‘우리가 누구 OOO대
학, OOO대학 우승 휴우’ 등 다양한
구호로 각 학과 선수들을 응원했다.
오제영(사회복지학과 14) 학생은 "평
소 바쁘다는 핑계로 동기들과 모일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
해 같이 응원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
고 각 대학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즐
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육대회
에는 재학생들을 위해 버블 씨름이라

는 이벤트도 열어 학우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먹을거리 부스도 설치해
학우들이 허기지지 않고 JJ체전을 즐
길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총학생회장은 "JJ체전은 회
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참여도 증가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많은 학생들
이 JJ체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이번 체육대회는 버블슈트를 입
고 씨름과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를 준비했다. 앞으로 JJ체전을 재학생
들이 똘똘 뭉치고 다른 단과 대학 학
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으
로 키우고 싶다."라며 다음 체육대회
청사진을 밝혔다.       

_ 최누리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에서 3개 사업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계속 지원 사
업단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는 338개 사업
단 중 상위 73.3%에 해당
하는 248개 사업단이‘계
속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
으며, 호남제주권역에서는
55개 사업단 중 40개 사업
단이 ‘계속 지원’ 대상으
로 분류됐다.

계속 지원을 받게 된 전주
대 사업단은‘Health-
EduSTAR 사업단’(보건관
리학과, 재활학과, 중등특수

교육학과, 가정교육과),‘학
술정보 Glocal Master 양성
사업단’(문헌정보학과),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 사업단’(역사문화콘
텐츠학과)이다.

사업단 참여학과들은
2019년 2월까지 국고 지원
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전
국적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학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대학특성화사업은 지역사
회 수요에 기반을 둔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대학
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
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
했다.

우리 대학(총장 이호인)이 9년 연속
‘20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
업’에 선정되어, 전북지역에서 최대금액 6
억 8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29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에서 사업
을 공고, 이후 서면평가와 대학 입학업무 관
계자의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60
개의 대학이 선정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고교교육
을 정상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로 인
해 학생 & 학부모의 대입의 부담을 경감하
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사업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
율을 2018년까지 29.1%로 확대하고, 수
시 선발비율을 80.4%까지 확대하는 것이
다. 또한 예년의 사업 외에 도내 중·고등학
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
로교육을 실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이 이번 사업의 중점 사업계획으로써 평가
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다. 이호준 입학
처장은 “우리 대학이 그 동안 사립대학으
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
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성과가 좋
은 입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_ 편집부

승패를 떠난 즐거운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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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전북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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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김광순 교수(음악학과) 차남 김정근군 6/4(토) 오후 1시 남대문교회(남대문로 5가 554)
오태섭 과장(전 체육부재직) 장남 6/4(토) 오후1시 남원 참조은웨딩컨벤션 아이리스
김미희 선생(대외협력홍보실) 5/28(토) 오후 12시 전주 소성교회

출 산 :송호선 과장(기획예산실) 5/22 차녀
장 례 :박용한 사무국장(신동아법인) 모친 5/23(월) 고려대 구로병원장례식장

박장경 명예교수(일본언어문화학과) 모친 5/31(화) 한림대학교 한강 성심병원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5월 25일 오
후 2시 대학본관에서 이형규 전라북도 정
무부지사, 박은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최양희)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기술창업 특화 지원사업으로, 지
역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창업
역량 배양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전
북특구 내 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사장 김차동)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
장 박은일)의 평가를 통하여 전북특구 1호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지정되었다.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은 공공
연구기술 중 사업화 유망 아이디어 발굴과
발굴된 아이템의 검증,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 및 투자자 연계 등 기술창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이노폴리스캠퍼
스 지정서 전달, 현판식과 함께, 전주대와
기술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전북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e&Co., AAI
엔젤클럽, ㈜엘스톤, ㈜세움넷)간 ‘기술창
업 플랫폼 구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체결’ 도 진행되었다. 전주대 이노
폴리스캠퍼스 최은복 사업단장은 “우리 사
업단은 창업아이템 검증을 강화하고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
적인 창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연계한
연구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전북특구의 이노폴리스캠퍼스는 아이템
검증과정을 통해 창업을 과학수준까지 업
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엔젤투자 연계지원
으로 대학이 공공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수
행하고, 공공기술연계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6년 창업지원 사업
에 잇따라 선정되어 창업지원 분야를 확대
하고 있다. 전북권 유일 6년 연속 창업선
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호남권 최대 사업
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2
년 연속 ‘우수’ 평가 등 (예비)창업자 맞춤
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내외적
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1호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출범식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소강춘)은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
이 60여 명이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서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언
어문화개선 캠페인 ‘세종 나신
날’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다.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감
사와 존경심을 되새기고 참된 스
승의 도리를 다짐하는 뜻에서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
협의회에서 제정한 날로,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
신일인 5월 15일을 지정해 기념
하고 있다. 오늘날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해감에 따라 그 유래
를 아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
이들이 스승의 날의 참의미를 알
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
을 기리고자 세종 나신 날 홍보
활동을 펼친 것이다. 전주한옥마
을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세종
대왕께 전하는 감사 메시지를 적
은 쪽지로 한글사랑나무 만들기
에 참여했다. 또한, 세종대왕 복
장으로 멋지게 차려 입은 우리말
가꿈이들과 함께 즉석사진을 찍
고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하겠다는
다짐을 건넸다.
경기전 앞에서 이루어진 우리

말 가꿈이 체험부스에서는 한글
조각퍼즐 맞추기, 우리말 퀴즈,
이름 삼행시 짓기, 한글 판박이

스티커 등 다양한 한글문화 프로
그램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관심
을 끌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부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국어
문화원이 주관하는 우리말 가꿈
이는 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
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사
회공헌활동 동아리이다. 올해 선
발된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 2
기는 매월 1회 공공장소에서 범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가치
를 알리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
문화를 조성하는 우리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6월
에는 한글사랑을 주제로 번개춤
사위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
‘세종 나신 날’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펼쳐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센터장 차진아)는 오는
21일에 전주대 예술관 JJ아트홀
에서 완산구 센터에 등록된 관내
195개소 어린이집 조리원을 대
상으로 ‘조리사 집합교육’을 진
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차
진아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
로 당 저감화 및 나트륨 저감화의
중요성 인식, 식중독 발생 예방
및 대응 관리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리사 집합교육을 통해 당류
와 나트륨의 과잉 섭취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당류·나
트륨 줄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이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염 밥상 실천방
안과 저당 식단 레시피를 개발하
여 보급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에 꼭 필요한 식
중독 사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는 완산구 내 영양사 고용의무
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
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식단정보제공·교육프로그램 개
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학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
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2015
년 식약처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리사 집합교육 실시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

전주대학교 장애인지원센터(센
터장 이존걸)는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에서 주관한 제5기 장애인 인식
개선 서포터스 모집에 본교 재학생
들이 지원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주대의 선정된 팀은 CTC(Change
The Cognition)이라는 팀으로 김승
환(사회복지학과 2학년), 김현희
(사회복지학과 2학년), 이병용(사
회복지학과 2학년), 장은실(상담심
리학과 1학년) 학생이 하나되어 활
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5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는 전국 대학 중
15개 팀이 선정됐다. 한편, 전북지
역에서는 전주대 재학생팀이 처음
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로 선

정된 학생들은  5월 20일부터 12
월 30일까지 서포터스로 활동하게
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장애
인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할 계획이다.

CTC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기 장애인 인식 서포터스 선정
전북 최초로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로 활동

우리대학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학과장 장혜숙)가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4년제 간호
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2주기 평

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5년 인
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간호교
육인증평가는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
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16개
부문 32개 항목을 평가해 인증하
는 제도이다. 간호학과는 모든 영
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
수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다음달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이다. 
특히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

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서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교육인증평
가는 전국의 간호학과가 있는 대
학들에게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학과장 장혜숙 교수는 “이번 간

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전주대
간호학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성과 전
문성을 갖춘 우수한 간호사를 양
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최우수 등급 ‘5년 인증’

전주대에서 35년간 젊음의
열정을 쏟아 교육한 음악학과
김용진교수의 독창회가 5월
28일(금)에 있었다. 김용진 교
수는 국내외적으로 30여차례
의 독창회와 200여차례의 가
곡, 아리아 연주회 외 많은 공연
을 하였지만 교내에서 학생들
과의 나눔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독창회는 정년퇴임을 앞
두고 35년간의 전주대에서의
교수시절을 추억하며 학생들과
나눔을 갖기 위해 ‘한국가곡의
밤’이란 제목으로 마련한 것이
다. 대표적인 한국가곡 ‘그리
워’(채동선), ‘추억’(김성태),

‘수선화’(김동진) 등을 가다듬
은 목소리로 노래한 김용진 교
수의 독창회는 그간의 전주대
학교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
올리게 하는 듯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 앵콜송을 마친

뒤 김용진 교수는 학생들과 담
소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
다. “학생들과 함께 나눌 시간
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마
지막 고별인사를 음악회로 하
고자 준비했다.” 그리고, 김용
진 교수는 프로그램지에

‘Thank you Bach’라고 적어
놓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
했다. 독일어로 ‘바흐(Bach)’는
시냇물이라는 의미이다. “음악
을 통해 내 인생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내 인생을 물고기에 비
유하자면 전주대학교는 시냇물
과 같았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
적하였던 바흐와 같이 하나님
께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 편집부

“ Thank you Bach”
35년 교수생활 추억하는 김용진 교수 독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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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방학중계획

한 학기동안 
열심히 달려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학기에 봐요~!

