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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 학기를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는
타오르는 목을 적실 맑은 물을 주시고
지나 온 시간 다툼과 미움으로
다가 올 세월 걱정과 불안으로
피 흘린 상처 상처마다 어루만져 주시어
눈물이 더욱 맑게 하여 주소서.
땀방울이 더욱 진하게 하여 주소서.
핏방울이 더욱 곱게 하여 주소서.
그윽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 학기를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는
모든 교수와 직원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 되어
깊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 학기를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매한 심령에 눈동자를 풀어 주소서.
내일을 향한 두려움의 돌문이 열리게 하시어
기진한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소서.
활짝 열린 귀로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복으로 주신 
그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풍성한 열매로 맺도록 간구하게 하소서.

장선철교수 (상담심리학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는<기도문>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다시 도전하기]

전주대학교 2015년도 후기 학사학위수
여식이 지난 8월 18일 예술관 아트홀에서
열렸다. 제49회 졸업생 480명에게 학사
학위가 수여되었는데, 이날 학위수여식에

는 졸업생 및 학부모, 지인들로 아트홀이
가득찼다. 이호인총장을 비롯한 내빈이 입
장하는 가운데 엄숙한 분위속에 학위수여
식이 시작되었다. 이호인총장은 졸업생들
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축하인사를 전
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
택하라. 두 번째 겸손을 잃지 말라. 세 번
째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며 자
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에 목표를 둘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홍정
길 이사장(신동아법인)은 지난 4년을 회고
하며 졸업생들과 학부모의 노고를 치하하
면서 “가장 강력한 구조 개혁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을 졸업시키게

되어 감격스럽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
린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
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
를 전했다. 전주대 총동문회 임정엽회장은
“수퍼스타의 길을 가는 7만의 동문들의
발자취를 따라 졸업생 여러분의 앞길을 적
극적으로 개척하며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인문대학 57명, 사
회과학대학 68명, 경영대학 92명, 의과학
대학 24명, 공과대학 69명, 문화융합대학
66명, 문화관광대학 47명, 사범대학 57
명에게 학사학위가 수여되었다.       

_ 편집부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전주
대학 진로·진학 박람회가 지난
8월 29일(토) 스타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는 매회 1천명 이상이 참
여해 왔다. 올해 열린 박람회의
특징은‘진로탐색’을 통해
1:1 맞춤형 대입상담과 자기소
개서 작성법을 체험한다. 그리
고 적성검사를 마친 학생들은
각 학과 부스를 탐방하며 체험
활동과 학과 설명을 듣고 비전
을 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모의
면접 체험과 전주대 창업 프로
그램 체험, 학군사관 상담을 통
한 학사예비장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날은 특히 어린 초등학생부

터 다양한 연령대가 학부모와
함께 참석한 모습이 눈에 띄었
다. 전주대 학과 박람회는 지역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비
전을 제시하여 자신의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라북도교
육청(대입지원단)이 함께 참여
해 상담 및 체험부스를 운영했
다. 

이호준 입학처장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와 불투명
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과 속도에 맞춰 진학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
를 했다”고 밝혔다.

_ 편집부

‘2015 후기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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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이신형교수(신학과경배찬양학과) 장녀 6/18(토) 인천 꼬띠움 웨딩 컨벤션 2층 
임관엽선생(전 총무지원실 재직) 장남 6/18(토) 엔타워 컨벤션웨딩 1층 
이용수실장(전 의과대학 재직) 장녀 8/27(토) 오후 2시 루나미엘레 12층
최범식교수(기초과학과) 장녀 8/27(토) 2시30분 청주 마리앙스웨딩컨벤션

장 례 : 구선미선생(궁중약고추장) 부친 6/12 모악장례식장 
김윤홍 교수(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빙부 6/23(목)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수실장(전 의과대학 재직) 부친 7/24(일) 온고을 장례식장

■수업일정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7월 7일 이형
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 송정일 한
국연구재단 공학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개소식이 있었다.