D-18

나는 이번 방학에는 해외
로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
을 돌보는 보람 있는 일을
할거야 제인이 너는?

제호야 
너는  방학 때  

뭐할 거야? 

야호!! 기말 끝!

나는 이번에 토익점수
올리기 위해 이번 
여름방학을 토익공부로 
불태우겠어! 

‘향’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학과장 차진아 교
수)가 6월 3일과 4일 이틀 간 전주대학교 스
타센터 3층 갤러리에서 14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한식조리학과 역대 졸업작품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59점의 개인
작품과 24점의 공동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2010년 농림
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된 한식특성화대학으

로 국내외 산업체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글로
벌 한식 마스터 프로그램, 취업역량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28개 해외공
관(대사관 및 영사관)에 32명 내외 관저조리
사를 배출한 바 있다. 

이번 14회 졸업작품전 ‘향’은 ‘간직하
다 / 기억하다 / 스며들다 / 퍼지다 / 피우다’
라는 다섯 가지 소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표현
하고 싶은 각자의 개인작품을  59점을 전시
하며, 개인작품 이외에도 식품상품개발(캡스

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 ‘전북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상품개발’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 20점과 ‘체질별
로 좋은 약선 음식’을 주제로 한 공동작품 4
점을 나누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작품 관
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준비한
다과와 더불어 다양한 경품 행사들을 준비하
였다.

이번 졸업작품전을 총괄했던 졸업작품 준비
위원장인 4학년 신명선 학생은 “2016년도

제 14회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은 "향"이라
는 주제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사상체
질을 주제로 한 4가지 공동작과 시장조사부터
제품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진행
한 상품개발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14회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향’
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인 만큼 한식의 미
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한식의 전망
과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졸업작품전이 될
것이다.

패션산업학과 2016 졸업작품패션쇼‘LE DEBUT’
패션산업학과(학과장 서상우)는 오

는 6월 3일(금)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LE DEBUT(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졸업작품패
션쇼를 개최한다. 이번 패션쇼의 제목
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예비 패션인들
의 첫 번째 작품과 패션 전문가로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Individ-
ual & personal(개성적인), Infinite(무
한의), Mutual(상호적인, 함께)라는 키

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준비한 이번 패
션쇼는 통일된 패션쇼 주제 아래 디자
인 작업을 진행해 오던 지금까지의 방
법과 달리 각각 개별 컨셉으로 작품 디
자인을 하였다. 단 하나도 같지 않은
35개의 컨셉, 그에 맞춰진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졸업작품패션쇼가
될 것이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패션그
룹형지,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 협력기
업에서 수여하는 우수작품상 수상이

있을 예정이다. 패션산업학과는 국내
유수의 패션기업과의 산학협력과 ㈜패
션그룹형지 해외 패션 연수 장학생 선
발 등을 통한 창의적 교육, 실무형 교
육, 글로벌 교육을 통한 창의적 패션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2015년부터
해외 우수 인재들을 배출하는 글로벌
학과를 목표로 중국에서 특성화 학과
를 운영 중이다.

창업 열기로 후끈‘기업가 정신과 벤처창업’강연 열려
학생들은 이병곤 디지털슈퍼맨 대

표의 말을 놓칠세라 귀를 기우리며 메
모에 열중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
들은 하나라도 더 물어보기 위해 손을
번쩍 들기 바쁘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
단은 지난 5월 26일 이병곤 디지털슈
퍼맨 대표를 초청해 ‘기업가 정신과
벤처창업’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 일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으로 이병곤 대표는 운을 뗐다. 그는
“이 땅에 내가 부여받은 소명은 무엇
인지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하라”라
며 “창업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스타트업이 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창업
자는 이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 자신이
창업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죽음의 골
짜기를 넘을 수 없다”라고 예비 창업
자들에게 조언했다. 이 대표는 “창업
가는 사회를 윤택하게 돕는 비즈니스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
다”고 말했다.  _ 취재: 최누리기자 

빛을 사진에 담다.  사진동아리 사진전 열려

전주대학교 호롱 동아리(대표 김
동환, 경제학과)는 ‘빛’이라는 주
제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학생회관 2층에서 35회 주제 전시
회를 개최했다. 주제 전시회는 호롱
동아리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졸업
한 동아리 선배들이 주제를 정하면
학생들은 그 주제에 맞는 사진을 촬
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진전은 ‘빛’이라는 주제

로 직접 촬영한 작품 22여점이 전시
됐으며 15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
다. 김동환 경제학과 2학년 호롱
“이번 주제 전시회는 빛으로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했다. 대상 선정부터
편집까지 힘들었다. 작년에 졸업한
선배님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니 기분이 좋다”라
고 말했다. _ 취재: 최누리기자  ▲ 사진 1 조성훈(문헌정보학과2)‘유화’

1. 기간 : 6/20(월) ~  7/8(금)                                                    2. 수업료 : 1학점 당 80,000원
3. 일정 ➊ 수강신청  - 6/7(화) 오전11시~ 10(금) 오후6시                     ➋ 폐강과목 공고 - 6/13(월) 오후1시

➌ 폐강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 - 6/13(월) 오후1시~14(화) 오후6시 ➍ 수업료납부(등록기간) - 6/15(수)~ 17(금)
➎ 계절수업 기간 - 6/20(월)~ 7/8(금)                                ➏ 성적확인기간 - 7/13(수)~ 7/15(금) 오후5시 까지

4. 유의사항
가. 등록일자 엄수 요망 : 등록금 미납부시 수강신청 일괄 무효 처리
나. 모든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동일 시간에 동일 강의실에서 진행됨
다. 원격수업은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계절수업 기간 동안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함

5. 문의   가. 계절수업 관련사항 : 기초융합교욱원(063-220-3097), 수업학적지원실(063-220-2134)
나. 원격강좌 : 교수학습개발센터(063-220-2616)      다. 수업료 납부 및 환불 : 재무지원실(063-220-2153)

교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동일시간, 동일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함

[원격강좌]
미술치료매체소개
경영혁신사례분석
문화콘텐츠와뉴미디어
세계도시의이해
생각의이해
성과건강

컴퓨터활용

(스프레드시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컴퓨터활용

(프레젠테이션)
교육철학

및
교육사

컴퓨터

활용능력

강의실 스타센터345호 진리관506A호 강의실 수업없음
(원격수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8:00

초급영작문

중급영어(1)

중급영어(3)

스타센터101호

초급독해

초급영어(1)

초급영어(3)

스타센터102호

초급영문법

스크린영어

기독교와문화

스타센터107호

애니메이션

일본어

고급영어(1)

고급영어(3)

스타센터203호

2016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1. 대상 : 4학기 및 70학점 이상 이수자           2. 기간 : 6/20(월)~ 8/28(일)          3. 신청 기간 : 6/17(금)까지
4. 신청 절차 :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하여 실습기관 선정 → inSTAR(신규 학생 포털서비스)에서 직접 신청 

→ 실습 신청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220-4612)로 전화 연락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신청 확인

5. 제외 대상(교육부 지침에 따름)
- 교육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외국인 유학생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8시간/일, 5일/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하단 박스)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6. 참고 사항
- 인스타(inSTAR)는 Chrome 혹은 explore10 이상의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 인스타(inSTAR)에서 이력서 사진을 등록할 시 사진 이름을 학번으로 바꾸어 첨부해야만 본인의 인적사항과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 인스타(inSTAR)에서 현장실습신청을 마치면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전화 연락해야 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관련 사항 검토 및 확인 후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인스타(inSTAR)에서 실습기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실습기관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c12871004@jj.ac.kr로 학과, 이름, 연락처를 제목에 적어 첨부파일로 보내거나, 팩스(220-4613)로 보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기관 등록을 해드립니다.

- 계절학기 중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9학점입니다. 현장실습을 참여 학생은 현장실습 교과목(현장취업체험, 산업체현장실습, 
임상현장실습(재활실습)) 3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9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문의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220-4612, 학생회관 207호)

2016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6월 3일, 4일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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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EBUT> 르 데뷰;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더욱 더 자세하게 패션코디를 설명 해주는 것이 좋았다. 길을 가다보면 다양한 패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다양한 이름과 종류의 옷들
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하나의 패션이 완성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평소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할지 몰라서 대충 잡히는 데로 입곤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
해서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보도록 해야겠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6월 3일 패션산업학과 졸업 작품전을 관람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_취재: 김승철, 김형만기자

<기자후기>

<학과탐방 - 패션산업학과>

어제가 개강인 것 같았지만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사람마다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생각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엇을 해도 짜증이 날 수도 있다.  이처럼 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패션이나 음식, 화장
법 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패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즘 옷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용돈의 대부분을 옷을 사는데, 사용한
다고 한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의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패션에 대해 조
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패션산업학과의 3, 4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
”

·

코카서스의 백묵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워크샵공연>

“ ”

Q&A 공연하면서 보람되었던 것, 그리고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문소연 (가수 役)
저는 비중이 큰 역할을 맞게 되어 부담감이 컸어요. 새

벽 연습과 학업을 병행해야하니 힘들었지만 공연이 끝난
후에 박수를 받으면 보람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응원과 박수 덕분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아영 (그루쉐 役)
이 작품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었어요. 작품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추천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배역을 맡게 되어 너무 좋았는데.
연습을 하다보니 지치는 부분과 아직 서로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해 오해와 다툼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 힘든 부분
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연극을 함께 준비하며 하나가 되
어 뭉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고 마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막을 내렸을 때 너무 행
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에 있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민 (시몬 役)
이번 공연이 처음 하는 작품이었는데. 각자 다른 곳에

서 연기를 배워온 친구들이 한 작품으로 만나 호흡을 맞

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공연을 올리고 나니
우리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이 좋습니다.

오청우 (총독부인 役)
저는 맡은 역이 굉장히 사나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또 전 공연들 에서 약
간의 실수가 있어서 많이 아쉽고 속상한 부분 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공연에는 별 실수 없이 잘 끝 내서 다행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 취재: 조혜민 기자

Q. 패션산업학과에서 생각하는 2016년 여름 시즌의
유행하는 여성의 패션 스타일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프숄더와 커프스소매, 와이드
팬츠, 파스텔톤 색상을 띄는 옷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유행을 타고 있는 시스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은 부츠컷
슬랙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쉽고,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패션산업학과에서 생각하는 2016년 여름 시즌의 
유행하는 남성의 패션 스타일은?
데님소재의 반팔과, 반바지, 린넨 자켓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은 하와이안
셔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트라피칼 패션과 화려한 색으로 다소 칙칙할 수 있는
여름을 시원하면서, 컬러풀하고 화사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여름 패션은 소재와 디자인의 특성상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 부분에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는 방법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여름이라 화장을 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드립이나 형광기 또는 컬러로 포인트
를 주고, 손목에 시계나 팔찌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여
름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사용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을 이용해 포인트를 주기도 하며, 또, 
최근에 유행하는 페도라를 이용해 멋진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 강한 햇빛에 피부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한
노출을 피하면서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패션 팁은?
린넨이나 시어서커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옷들이 
나오고 있다. 긴팔이나 긴 바지로 입어도 시원한 소재
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외선의 경우는 VV-CUT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팔 토시가 패션러블리하게 나와서 팔 토시로
도 피부를 보호하고 시스루로 가린 듯 아닌 듯한 섹시
함을 줄 수 있습니다.

스키니 보다는 통이 큰 바지나 롱스커트를 이용해
바람이 통하게 하여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Q. 지겨운 장마철에도 나의 패션본능은 멈출 수
없다! 빗속에서 드러내는 나만의 패션 스타일,
원 포인트 레슨!
비가 오는 날에는 날씨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하며, 핫팬츠나 반바지를 
이용해 습기로 인한 찝찝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쁜 디자인의 레인코트, 레인부츠 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면 소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면 소재는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금방 젖기 때문
이다. 우산과 장화를 색 맞춤해 멋을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Q. 강한 햇빛과 무더운 여름의 바캉스! 패션산업학과
학우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휴가철 패션은?
남성의 경우 밝은 색의 셔츠나, 반바지, 하와이안
셔츠 등의 옷을 입고, 스트랩 샌들과 가방, 모자로
포인트를 준 패션을 추천합니다.
여성의 경우 푸른색 계열의 옷,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셔츠, 원피스, 오프숄더 등의 옷을 입고, 밀짚모
자나 샌들을 이용해 예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몸매가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딱 붙는 크롭탑과 
뷔스티에를 입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공통적으로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하며, 
선글라스, 팔찌, 모자 등을 이용해 자신을 어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

·

·

·

·

·

·

·

·

·

·
·

패션을
새롭게 시작하다

문화융합대학 공연과가 주최하고 주관해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와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의 지혜 있는 판단을 소재로 한 ‘코가서스의 백문원’을 공연과 학생회가 제작했다. 지난 5월 27일(금) 저녁
7시와 28일(토) 오후 3시, 7시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되어졌다. 공연엔터테이먼트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구성했다. 무대 준비를 위해 한 달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학업과 병행하며 늦
은 새벽까지 많은 연습했다고 한다. 이들은 연습뿐만이 아니라 의상과 소품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 무대
를 꾸려나갔다. 그들의 열정 덕분인지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은 극중 중요한 역할을 한 배우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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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24년간 한 분야에서 다양하고
경쟁적일을 해오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주대에 내려온지 1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나왔다. 그러는 동안
전주와 전주대가 제2의 고향으로 인식
될 만큼 나도 이미 전주인이 되어있었다.
전주대 캠퍼스의 정렬적인 여름, 형형색
색 자태를 뽐내는 가을, 눈꽃이 캠퍼스에
덮히는 겨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다

운 꽃과 잘 가꾸어놓은 품격 있는 정원과
같은 봄을 두 번씩 지내면서 그 동안에
많은 만남과 일들이 스쳐지나간다.
무엇보다도 전주대를 사랑하고 발전시
키려하는 많은 교수님들과 행정직원들
의 열정과 그 역량으로 전주대가 호남 1
위의 사립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
고 있음을 몸으로 느낀 세월이었다.
학생들의 입학 수준이 향상되고, 대 도시
의 학생과 차별화된 깨끗한 도화지와 같
은 순순함과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재학생들.... 대학 경쟁
이 심화되고 교육부의 구조조정의 칼날
이 매서운 현시점에 학교발전을 위해 헌
신하는 총장님이하 교수, 직원 들...  지
역 기관과 지역 기업과의 활발한 교류와
과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힘쓰고 학생들
의 현장실습, 채용 등의 일자리를 위한
처절한 노력들.... 이 모든 것을 기독교 정
신아래 조화롭게 성장해가고 있는 전주
대학교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만들
기 위해 동참하면서, 이 학교에 몸 담을
수 있게 내게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과 행정직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

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본 현 시점에서의 대학교는
구조조정의 시대, 시장 적합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경쟁우위의 대학만 살아남는 시대, 연구
를 위한 연구가 아닌 학교 재정과 학생교
육과 연관된 연구를 통해 사업을 해야 하
는 시대로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
한 경쟁의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이러한 시대에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CEO인 총장님을 중심으로 수요처의 요
구에 맞는 차별화된 학생을 키우고 이를
통해 양질의 학생 공급이 증가하는 선순
환에 모든 역량을 집결 시켜야 할 것 이
다. 오늘도 내가 새롭게 대학에 몸담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한다.  
아름답게 서로 융합된 모습들을 상처내
거나 조화를 깨뜨리는 일들은 전 구성원
이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전주대의 본연
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되며, 지난 세월
착실히 쌓아올린 현 기반에 한 단계 높이
성장(점프)하고자하는 전체의 염원이 다
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인생 = 행복 = 힘들지 않은 인생”이

라는 고정관념.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인생.

나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당신이 가장 힘든 시간까지 사랑하는 법

을 배우세요.
-배우 박신양 (tvN 스타강사쇼 발췌)-

힘든 유학시절 한 교수님이 추천해준 시
집을 통해 큰 깨달음을 받았던 박신양의 이
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또
글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입니

다. 저 역시 안정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공
부를 시작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때를
떠올리며 글귀를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에게 큰 위
안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시간
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무
례한 “힘든 순간”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
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분명한 것 같았
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마라,

성내지 마라! (푸시킨, 1825)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한 러시안 시인 푸시킨의 시에서도 삶은 힘
든 것이라고, 화내지 말라고 하지만 고통을
주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최근에 확실히 얻었습니다. 돌
아온 탕자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
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한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무게에 힘
들어 허덕일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
가의 사랑 속에서 힘든 인생의 순간을 사랑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전주대의 많은 가족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
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주대 채용 준비를 하던 지난 겨울은 유
난히도 힘들었습니다. 불안, 초조, 간절한
기다림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어려웠
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뻔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저도 모르게 주문을 외듯 기
도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썬데
이 크리스쳔으로 무늬만 기독교인인 저에
게 기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생
활도 잘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려 기
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었습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는 이쁜 자녀들도 많은데 저 같은 날라리가
뭐가 이쁘다고 기도를 들어 주시겠어” 라
는 부정적인 생각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
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하던 기도를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 “도와주세
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연신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미덥지 않아 자주
연락하지 않던 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전
화해서 기도제목을 늘어놓으며 부탁도 하
였습니다. 지금은 이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전주대 교정에 서 있
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기적같이 신기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벅찹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이
런 기적을, 이러한 역사를 만든 것임을 의
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믿으십
시요!!!