이 탄소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에서 주관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
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9년간 약 7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탄소 전기와이
어 실용화’라는 주제로 “탄소 방전와이어
공기청정기술”, “탄소전자기와이어 실용화
기술”, “탄소전열와이어 전열기술” 등의 세
부 연구를 진행하고 탄소소재 신기술 개발,
실무형 R&D 인력양성, 관련분야 산학연네
트워크 구축을 수행해 지역전략산업(탄소
소재)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및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대

학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 및 지

역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
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우수한 신진 연구인
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연구
사업 중 하나이다.
교육부 연구재단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

는 R&D 및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의 특화연
구소에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의 극대
화를 추구하며, 특히 이공분야 대학부설연
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
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
화를 유도하며, 각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
단연구사업 중의 하나이다. 
전주대 탄소연구소 김홍건 소장은 “세계

최고의 탄소융복합소재의 실용화기술 전문
연구소라는 비전으로 최고의 탄소융합실용
화 R&D기관, 탄소융합 창의 인재육성, 탄
소산업 산학연 네크워크 구축 등의 3가지
목표를 두고 탄소산업의 원천기술 및 응용
기술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대는 현재까지 연구개발사업
진행, 국제전문학술지 등재, 특허출원/등록
등을 통한 탄소소재 신기술개발 및 기술이
전과 탄소융합공학과/탄소나노부품소재공
학과와 교육연계를 통한 120명의 탄소인
력 배출 등의 실무형 R&D 인력양성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대 탄소연구소 개소식
탄소 전기와이어 실용화 위해 약 70억원 지원받아

2학기 교양과목 중에 특별한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 수업은 전
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
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일본
원아시아재단(One Asia Foun-
dation, 이사장 사토 요지)에서 5
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대학관련
강좌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강의
이다.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
포라(Ⅰ)”라는 주제로 9월 1일부
터 매주 목요일 15주간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에게 장학금 혜
택이 주어질 예정이어 화제이다. 
이 강좌의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성(Local)과 아시아라는 세
계성(Global)을 접목한 글로컬
(Glocal) 인문학과 아시아 공동
체의 역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
시되는 현재,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관통할 가치관과 세
계관 이해를 돕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 국내 연구자들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
의 아시아 관련 석학들 또한 강
단에서 만날 수 있다. 이호인 총
장(전주대)은 “삶의 가치관과 아
시아 공동체”라는 주제로 문을
열어, 한민족과 관련된 디아스포
라의 문제 즉, 러시아의 고려인
및 재일한국-조선인&중국 연변
의 조선족&탈북자의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원아시아
재단의 이사장인 사토 요지의

“새로운 원 아시아의 전망”을 마
지막으로 강의는 마무리된다. 
한편 일본의 재단법인 ‘원아시

아재단’은 재일동포 3세인 사토
요지 이사장이 ‘미래를 위한 아
시아 공동체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9년 사재
100억엔을 출연해 설립한 민간
단체이다. 현재 아시아 공동체 관

련 학과 및 강좌를 개설하는 아
시아 각국 대학과 제도&시스템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연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아시아재단의 아시아 공동체
강좌 개설 지원은 현재 45개국
에서 400개의 강좌(2016년 6
월 기준)가 개설 혹은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강의를 주관하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
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
대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
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강좌,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Ⅰ)”
수강생에게도 장학금 혜택 예정 

30년을 넘는 긴 세월동안 모든
풍파를 견디고 학교를 굳건하게
세워온 교직원 네분의 정년퇴임
식이 지난 8월 24일에 있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나라가 휘
청거릴 때에도, 대학도 점거를 당
할 때에도, IMF의 거센 구조조정
속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은 분들이다. 
이호인 총장은 격려사에서 “어

려울 때 학교를 지키고 기도하신

분들로 인해 호남 제일 대학의 자
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 남
겨진 후배들도 오뚜기처럼 힘들
고 실패할때에도 우뚝 일어서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
로패시상에는 선물과 상금이 주
어졌고, 교육부 장관 표창이 있었
다. 이진석 노조지부장은 송별사
에서 “선배님들의 땀방울이 교정
어디하나 맺히지 않은 곳이 없다.
퇴임이 끝이 아니며 제 2의 인생

의 시작이다. 마음만은 늘 동료후
배들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명예로운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퇴임자를 대표하여
박인균실장은 “대학의 직원조직
이 굳건히 세워지길 바란다. 후배
들의 귀감이 되도록 퇴직후에도
성실히 임할것이다. 너무나 행복
한 직장이었다.”고 전했다. 