오늘은 제가, 내일은 친구가, 또 다음날
은..... 이렇게 기도하다보면 매일 매일 여러
분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를 체험하신다면 또 누군가
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교수칼럼

민정익교수
(스마트미디어학과)

신조어인 카·페·인이란 커피에 관한 내용
이 아니라 ‘카카오(톡)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의 줄인 말로서 다른 사람의 SNS를 보
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생기는 우울증’을
‘카·페·인 우울증’이라 말한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재 SNS의 잘
못된 활용과 이해로 말미암은 심각한 부작용이
진행 중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상륙 7년 만에 전
국민의 생활이 스마트폰 라이프화 되어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2009년 80만대의 스미트폰 보급에서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4,300만대의 스마
트폰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
마트폰 사용 인구측면으로 단순비교만 해도 세
계에서 4번째로 많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
라가 되었다는 것이다.(2016.01.03. 미래창조
과학부 발표)

이것을 보급률로 계산한다면 아마도 우리나
라가 전 세계에서 단연 1위가 될 것이다.

한 소셜미디어에서 5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
한 호주의 모델 ‘에세나 오닐’은 SNS를 통
해 커밍아웃을 하였다.

자신은 SNS에서 가장 화려한 모든 것을 가
졌지만 본인의 생활은 비참했으며, 사람을 숫자
로 정의하고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역기능 때문
에 소셜미디어를 중단한다고 발표 하였다.

소셜미디어에 각자가 게시하는 여러 가지 내
용들이 어느 정도 포장이나 약간의 미화가 이루
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의 가치가 바뀌고 상대적 박탈감으
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큰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을 포장하여 게시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그
런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 참 좋아 보
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합니다. 라
고 댓글은 달겠지만 정작 속마음의 댓글은 단순
히 부럽다는 마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나만
불행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게 되어 본
인의 인생차체를 불행하게 여기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사이버 공간의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과 사이버상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상대
적 박탈감이 더욱 확대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폐해는 ‘관심병’을 더욱 키우고 있

는 ‘좋아요’버튼일 것이다. 인기의 척도로까
지 인식이 되는 ‘좋아요’를 받은 횟수로 인해
SNS중독을 넘어서 집착에 까지 이르게 하는 도
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
민의 문제인 것이며, 스스로 SNS에 중독이 되
어있는지를 냉정히 파악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SNS만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게임중
독, 웹툰중독 등등 갖가지 인터넷 중독들이 가
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것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
었다.

온 지면을 인터넷 중독이야기로 가득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다양해진 현대인의 사
이버 생활! 특별히 우리대학 학생들이 한학기가
마무리 되어져가는 이 시점부터라도 자신의 스
마트폰 라이프를 되짚어보며 이번학기를 잘 마
무리해야할 것이다.

내일부터란 달콤한 유혹은 이제 걷어내자. 내
가 나를 위해 필요하다 깨닫게 된 시점에서 곧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다.
카·페·인 중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
여 카·페·인 우울증을 미리 예방할 뿐만 아니
라 건강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카·페·인 우울증

인생을 사랑하는 법

융합과 조화를 지켜가야

심선화교수
(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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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史記(p.40)에 보면
1897년 김제군 송지동교회가 설립되었
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같은 책 104쪽

에는 1903년에 김제군에 대장리교회와
월성리교회가 설립 되었고 1904년에 대
송리교회, 1905년 두정리교회가 설립
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김제에는 이렇
게 설립이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가
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

지금에는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교통상의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는 변변
한 도로가 없을 때여서 그 지역에로의 접
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찍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우선 미국남장로교 선
교사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각 마을을 다

니며 복음을 전했고 한편으로 선교사가
가지 않은 마을이 있었어도 그 마을주민
이 소문을 듣고 선교사가 상주해 있는 곳
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받고, 자신들의 마
을에 자립으로 교회를 설립한 두 가지 요
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에서는 서문교회가 제일먼저 설
립 되었고 그 다음으로 전북에서 두 번째,
김제지역에서는 첫 번째인 송지동교회이
다. 공덕면 회룡리에 위치한 송지동교회
는 당시 군산선교부에서 활동하던 전킨
(Junkin : 한국명 전위렴)선교사에 의해
설립 되었다.

전북 전주와 군산에 각각 선교부가 개
설 되어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초창
기에는 같은 김제 지역을 두 선교부가 맡
아서 복음을 전하였다. 전주선교부의 테
이트(Tate : 한국명 최의덕)는 금산리와
인근지역을 전도하면서 두정리교회(현
금산교회, ‘ㄱ’자 교회)를 설립하였다.

전킨 선교사는 군산, 익산 지역과 함
께 공덕면 일대를 전도하면서 송지동교
회(여기도 처음에는 ‘ㄱ’ 교회였음) 등

여러 교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선교사들
이 군산에서 송지동을 가려면, 직선거리
로는 그리 멀지 않지만 육로가 잘되어 있
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여
배를 이용하였다. 군산 부두에서 배를 타
고 만경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김제 청하
면에 있는 신창포구에 닿게 되고 강을 따
라 조금 더 올라가면 만경강 상류(공덕면
성지동 일대)가 나온다. 만경강이 없었다
면 송지동 마을은 오지에 속한다 할 수 있
다.  
송지동 사람들은 신찬포구에서 배를 이

용하여 군산에 장을 보러 다녔는데, 군산

에서 선교사를 만난 것이다. 김수진 목사
의 호남기독교100년사에서 당시의 상황
을 알 수 있다.

1896년 어느 날 송지동 사람들이 군
산 장에 가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오는
데 이상하게 생긴 미국인이 가까이 오더
니 송지동에 사는 성원선, 강문선에게 열
심히 전도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 본 일도없는 기독교에 대해
서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그 열
의에 감동되어 그들은 전위렴(전킨) 선교
사를 소나무가 울창하게 둘러싸고 있는
송지동 마을로 인도하여 문학선의 대청
마루에서 전위렴 선교사의 인도로 첫 예
배를 드렸다.

이렇게해서 설립된 송지동교회는 김제
지방에서 선교사에의해 세워진 첫 교회
로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화를 접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후 송지동교회
는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고 특히 여
선교사 리니 데이비스가 이 지역으로 오
면서 한글을 모르는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로 인해 송지동 여성들은 다

른 지역에 비해 교회 출석이 빨랐고 개화
가 앞당겨졌다. 송지동교회와 전킨 선교
사 부부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 여선교사
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
해 공덕, 청하, 만경, 죽산, 백구, 오산, 봉
남 등지의 사람들이 송지동교회에 참석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자립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를 자생적 교회
라고 한다.  대창리교회와 월성리교회 그
리고 대송리교회, 두정리교회, 난산교회,
학천리교회, 후독교회 등이 초창기 자생
교회라 할 수 있다. 대창리교회에 대해서

는 조선예수교장로회史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03년 김제군 대창리교회가 설립되
다. 초에 본리(本里) 이순명, 최학성, 최학
삼, 최태삼, 최윤중 5인이 전주지방에서
來한한 전도인 이기선을 청하야 개도(開
道)한 후 신교(信敎)하고 최윤중 家에 예
배하다가 선교사 전위렴이 래도(來到)하
야 적극 찬조하므로 교우들의 연보로 예
배당을 신축하고 최학삼이 열심히 전도
하야 수 백 명의 신도가 격증(激增)되니
라.

대창교회록에 보면 “일진회라는 단체
가 행악(行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마
을 이순명, 최학성, 최학삼, 최태삼, 최윤
중 등 5인이 최윤중 4칸 초가를 임대하
여 기도처로 삼았고 2년 후 에는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증가하자 본 마을 이춘선
의 가옥 4칸을 현금 35원을 주고 매입하
여 예배당을 건립하였으며, 전주에 거주
하는 전위렴 선교사와 김필수 장로가 와
서 8인에게 학습을 주었다.”고 되어 있
는데, 이를 통해 대창교회 교인들의 뜨거

웠던 신앙을 알 수 있다.
봉남면 월성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

마을에 사는 곽정도(郭正道)가 전위렴(전
킨)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후 예
배당을 신축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월성
교회의 시작이다. 또한 그는 열심히 전도
하였고 나중에 교회 인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김제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후 스스로 교회
를 세워간 역사와 함께 초기 김제지역 그
리스도인들의 정신을 눈여겨보아야 한
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8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김제지방 교회 이야기

▲ 남포교회 ▲ 처음 자립으로 설립한 대창교회

▲ 명량교회▲ 김제지역의 첫 교회 송지동 교회▲ 죽동교회▲ 만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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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장 미

공 붓 벌 레

주

병 동 의 보 감

이

정 직 스

피

대 싱

기 미 세 먼 지

만

성 년 의 날 끝

 <852호 정답자>

1.임아라(행정학과) 6.강우성(기계자동차공학과)

2.김한별(경영학과) 7.김선영(일본언어문화학과)

3.정대한(운동처방학과) 8.김은진(중등특수교육과)

4.강문철(상담심리학과) 9.김보람(역사문화콘텐츠학과)

5.김남희(영어교육학과) 10.김용현(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장르: 드라마, 가족  · 감독: 창감독
· 15세 관람가  · 한국/ 116분  · 2016.05.19.개봉

- 줄거리 -
12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 손녀 혜

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

간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 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 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혜지는 서울
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 12년 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
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
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계춘할망>

▲ 사진1.‘계춘’이 손녀딸인‘혜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떨려하는 장면

▲ 사진2.‘혜지’가‘계춘’에게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주는 유쾌한 장면

▲ 사진3. 미술선생인‘충섭’이 수업하는 장면

1.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상하로 가늘게 떨어 아름답게 울리게 하
는 기법. 또는 그렇게 내는 음. 같은 말로 비브라토가 있다.
2. 2016.05.25.일에 개봉한 영화로 감독은 하네스 홀름이며, 책으
로는 프레드릭 배크만이라는 작가는 2012년에 ○○○○○○로 성
공적인 데뷔를 하였다. 이 소설은 출간 즉시 굉장한 인기를 모았고,
인구 9백만의 스웨덴에서 7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3. 서로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를 이르는 말.
4. 2주에 한번 전주대학교의 신문을 출판하고 편집하는 곳. 이 곳은
전주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
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5.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있을 수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
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장.
6. 작은 보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
지른 보를 말한다.
7.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8. ○○○○은 '선(善)은 권장하고 악(惡)은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한국 고전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유형이다.
9. 도서구매, 공연관람 등의 문화생활에 많이 사용되며 영화관람과
도서구입, 온라인 컨텐츠(게임, 음악, 커뮤니티 등) 이용에 사용되기
도 한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받는 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선물로 많이 구입됩니다.
10. 사랑에 놀러 다니거나 놀러 온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칸을 색으로 칠해서 보내주세요~~
※ 선착순 10명! 인증샷을 꼭 이름, 학과, 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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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대 문 도 가 베 스 중 종 의 기 미

못 아 참 전 주 대 신 문 사 욱 오 는

부 참 모 받 용 들 의 고 랑 습 베 관

산 김 미 관 철 보 물 탐 꾼 완 라 면

배 완 고 휴 파 구 스 독 파 점 는 라

여 기 는 바 이 브 레 이 션 아 남 님

리 틀 투 나 도 너 노 부 각 점 자 책

키 리 부 자 문 경 지 교 티 성 레 미

잔 채 집 공 화 장 품 베 러 검 감 색

로 인 시 안 상 대 주 의 기 달 사 표

쓰 문 제 껌 품 절 성 품 평 국 장 이

다 창 창 딥 권 선 징 악 오 늘 쉽 죠

Q.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단쁘니 :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진정
성을 선택해 잔잔하고 담백한 서사를 지녀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는
점이 비록 사람에 따라 취향을 탄다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
에게는 매우 좋게 느껴졌다.

우기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제주도의 풍경들이 너무 좋았다. 영
화를 보며 ‘제주도에 저렇게 이쁜 곳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영화의 배우들의 감정에 잘 어울렸다. 그래서 영화를 보
면서 더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Q. 영화를 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단쁘니 : 극 중 손녀인 ‘혜지’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그린 장면
이 있다.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려고 정성을 다해 집중하며 그리는
장면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손길 하나하나에도 가슴 먹먹한 진심이
묻어 나오는 걸 보면서 흔히 강요된 감동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감동을 선사해 주는 점에서 그 장면이 가장 기
억에 남았다.

우기 : 손녀인 ‘혜지’가 치매가 걸려 집을 나간 ‘계춘’을 찾
는 중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리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그 장면에서 ‘계춘’을 향
한 ‘혜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Q. 영화를 보고난 후 바뀐 점이나
깊게 생각한 것이 있나요?

단쁘니 : 가족, 그중에도 특히 할머니의 내리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영화였다. 그저 우리 강아지, 하시며 엉덩이를 토
닥거리는 사랑이라 생각했던 할머니의 사랑이 어쩌면 그 어떤 사랑
보다 깊고 따뜻할 수 있다는 점이 나의 감성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우기 : 영화가 끝난 후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했다. 대학에 들어
온 이후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부모님께 제대로 된 연락을 하지 않
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반성하게 되었다.

◎ 스틸컷으로 보는 줄거리

▲ 사진설명 : 할머니 몰래 빠져나와 해변가에 앉
아있는 혜지에게 다가와 계춘이 함께 담배를 피
우며 건네는 대사 -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편만 있으면 살아지는 게 인생
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
라.”

▲ 사진설명 :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혜지
가 계춘의 손을 꼭 잡은 채 제주도 바다 속을 함
께 유영하기 전 계춘이 혜지에게 건네는 대사 -
“내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 사진설명 : 제주도로 돌아온 혜지는 서울로 그
림경연대회를 나갔다가 돌연 다시 사라지고 만다.
그 이후 대회에 입상한 혜지의 그림을 가지고 온
미술 선생 ‘충섭’이 계춘에게 꼭 봐달라고 그
림을 주면서 하는 대사 - “할머니 덕분에 혜지
가 어둠이 아닌 빛을 그리게 됐어요.”

◎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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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JJ일기장★
이제 벌써 2016-1 한 학기를

마무리해가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신입생들이 들어와 대학생활을

적응하면서 이일 저일 있었는데... 

오늘은 전주대학교 일기장에 적혀있는

한 학기를  회상하며추억여행을 해볼까?

- 취재: 조혜민, 박영은기자      

♥♥          ♥♥846호 - 1월 11일 ♥♥          ♥♥847호 - 3월 07일 ♥♥          ♥♥848호 - 3월 16일

♥♥          ♥♥851호 - 5월 04일 ♥♥          ♥♥852호 - 5월 17일♥♥          ♥♥849호 - 3월 30일 ♥♥          ♥♥850호 - 4월 14일

전주대학교가 2016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전북 주요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모집단위별로 간호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건축학과(5년제)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의 만족도 1위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에 이어, 
올해 입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
전주대 학생으로서 뿌듯했다.

3월2일 희망홀에서 입학식을 했다. 이번 입학식은
보통 때와 달리 오리엔테이션과 별도로 개강 후
진행되었다. 기수대의 인도를 받은 총장님과 교무위원의
입장의 시작했다. 총장님의 좋은 말씀으로 마음에 가
있었다. 그리고 새 출발 선서와 ‘입학허가’ 선포에 이어
교가 제창을 불렀다. 2부 행사의 ‘백마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가장 인상 깊었다. 각자 꿈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는 날이었던 것 같다.

일본언어문화학과가 K-MOVE 스쿨사업을 운영해 12명의
졸업생이 일본 기업의 정규직원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일본언어문화학과가 해외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인
K-MOVE 스쿨사업에 전국 4년제 대학 중 단독학과로
선정되었다. 12명의 졸업생은 IT회사와 함께, 일본에
소재한 통번역 회사 및 대형 호텔에 취업했고,
전주대 K-MOVE 스쿨사업단은 수료생의 70% 이상이
해외취업에 성공하며 우수기관 선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멀티링구얼(multilingual)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으로도
취업 국가를 적극 확대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3월 23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전주대 학생자치기구
연합 출범식이 있었다. 제 43대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
각 단과대학이 함께 한해를 출발하는 의미가 있어
더 뜻 깊은 시간이었고, 학과별 장기자랑 준비 등으로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걸그룹 연예인
‘레이샤’와 가수 유성은, 기리보이의 축하공연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주었다. 이번 연합 출범식을 통해
올 한해 학생자치기구의 활기찬 활동이 기대가 된다. 

이번 3월말부터 벚꽃들이 점점 피어나고 있다.
교외나 교내에 너무 예쁜 벚꽃들이 피어나서 캠퍼스 곳곳이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날씨도 화창해서
요즘은 학생들이 다 나와서 교내 예쁜 벚나무들과 사진을
찍고 추억하나하나를 새겨가는 중이다.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벚꽃축제로도 매년 하는 것이지만 먹거리랑
즐길 거리도 같이 있어서 봄이 너무 즐겁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개교기념일 52주년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교내에서 예배와 기념식을

했다. 이날은 교수선교회에서 교수님들이 특송을

해주시고 홍정길 이사장님이 설교를 해주셨다.

그 후에 우리 학교를 위해 수고해주신 교수님들에게

상과 상패를 전해주는 기념식도 하는 날이었다.