- 편집부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독열, 박인균, 고성순, 박동수

주차 수업주제 수업주제설명 날짜 장소 주차 수업주제 수업주제설명 날짜 장소

1
삶의 가치관과 
아시아 공동체

이호인
(전주대 총장)

09.01 온누리홀 9
재일조선인과 
아시아공동체

이형랑
(일본 주오대 교수)

11.03 진리관 307

2
고대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의 표상-최치원
이재운

(전주대 교수)
09.08 진리관 307 10 새로운 원아시아의 전망

사토 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

11.10 온누리홀

3
한국에는 왜 차이나타운이
없을까-디아스포라의 의미

윤상원
(전북대 교수)

09.22 진리관 307 11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와 아시아 공동체
김광희

(중국 연변대 교수)
11.17 진리관 307

4
한반도 분단, 통일의 문제와 

아시아공동체
변은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09.29 진리관 307 12

한국의 디아스포라-외국인
과 아시아 경제공동체

김윤희
(고려대 교수)

11.24 진리관 307

5
전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와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조 바실리
(전고려인 연합회 회장)

10.06 진리관 307 13
러시아 소수민족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홍웅호

(동국대 교수)
12.01 진리관 307

6
재일한국(조선)인의 형성과 

아시아 공동체
이규수

(고려대 교수)
10.13 진리관 307 14

탈북자 여성의 
현황과 가부장제

김윤정
(대진대 주임연구원)

12.08 진리관 307

7
아시아 공동체의 기억-인권변
호사 후세 다쓰지와 조선

오이시 스스무
(일본평론사 회장)

10.20 진리관 307 15
동아시아의 전개에서 전라
도 지역사의 위상과 의의

변주승
(전주대 교수)

12.15 온누리홀

8
러시아 고려인의 

형성과정과 아시아 공동체
송잔나

(모스크바 경제대 교수)
10.27 진리관 307

김동현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안전공학 분야

- 학   력 -
인제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석사
(소방방재)
교토대학 방재대학원 박사(소방방재)

- 주요경력 -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외래연구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IIASA (비엔나소재)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수진 물리치료과 / 신경계물리치료분야

- 학   력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물리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
(졸업예정)

- 주요경력 -
현대파워택(주) 전문치료트레이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ivision of Biokinesiol-
ogy and Physical Therapy 수업조교

김정미 음악학과 / 바이올린 분야

-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관현악)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대학원 G.D.

- 주요경력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

문경아 예술심리치료학과 / 미술치료학 분야

-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조소학)
Kassel종합대학교 학사(순수미술)
Berlin Weissensee 대학교 석사(미술치료학)

서울여자대학교 박사수료(미술심리치료학)
- 주요경력 -
베를린 도미칠 노인요양원 미술치료사
한효섭 언어청각연구소, 느티나무 심리상담센터 미술치료사

박성수 과학교육과 / 물리전공(고체물리) 분야

- 학   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고체물리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고체물리학)

- 주요경력 -
삼성종합기술원,Decive연구소 전문연구원
㈜지오테크,연구소 연구위원/ ㈜악셀 연구소장

신미경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교육 분야

-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특수교육/영어영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박사(특수교육)

- 주요경력 -
Stony Point High School 특수교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초빙교수

심준영 가정교육과 / 의생활 분야

- 학   력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의상교육)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 주요경력 -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겸임조교수

안계혁 나노신소재공학과 / 탄소소재분야

- 학   력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섬유화학)
일본큐슈대학교 총합이공학대학원 박사
(분자공학)

- 주요경력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반응공정연구팀 위촉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재부품실융화본부 본부장