성년의 날이었다. 우리 학교 내에 신입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날이다. 매년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에
색다른 느낌도 들고 더 열심히 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위해 더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날인 듯
하다. 게다가 이 날은 채플에서도 총장님이 축하해주시고
꽃과 선물도 주니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

전주대 학교 5학년 2 반  이름:팔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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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사람’의 이야기로 알
려진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까지에는 질투 때문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
스마엘 족속 상인에게 팔아넘
긴 형들, 애굽에 끌려 와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고, 일곱 해 흉년으로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
제를 다시 만난 요셉이 형제
를 용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는 요셉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7장의 첫 절은 요셉이
아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야곱이 가나안
땅…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
라… ” (창37:1,2). 야곱은
정말로 사랑했던 라휄이 낳은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어느
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
셉을 심부름 보냈다. 그 요셉
을 형들은 낯선 나라의 종으
로 팔아넘기고 수 염소를 죽
여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적
셨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심히 애통
했다.“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창37:35).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은 살아 있
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
여 일하셨다. 아버지 야곱이
나 형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
는 방법으로 요셉과 동행하며
매사에 개입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자녀들의 삶 속에 개
입하신다. 세월이 흐르고 신
앙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그
것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어
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살아있고, 포기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
는 것을 보며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행복의 이정표라고
믿었던 속 좁은 부모의 인생
관을 회개한다. 

▼ 내가 채색 옷을 지어 입
혀야 한다고 믿었던 그 보호
막을 찢으신 하나님, 더 놀라
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
님을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찬
양한다,“할렐루야!”이제 곧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가르치고 키우는 사명을 부여
받은 교사, 부모, 목회자가 깊
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나
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
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
게 하셨나니”

(고전3:4).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
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까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마누엘
믿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과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
찰하니’라고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노
예생활을 했고 감옥에 지냈습니다. 낯선
애굽에서 그가 고난을 당해야했고 또 종으
로, 죄수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
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결코 남을 탓
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
운데서 그가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

께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
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
었더라.’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감옥
에 갇혔습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
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
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
다고 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
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사실 환
경과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
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
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종의
생활에서, 그리고 감옥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평안
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
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
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묵상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 하며 그분의 십자
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가운데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임을 믿
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년과
흉년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형통
함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토지의 수확이 많았고 그 후 7년 동안 극
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어 요셉은 모든 창
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고, 또 각국 백
성에게 양식을 팔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렸
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지혜와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미
래를 대비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7년
의 풍년의 시기에 소비의 유혹을 물리치고
20%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
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구나. 과연 하
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이유가 무
엇일까?’하는 것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
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앞날의 모든 역사를 맡기실 것
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전주대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장관익 목사
(전주사랑의교회 담임)

A.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사는 게 재미
가 없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명

령하는 대로, 인간의 의지가 말살된 채 살
아간다면 메마르고 숨이 콱 막힐 것입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은 가끔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불행도 시작되지 않았
을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
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
한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책임은 당연히 인간 스스로 져야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
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왜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냐고 항변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좋아서 스스로 택한 것입
니다.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택한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회는 점차 악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인간
에게만 주신 자유의 특권을 이왕이면 선
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로봇이 아닌 자유의 존재

요셉의 형통함이 주는 교훈
(창세기 41:46~57)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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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는 현재, 본부 및 국내 24개 지구,
해외 18개 지구를 두고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
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ESF
전주지구는 1965년부터 캠퍼스복음화와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삼아 활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
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교육대학
교, 한일장신대학교, 기전대학교 7개 대학
에서 10명의 간사와 약 160명의 학생들
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 ESF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명으로 삼은 ESF는 온세상에 증인이 될
지성인 성경선생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ESF는 성경을 권별로 공부하고, 배
운 성경을 후배들에게 전인격적으로 가르
치며, 성경선생을 길러냅니다.

■ ESF 주요 활동/훈련
- 일대일 성경공부 : 일주일에 한 번, 선배
(목자)와 후배(양)가 만나서 권별 성경공부
를 이룹니다.

1학년 : 창세기
2학년 : 로마서, 빌립보서
3학년 :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 월요 모임(GBS) : 복음서 말씀을 매년 한
권씩 돌아가며,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교제
를 나눕니다.
1년차 : 마태복음,  2년차 : 마가복음,  3년
차 : 누가복음,  4년차 : 요한복음
- 목요 공동예배 : 전주지구 전체 학생이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눕니다.
- 소감 작성 : 성경공부 후 배운 말씀을 삶
에 적용하는 글쓰기 훈련 입니다.
- 아침기도모임 : 매일 아침 캠퍼스와 대한
민국, 북한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나
눕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단체라고
해서 자칫
딱딱해 보
일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와 나눔이 있습니다. 기타 친교모임 등으로
삶과 마음을 나누며, 공동체로 모이길 지향
하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담당 : 권용수 간사 010-8584-4488

착한 선교동아리 소개   「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 기독대학인회) 」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인
인 네팔에서 기독교인 수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
식이다. CBN 뉴스는 “네팔이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
나”라며 “지난 10년 동안 기
독교 인구가 3배로 증가해 현재
삼십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네팔 선교사 에블린 마틴은

“우리의 목표는 네팔 내 교회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며 “네팔 청
년은 기독교 복음을 열린 마음으
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학교
와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
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 의
하면 네팔 내 기독교 인구는 매
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
자들은 최근 네팔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와 종교를 분류해 종교

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인구 증
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네팔의 기독교인들에 믿음
을 더하여 주사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
서. 네팔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을 일으키셔서 온
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오
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
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박해 가
운데서도 네팔의 영혼들이 일어
나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
며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케 하
소서.”

차별과 박해의 고통에 노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교만’

5월 24일(화), 25일(수) 양일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이찬수 목사
초청 연합집회가 있었다. 저녁 7시
부터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시작된
집회는 이찬수목사의 힘있는 말씀
이 선포되며 절정을 이루었다.  이
틀간 집회가운데 이찬수목사는

‘어려울수록 찾아야 할 하나
님’(이사야6:1~6), ‘예수님의 쉼
터’(누가복음10:38~42)라는 주
제로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사랑의
교회(담임 오정현)에서 분당 우리교
회 담임목사로 분립 개척하면서부
터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교만

과 겸손에 대해 정의하였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옵션’이 아닌 필수요
소로 ‘교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의를 갖춘다고 해
도 겉모습으로 ‘겸손’과 ‘교
만’을 평할 수 없는데, 교만의 진
정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자세’라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
배’에 있다고 선포했다. 예배에 목
숨을 건 사역을 감당할 때 부흥이
온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에
당면했을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
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가
장 빠른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선포했다. 이번 집회는 전주대를 향
한 지역교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
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지역교
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을 더욱 공고
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_ 편집부

♥교내 예배안내♥   -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 6월 2일(목), 08:00, 대학교회
- 교직원 종강예배 : 6월 8일(수), 10:50, 대학교회 

세계를 품는 시간

네팔, 기독교 인구 10년간 3배 증가이찬수목사 초청 연합집회

2016 여름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청년대학 1차  2016년 7월 14일(목) ~ 7월 16일(토) 2박 3일, 총신대학원 (용인양지)
청년대학 2차  2016년 8월 11일(목) ~ 8월 13일(토) 2박 3일, 총신대학원 (용인양지)
문의 : ☎ 042) 631-2000 , 02) 3477-6226 / 홈페이지: www. juba.co.kr

주바라기 청년대학 선교비전캠프 일정
“열방을 향한 꿈을 꾸게 하소서 - 사도행전2장17절”

청년대학  - 2016년 8월 4일(목) ~ 8월 6일(토) 
2박 3일, 우석대학교 

문의 :☎ 070) 8222-2408
홈페이지 : www. thecalling.co.kr

“복음의 진전 - 빌립보서1장12절”

2016 더콜링 여름워십캠프

2016 예수전도단 MISSION CONFERENCE

2016년 6월 27일(월) ~ 7월 1일(금) 4박 5일, 할렐루야 교회(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주관 :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사역 YWAM Campus Ministry Seoul  문의 : 홈페이지 참조 www.ywamcmk.org

서울MC “BE THE LIGHT,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마태복음5장 14~16절”

2016년 6월 27일(월) ~ 6월 30일(목) 3박 4일, 서산 엘림하우스
문의 : 이한일 ☎ 010-5699-8642 / 홈페이지 : www.ywamcmk.org

중부MC “Youth With A Mission”

2016년 6월 27일(월) ~ 7월 2일(토) 5박 6일, 한국 국제대학교(진주)
문의 : 조정주 ☎ 010-9889-8510 / 홈페이지: www.ywamcmk.org

남부MC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창세기1장 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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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WWII Nazi Germany believed they
could bomb Britain into submission. One of
Britain’s forms of defence was to build bomb
shelters where Britons spent hours each night
in fear and boredom. 

During this terrible time, an English clerk
named Anthony E. Pratt developed a game he
could play with his friends while they were stuck
in the underground bunkers. It was a “Who Done
It” kind of game that he called “Murder!” And his
friends were so delighted by the game that Pratt
eventually sold the concept to a British company
who renamed it, “Cluedo.” Actually Parker Bros.
bought the game in 1949, and renamed it “Clue.”
One website called “Clue’s” game board one of
the 7 coolest game boards ever created.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figure out who done it?
And of course every who-done-it needs a
victim. Now, the Bible tells us about an entirely
different kind of, “Who done it?” It’s not a make
believe game or a fictional story, it is a very se-
rious mystery. And just as in the game of Clue,
there is a victim. 