유경민 국어교육과 / 국어학 분야

- 학   력 -
전주대학교 학사(국어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국어학)

- 주요경력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전임연구원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연구교수, 객원교수

이경재 금융보험학과 / 손해보험 분야

- 학   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보험경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국제경영)

- 주요경력 -
보험연수원, 개인택시공제, 건설공제조합 자문위원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교수

이대희 외식산업학과 / 외식조리분야

- 학   력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외식산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졸업예정
(외식조리관리)

- 주요경력 -
김정문식당 대표/ 리코노푸드, 가나안푸드계열
오봉도시락, 금품푸드, 대표 및 본부장
고향옥더족발 본부장

이범규 환경생명과학과 / 분자생물학 분야

- 학   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세포유전)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박사(종합이학연구)

- 주요경력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박사후 연구원
미국 오레곤주립대 Soil and Crop Science과 파견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농업연구사

이호상 음악학과 / 작곡 분야

- 학   력 -
전주대학교 학사(음악교육과)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음악학과)

- 주요경력 -
전주음악학원 강사
중등교사 및 교감

신임교직원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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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학기 개강

으아! 늦었다!!
그게 꿈이었어?!

개강 첫 날 지각은 금물입니다!

헉, 지금 일어났어! 금방 갈게!

한편 강의실에선...

제인아 또 어디야?

제호야오랜만이야!
방학어떻게보냈니?

와우 대단하다!난 토익시험을 봤는데
만점 받았어!

안녕 제인아?
나는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어 너는?

어?! 제인이가 왜 안오지?

전주대를 빛낸 스포츠맨

■ 태권도학과,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
회 입상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1회 대통령
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태권도
전공 박희준(2학년, -68kg급)학생이 2위
은메달, 이혜연(1학년,-53kg) 학생이 3
위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17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전을 겸한 대회이며, 전국의 남·여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에 3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경기였다.

■ 세계태권도 한마당 시니어 · 개인부
문 우승

이 기세를 몰아 8월 3일(수)부터 6일
(토) 국기원에서 개최된 2016세계태권도
한마당에서 전주대학교의 ‘The Terror
Live(권호섭외 12명)’팀이 국내 팀 대항
종합경연 시니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
고, 조은선(태권도학과 3학년)학생이 여자
개인종합격파 부분에서 1위를 수상했다.

테러로부터 국기원을 지킨다는 주제로
총 52개팀이 참가하는 시니어 부문에 출
전한 ‘The Terror Live(권호섭외 12
명)’팀은 완벽한 격파와 팀 호흡을 선보

이며 69.60의 평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시니어 부문 우승팀인 제1야전

군사령부는 2위, 가천대학교와 한국체육
대학교는 3위에 올랐다.

여자 개인종합격파 부문에서 우승한 조
은선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하며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한편, ‘2016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전세계 40개국에서 4753명이 참가해
11개 종목 4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 여성태권도대회 우승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열기가 끝난 후에

는 ‘제15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
태권도대회’에서 전주대 태권도학과 2
학년 유경민 선수가 -73kg급에 출전해
우승을 했다.

전국 여성태권도대회는 강원도 태백 고
원체육관에서 8월 12일(금)부터 18일(목)
까지 열렸다.

최광근(태권도학과)교수는 “여름방학
동안 하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높
이고 있다”며 “더운 날씨에 힘든 훈련이
지만 선수들이 대회를 위해 흘린 땀이 헛
되지 않도록 남은 대회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레슬링부 대통령기 3개 체급 우승 
한편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7월22일

(금)부터 27일(수)에 걸쳐 개최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우
승 3명, 준우승 2명, 3위 2명을 배출했다.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의 우승은 자유형 61㎏급에 출전한
김슬기(운동처방학과 4년),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 출전한 이하늘(운동처방학과
3학년), 그레코로만형 130kg급에 출전
한 조영민(운동처방학과 3학년)학생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그레코로만형 71kg
급에 출전한 장하늘(운동처방학과 1학
년), 그레코로만형 98kg급에 출전한 김
완세(운동처방학과 3학년)학생이 차지했
다. 3위로는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 출
전한 정주은(운동처방학과 1학년), 그레
코로만형 80kg급에 출전한 최윤호(운동
처방학과 3학년)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전주대 레슬링부가 훈련받는 류
인탁체육관은 수준 높은 훈련장 시설로
국내·외 팀들이 선호하는 전지훈련장이
다. 류인탁체육관에서는 8월 7일부터 16
일까지 일본 가나가와대학과 자위대팀을
초청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국
군체육부대, 수원시청을 포함한 실업팀과
충북대 등 10여개 대학팀, 150명 이상의
선수들과 8월말까지 합동훈련을 진행하
였다.

이어 박진규 감독(전주대 레슬링부 감
독)은 “다른 어느 때 보다 전주대 레슬
링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며
“이번 합동훈련이 전라북도레슬링 발
전을 위한 발판이 되어 전국체육대회에
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주대 특성화 봉사프로그램
지난 7월 24일(일)부터 30일(토)까지 6

박 7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순창군 구림면에
서 전주대 사회봉사센터(센터장 김광혁)가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오전에는 구림초에서 학생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금창리 마을
에서 농촌 일손을 돕는 노력 봉사활동을 하
였다.

전주대의 국내봉사팀(스타 봉사단)은 지원
팀, 과학팀, 체육팀, 문화팀으로 세분화하여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특성화된 봉사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봉사활동에 동참한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이 무더
운 날씨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함께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
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학으로부터 봉
사하는 문화가 점차 지역에 확산되길 희망한
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혁 사회봉사센터장은 “전주대
학교 사회봉사센터가 표방하는 섬김의 실천
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과 연계한 전문사회
봉사, 수요자 맞춤형 봉사, 기독교 정신에 기
초한 봉사를 수행할 것” 을 전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기존 전통적 농활
과는 다르게 식사 및 숙박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봉사자체의 의미를 살려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였다.
이번 특성화 봉사활동처럼 전주대학교 내

에서도 열정있는 봉사활동이 있었다. 

■ 전주대에 등장한 ‘레드카펫’
전북지역의 유일한 벽화동아리, 전주대

‘페인터’ 회원 20여명이 지난 8월 5일
(금) 오후 2시 전주대 스타센터 계단에 ‘레
드카펫(스타가 되어 레드카펫을 밟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입체감으로 제작)’ 그림을 그렸다. 

한창 폭염경보가 내린 가운데 학생들은 긴
바지에 앞치마, 모자에 수건까지 걸치고 세
심한 채색작업을 했다.

동아리 회장인  송선주(디자인학부 3학년)
학생은 “찜통 속에서 20~30분 작업 하고
나면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만큼 힘들지만,
주변의 어린이들이 박수 치며 좋아하는 걸
보면 피곤이 싹 가신다”며 “세상을 더 밝
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재능기부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동아리 페인터는 6월에 정읍지역아동센터
를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를 꾸며줬고, 전주 반월초등학교에는 담장에
어린이 놀이터 그림을 선사했다. 7월에는 전
주시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남부시장 등 재
래시장의 주차장을 벽화로 단장해 주었다.  

■ 기계자동차공학과 최우수상, 우수지도
교수상 수상

또한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은 멋진 반전드
라마를 펼쳐졌다. 처음 출전한 전국 규모의
‘2016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에서
수도권 대학의 벽을 허물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
했다.

자작자동차대회는 8월 12-14일(금,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
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
원했다. 또한, 엔진을 제외한 차체를 학생들이 직
접 설계, 제작해 레이싱을 펼치는 이 대회에는 전
국 102개 대학에서 201개 팀, 2300여명이 참
가해 열띤 경쟁을 하였다.

그동안 자동차대회는 한양대, 국민대, 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들이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
배들의 노하우, 데이터 등의 대물림이 있고, 일부
는 전담 매니저까지 두기도하며 외부업체들도 스
폰서로 참여해 막강한 지원이 큰 장벽이었다. 그
런데 JMF 신생 동아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힘들다는 사실
을 거부하고 제대로 반전드라마를 썼다.