Paul told the Ephesians: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Ephesians 2:1)
And he told the Colossians the same thing: “you
were dead in your sins.” (Colossians 2:13) They
were dead and do you know what killed them?
(THEIR SINS) They were dead in their trans-
gressions and their sins. 

Now, the mystery is: Who DONE it? Who
DID the sin? Who was responsible for their sins?
Can you guess? The Bible’s answer is very
straightforward and to the point. They had done
it. It was THEIR sins that killed their souls. And
in the same way, it’s our sins that made us dead
too, before we became Christians. It was OUR
SIN that caused us to be dead before God and
that’s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here in
Matthew 5:29-30. I’ve begun reading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gain. When I
reached the 4th chapter of Genesis, a few verses
literally stood out for me. 

Genesis 4:6-7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
cast?  7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God told Cain - You've got an “anger man-
agement problem.” You've got a problem and
you need to deal with it, because if you don’t deal
with i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and it de-
sires to have you.” Now, why did God say that
to Cain? Why tell him to deal with his anger?
Well, because Cain had already shifted the blame
of his anger to someone else. Who do you think
Cain was blaming for his anger? That’s right,
Abel was at fault. Cain felt his anger wasn't HIS
problem. His anger was his brother’s fault and
God was basically telling Cain don’t blame your
brother for anger. It’s YOUR anger. You need to

deal with it. 
In the same way Jesus was telling the people,

“It’s YOUR hand. It’s YOUR eye. It’s not some-
one else’s job to fix this. It’s YOUR job.”

Now the world disagrees with that. The world
has kind of a “no-fault” mindset. We live in a
world of no fault divorces and no fault auto ac-
cident policies. The world says: Your sin is not
your fault. It’s somebody else’s fault. The world
is always looking for an excuse to blame sin on
someone else. We have a tendency to let people
pass the buck. People refuse to take responsi-
bility for their own personal choices. Cain was
an angry and bitter man and decided he had a
right to be angry and bitter. King David com-
mitted adultery with his friend’s wife, but he’d
already decided it was ok to allow his eyes to
look at things he shouldn't. He realized it is
wrong, but he did it anyway. All these people did
what they did, because they had already decided
it was ok to do it. 

And Jesus says: Make a different decision.
Decide not to live like that. If you’re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f you’re eye causes you to
sin, gouge it out. Now, in the day of Jesus, that
was a common teaching technique for Rabbis.
The whole idea was to confront the audience
with such an “in your face” absurd statement that
it would make them think about what was being
taught more seriously. 

So, Jesus was catching his audiences' atten-
tion by commanding an absurdity: Gouge it out,
cut it off. We have a phrase like that in our cul-
ture. Do you know what it is? Cut it out or Cut
off. If the people you are hanging out with are
pulling you away from God, cut them off. If
you’re activities are causing you to sin, cut them
out. If you’re reading things that make you angry
and bitter, cut those things from your life. Cut it

out! Quit it! Make a different decision. The point
is, God called us to change our lives so that we
are devoted to live holy lives. Not because we
are righteous, but because He is and we now
represent Him. We are called to a life where we
refuse to make excuses for bad behavior. In the
earlier century, there was a story about a king-
dom that had a large boulder in the middle of the
roadway. 

Traveler after traveler walked past the boul-
der, veering off the side of the road to get around
it. They would walk by it shaking their head and
muttering, "Can you believe that? Someone
should get that big thing out of the way. What an
inconvenience!" Some would even complain to
other citizens that they should move it out of the
way. Often there would be arguments as they
each pointed their fingers at each other and that
it was their responsibility to get rid of it. 

Finally, a man came along and, seeing the
boulder, he took a branch from a tree and pried
the boulder enough to get it rolling and rolled it
off to the side of the road. Lying underneath the
rock, he found a small bag with a note. The man
picked up the note and read it. It read as follows:
"Thank you for being a true servant. Many have
passed this way and complained about the
problem and told others to solve it. But you have
taken the responsibility upon yourself. You are
the type of citizen we need in this kingdom.
Please accept this bag of gold that traveler after
traveler walked by simply because they didn’t
care enough, about serving the Kingdom." I
wonder how many golden opportunities we’re
missing each day, simply because we don’t want
to be responsible. Are we Christians who are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Before we can
change the world, we need to change ourselves
first. Let’s be responsible Christians!

Who Done It? (Matthew 5:29-30)

By Scott Radford

Do you like fast
food or instant
food? There are a
lot of fast food
restaurants around
us like Burgerking
and Mcdonalds. We
can find many in-

stant food like frozen pizza and cup noodles in con-
venient stores. Fast food restaurants provide a variety
of tasty food quickly, so many people like to go there
to eat. Especially teenagers and young people prefer
quick and easy food more than traditional foods. I think
this is not good for several reasons.

First, fast food and instant food are very bad for
our health because they contains too much salt, sugar
and fat. It can cause obesity and various adult diseases
such as high-blood pressure, diabetes and heart at-

tacks. For example hamburgers more than double the
fat of daily requirement. So if you often eat these, you
will become fatter. 

Secondly, fast food and instant food cause envi-
ronmental problems. They make much garbage and
pollution. When we eat these types of food, we use a
lot of chopsticks, paper cups and plastic bags. They
may contain many toxins and chemicals. It is harmful
to the ecosystem. Many fast food companies build
large factories through the destruction of nature.

In conclus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
ernment should make advertisements about the
problems of fast food, and provide healthy food in
schools. Considering our health and nature, we should
reduce eating junk food and try to cook our own meals
ourselves. Let us just remember this simple thing
"You are what you eat."

Risk of easy meals

Kim song eun

Recently, it is a hot issue that products from OXY
are not proper to use and more than 100 people were
killed by humidifier sterilizers, which made people
angry because OXY didn’t accept the results of testing
quality by some institutions. While OXY has concealed
the results for many years, they’ve earned much
money without conscience. Whenever I see news on
TV, I think people have to boycott their products and
ban advertising them on TV, newspapers and online,
too. 

First, an important reason that I protest adverts of
bad companies is that TV is shown to the public and
they’re likely to buy things by watching ads. We have
a right to boycott some companies that have social
problems and this can lead to a cleaner society. For
example, the CEO of Mr. Pizza changed his stance by
many customers’ boycott. He was sued for his violent
behavior to a guard and refused to apologize to him

so people found him to be very arrogant, so finally he
changed his mind and apologized. I think this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the power of consumers. 

The second reason that I want to tell you is that
advertisements indoctrinate young children to buy
their products and this can be thoughtless consumes.
As these young children are exposed to various kinds
of colorful, tempting brand new items, they are eager
to get new ones although they have similar things al-
ready. They keep begging their parents to buy them
new items, and they’re likely to become blind con-
sumers eventually. 

For these reasons, I think advertising products of
bad companies should be banned from mass media.
If we search information about new products that
we’re going to buy instead of just watching ads on
TV, we can make wiser decisions for our better life.

That products from OXY
Choi Kyuhyun

There is a famous saying; "The world is a
book and those who do not travel read only a
page." Traveling can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hange your life, but many people hesitate to
travel for many reasons. The one main reason
is that most people are too afraid to travel alone.
They can't find someone to travel with them,
and they just give up. But, I want to tell them
never mind, you can still find happiness there,
and have a better time." Traveling alone has
many benefits, and it will be a great experience
in your life.

The first benefit of traveling alone is that
you can travel freely. It means that you can
change your schedule and do anything you want
to do. Also, you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other people. For example, if you plan to travel
to another city, but you don't want to leave be-
cause you love the city that you are in now, you
can stay more as long as you want. If you are
impressed by a sunset, so you want to sit a
while watching until the sunset is over the sea,

it's ok. You're free to do anything you want to
do. It's totally up to you. You can just enjoy and
appreciate every moment when you travel
alone.

The other benefit of traveling alone is that
you can get to know yourself well. These days,
we are so busy, so we don't have much time to
be alone. We're usually afraid of being alone, and
try to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But,
sometimes, being alone is necessary, because
we can concentrate on our own thoughts and
feelings. If you travel alone, you'll have more
time to talk to yourself, and you'll know your
own feelings and hidden personality better. You
can look back on your life, and you'll see your
life's direction that you should take in your life.
It's good chance to look back, and go forward.

Traveling is always right, and traveling alone
is better. If you want to be free and listen to your
inner voice, it is the best choice. Don't hesitate,
just travel alone.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do freely, and you'll meet your 'real' self.

The enjoyment of traveling alone

Kim Mikyeong

Recently,
I was using
my smart-
phone by
myself. I
asked my-
self “Why I
am looking

at smartphone unconsciously?” I think smart-
phones are harmful and can make me anti-so-
cial. 