자랑스러운 신생 전주대 팀은 기계자동차공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윤, 성훈기, 이현
석, 김선웅씨 등 4인방이다. 이들은 첫 출전대
회에서 외부 도움없이 작년 겨울방학부터 약
10개월간 차량을 제작했고, 2년 동안 차량에
관해 공부하며 설계를 함께 병행했다. 

팀장 서정윤 학생은 "같이 고생해준 팀원과
지원해주신 김홍건 교수님 덕분에 일구어낸 결
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물질적으
로 도움을 준 경기도 일대의 업체 (주)화이바맨
(FRP 재료 무상지원)과 MIM(에어필터 지원),
주혼랩(타이어 수입대행 및 할인판매) 에게 감
사를 표했다.

우수지도교수상을 수상한 김홍건(기계자동차
공학과 학과장)교수는 1년간 자체적으로 설계와
제작을 한 제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
며 기술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좋은 기
회였다. 특히 최고 인기종목인 포뮬러 부문에서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전주대학교의 큰 경사다” 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은 JMF는 이번 대회에
서 설계와 제작, 드라이빙 등에서 고루 높은 점
수를 받았고, 우승 상금 200만원과 2017년 대
회를 위한 자동차 제작을 ㈜포스코로부터 지
원받는다.

올 여름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 지쳐있을 무렵,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리우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며 경기
를 지켜봤을 것이다.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큰활약이 있었던 반면, 전주대학교 운동선수들도 뜨거운 더위 속에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주대 선수들의 대회 현장소식을 살펴보자.

방학 중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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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야 물렀거라!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간다!
열대야가 끊이지 않고, 잠못이루게 했던 지난 여름, 그러나 이 여름에도 전주대학생들은 무더위를 무릎쓰고 캄보디아와 몽골로 봉사활동을 갔다.

팀장들의 수기를 통해 길고도 길었던 무더위를 다시 상기하며 그 가운데 수고했던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_편집부

몽골 1팀 06.18.(토) ~ 28.(일) 
양주원 (패션산업학과 09학번)

저는 전주대학교 하계 해외봉사단에
지원하여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
고 선발되어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22명의 팀원들과 함께 몽골에 다
녀왔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몽골
1팀으로 교육팀, 문화 예체능 팀,
IT 팀, 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몽골에 가기 전 코디네이터

최성민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준
비하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현지에 도

착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는 즐
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시
작한 우리 1팀은 05월 13일 전체 O.T를 시작으로 이틀
간의 워크숍(19,20일), 그리고 한 달 보름 동안 몽골의
언어, 문화 교육 등 두 달여 간의 짧은 시간 동안 체계적
인 교육을 받았고, 현지에서 봉사할 여러 프로그램(한국
어, 미술, 한국 문화예술, 체육, IT, 체육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 대립이 생겨났었지만 그 문제 안
에서 배워가며 더 좋은 의견으로 해결, 발전해 나가는
“몽골1팀-몽몽”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주대학교와 울란바토르 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로 인해 해
당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좀 더 수월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들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우리와 정말 닮았
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막상 교제해 보니 그들의 내
면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사랑 받고 있음을 알고, 우리와 헤
어짐을 알고 슬퍼하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팀원들이 말 못할 소중을 배웠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봉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체력입니다.
건강문제로 인해 금방 지치다 보니 섬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편안함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체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것을,
체력의 보호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봉사활동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몽골 아이들을 만나 행복했고,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
고 이런 좋은 활동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우리
전주대학교에게 감사드립니다.