First of all, smartphones causes eye damage.
Smartphones have blue light. The blue light can
destroy your visual nerve. When we lose our
visual nerve, we can’t see anything. Especially,

when we use smartphone in dark places, the
blue light can cause serious damage to the visual
nerve. Even though smart phones have these
problems, the company’s don’t advertise these
harmful effects to customers. They should let
people know that smartphones can cause eye
damage. 

A second and more important reason is that
using a smartphone can make people nonsocial.
I was drinking coffee with my wife in some cafe,
when I realized that we weren’t talking to each
other for a long time.

For these reasons, I think smartphones can
make negative effects on people.

Let’s put down your smartphone while.
Lim Dae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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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견과류 잘게 부숴주세요. 2.마시멜로를 넣고 약불에서 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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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시멜로 강정을 만들때는 약불에서 해 주어야 재료가 타지 않아요.
※ 버터가 없을 경우, 식용유 1큰술을 넣어주세요. 
버터와 식용유는 강정이 식었을 때 달라붙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시멜로와 견과류의 달콤한 만남!

4. ③의 불을 끄고, 준비한 견과류를 넣고 섞
어주세요.

5. ④에 준비한 튀밥을 넣고, 함께 섞어주세요. 6. ⑤의 재료를 손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잡
아주세요.

7. 완성!

달달하면서 몸에 좋은 간식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시멜로 땅콩 강정과 함께 건강과 달달함을 모두 챙기세요.

3. ②에 버터와 소금을 넣고, 녹여주세요.재료 (1인분) 컵은 종이컵 기준, 큰 술은 밥 숟가락 기준

- 마시멜로 10개, 하루 견과류 1봉지
튀밥 1컵, 버터 2큰술, 소금 약간

2016년도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반 모집 안내

1. 교육기간 

- 1급반 : 2016. 6. 20(월) ~ 2016. 7. 22(금) 13:00 ~ 16:00(총 75시간)

- 2급반 : 2016. 6. 20(월) ~ 2016. 7. 8(금) 13:00 ~ 16:00(총 45시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 각 반당 선착순 25명

3. 접수기간 : 2016. 5. 30(월)부터 선착순 방문접수

4. 교육장소 : 스타센터 강의실(별도공지)

5. 교 육 비

- 1급반 : 18만원(강의료 + 교재료)

- 2급반 : 10만원(강의료 + 교재료)

6. 접수처 및 문의 : 취업지원실 스타센터 241호(220-2166)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시 혜택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StarT SP포인트 100점(장학금 30만원 상당)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StarT SP포인트 50점(장학금 15만원 상당)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 필기, 실기 합격증 제출시 응시료 전액 지원

(응시료 지원의 경우 2016년 12월까지 합격자에 한함)

2016학년도 1학기 
강좌평가실시 안내

1. 강좌평가 일정

평가시기 : 2016.6.7(화) ~ 6.17(금), 2주간

성적확인 : 2016.6.30(목) ~ 2016.7.8(금), 1주간

2. 평가방법

① 학교 홈페이지 내 “ inSTAR ” 또는

② 개인 핸드폰(모바일)에서 JJ Smart Campus 내 학사관리 내 강좌평가

③ 한 문항씩 단계적 설문응답 체크 

※주의사항 : 12문항 중 11문항 이상 동일한 응답으로 체크할 경우 

강좌평가 무효

3. 더 편리하고 간편해진 강좌평가 방식 도입

- “인스타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음.

- 어플 “전주대학교 포털” 검색하여 설치, “인스타”, “학사관리”, “강좌평가”

순으로 입장

※강좌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개편 및 만족도 향상 지표에 참고하게 되니, 

성실하고 소신 있는 평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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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1만 2천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벌써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되어 전주대 총학생회를 이끌어가면
서 ‘힘든 점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이
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이라면 1만2천 학우 여러분
을 위해 일하면서, 모두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지만 상
황에 따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
는 한계에 부딪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
만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나 복지 등을 계획하고 이행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
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연초 세운 공약들 중 지켜진 공약들과
반면에 지켜지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블YOU 총학생회 공약사항
① 다양한 기준의 생활비 장학금제도 도입

(현금지급)
② 문화별 다양한 소규모 축제, 행사 개최
③ 교내 전체 WIFI ZONE & 신호강화
④ 호수 리모델링-전주대학교 제2의 랜드마크

⑤ 출결, 수강신청, 사이버 캠퍼스, 도서관, 
학사정보 = “통합모바일인스타”

세부공약 : 기숙사 점호 폐지, 교내“충전 ZONE”
설치, 일체형 책걸상 - 분리형 책걸상으로 점진적 교
체 추진, 도서관 중간·기말고사 1주전 24시간 개방
& 자리 배정기 오류 최소화, 스타 특강 콘서트 개최

먼저 한 학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요, 2016년 1월
1일 임기 시작으로 지켜진 공약들은 먼저 등록금 동
결 및 장학금 비율 증가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등록
금심의위원회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학생들
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동결 및 장학금 비율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모바일인
스타”는 작년의 총학 공약인 모바일 학생증을 시작
으로 겨울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미팅을 거쳐 오류 최
소화 및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기능들이
합쳐져 5월16일부터 전주대학교 포털 어플 “JJ
Smart Campus 어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문화
별 다양한 소규모 축제 및 행사 개최를 위해 진해군항
제, 버블씨름을 추가한 체전 등이 진행되었고, 더 많
은 행사들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문화, 의료, 복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를 맺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들은 학생회관 제휴 게시판 또는 더

블YOU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이 외에 중간. 기말고사 도서관 24시간 개방기간을
도서관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6일을 9일간으로 늘렸
습니다. 또한 자리 배정기 오류 최소화는 스마트 어플
출시로 더욱 편하게 이용 가능하여 졌습니다. 이 외에
도 아직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은 학교와의 협의 중임
으로 아직 남은 임기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이제 1학기를 보내고 곧 여름방학이 
찾아오는데 전주대 학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계획하셨던 것들은 다들 이루셨나요? 더블
YOU총학생회에서도 약속드린 공약들을 이행하고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남은 1학기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학
생회에서는 기말고사 간식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간식 받으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공부, 여행, 운동 등 자기개발을
위해 계획들 많이 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계획
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총학생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국토대
장정이 7월 중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해 자신이 세웠던 목표는 무엇인가?  
- 복수응답가능>

※재학생100명의 복수답변 개수 245개에 대한 백분율

분석 : 전주대의 많은 재학생들이 올해 자신이 세
웠던 목표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적향상이고,
다음으로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기타에는
금주, 자격증취득, 실습준비 등이 있었다.

<1학기 초에 목표했던 것이 몇 퍼센트 이뤄졌는가?>

분석 :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40% 가량

으로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에는
더 적절한 목표설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한 일
을 잘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장 큰 요인은?> 

분석 : 위의 질문을 토대로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의지와 노력부족을
꼽았다. 그 외에도 욕심과다 실패의 대한 두려움 등
이 있었다.

<한 학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복수응답가능> 

※재학생100명의 복수답변 개수 174개에 대한 백분율

분석 : 과반수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한 학
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선택했다.
역시 대학생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
나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여름방학 계획은 무엇인가? 
- 복수응답가능>

※재학생100명의 복수답변 개수 192개에 대한 백분율

분석 :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의
계획들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도 여행이 순위가 가
장 높았다. 방학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행
하는 것이 학생시절에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부가적 계획으로는 전공·토익
공부, 해외봉사 등이 있었다. 

_ 인터뷰, 설문조사: 김하선, 박주경기자

100명 대상

“목표재점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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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이 엊그제만 같은데 푸르른 5월이 지나고 한 학기를 결산할 수 있는 6월이 찾아왔다. 이번 호
에서는 전주대 학생들의 ‘한 학기를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전
주대학교 더블YOU 총학생회가 지킨 공약과 아직 지키지 못한 공약이 무엇인지,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의 소감을 들어보기 위해 전주대학교 더블YOU 김민재 총학생회장(물류무역학과 4년)을
만나보았다.

전주대학교 더블YOU 총학생회장 인터뷰

전주대 신문사는 지난 5월 25(수), 26일(목)에 학생회
관에서 전주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연초에 목
표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의 계획
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학기 초에 목표했던 것에 대한 성취도는 40%
로 나타났는데,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의지와 노력 부족으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한 학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응답
하였다. 기타로는 학과 실습, 학생회 활동, 조별 발표 순으
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목표한 것을 다시 돌아보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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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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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재학생은 1차만 신청 가능)

1. 신청기간 : 5/19(목) 9시 ~ 6/14(화) 오후 6시

2. 신청방법 : www.kosaf.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4. 신청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휴학생, 자퇴, 유급, 취업학기제 등은 신청불가

- 국가 보훈자녀 및 국가 유공자는 신청대상 아님

5. 유의사항

- 평일,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6시까지)

-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발생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시 주의필요)

6.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220-2164

201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 2016. 6. 14(화) 18시까지

2. 신청방법 : www.kosaf.com

3.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만 일반근로(교내외),방학중집중근로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유형등 모든유형에 선발가능 합니다.

4. 희망부서는 별도의 신청기간 운영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