몽골 1팀 2016. 7. 2.(토) ~ 12.(화) 
양성준 (생활체육학과 10학번)

마지막 4학년 남은 학기동안
많은걸 경험하고 사회에 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 후 저에겐 전
체팀장이라는 임무가 주어졌습
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외봉사
활동을 단순히 유희가 아닌 책
임감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습
니다. 처음 만난 전주대 학우들,
사회봉사센터의 지도자 선생님

들, 서로다른 개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과연 우리
가 한마음으로 뭉쳐 해외봉사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란 불안감에 워크숍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우려와는 달리 해외봉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서로
의 노력으로 한마음으로 뭉치고 가까워 질수 있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는 마음. 집에 가는 길이 같

은 친구들은 하교도 같이하며 많이 친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팀워크가 좋아야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과 딱 맞게 팀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 해주

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더 가까워질 무렵 우
리는 그 다음날이 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
레는 마음과 긴장되어있는 마음으로 몽골로 출발하여 우
리는 봉사활동에 전념 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가 울고 웃고 싸우고 또 화를
풀고 그러면서 서로 더욱 돈독해지곤 하였습니다. 물론
몽골아이들과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교감을 쌓았습니다.
그 후 이어진 문화 탐방은 서로 고생했다며 어깨를 다독
여주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희망을 글로 표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힘든 고민이지만 딱
하나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를 갔던 우리 몽골
2팀 위드몽, 최성만, 백옥균 지도자선생님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법을 잊고 있었지만 다시 일깨워준 해외봉사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1팀 2016. 7. 17.(일) ~ 27.(수)    
이현선 (예술심리치료학과 15학번)

어릴 적부터 해외에 대한 관
심이 많았던 저는 아이들
을 위한 선교사역을 하
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
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가진 달란트로 남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봉사단이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봉사활동과
확실하게 달랐던 점은 처음부터 모두 제 스스로 준비해야
했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나
의 가진 재능을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봉사였습니다.

저는 문화 예체능 팀이자 이벤트, 선교 담당을 맡아 제
파트너와 짐 볼, 태권도, 축구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대
부분의 프로그램이 체육 활동이라 실외에서 경기를 진행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 기구(짐 볼, 축구공, 미트
등)에 대한 흥미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와,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로 인해 상황에 따라 계획변동이 생겨
활동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처
음 보는 선생님들을 잘 따라주었고 먼저 저희에게 웃어주
며 다가와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벤트 담당을 하
면서 생각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에 힘들었지
만, 지나고 보니 팀원들과 친목 도모와 추억을 만들 수 있
어 뿌듯했고 저의 작은 수고에 팀원들이 행복해져서 참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서로 도와주고 함께 준비하면서 ‘나누는 사
랑’ 에 대해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다녀 온 후에 ‘정말 오길 잘했다’ 는 생
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
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의지했던 많은 동역자를
얻은 것 같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해외
봉사의 목표는 오로지 ‘선교’ 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단 한명
이라도 작은 나눔과 헌신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지 느낀다면 그 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고,
성공적인 해외 봉사라고 생각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래
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 최
선을 다해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하
나님을 알지 못하는 팀원이 특송을 함께 준비하면서 싫은
내색 없이 가사를 생각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알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팀

원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귀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더욱 제가 작은 자이며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해외봉사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편지나 작은 헌물을 통해서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섬겨주지 못한 것, 좀 더
다가가지 못한 것, 좀 더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지만 그런 아쉬움을 가슴에 품는 것이 다음에 제가
그 곳을 다시 가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
들은 그 곳에 있지만 가슴으로 품고 늘 기도하며 응원하
려고 합니다.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우리 팀원들
과 단장님, 인솔자, 코디네이터 세 분과 함께 팀명대로 행
복하고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2팀 2016. 7. 31.(일) ~ 8. 10.(수)     
신나라 (금융경영전공 14학번)

학창시절, 학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
니면서 어른이 되어 해
외로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였
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학교홈페이지에서 해
외봉사단원을 모집한
다는 공고를 보고 지금
이 아니면 안 될 거 같
다는 생각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체능 팀의 첫째 날 프로그램은 ‘율동’
과 ‘K-Pop’이었습니다. 저학년은 율동위주로, 고학년
은 K-Pop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수업이고
한국말로 된 노래라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낯설어했지만
함께 춤을 추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함께 기본자세를 배우며, 미트에 직접 주먹지르
기와 발차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날 프로그램은 ‘축구’였습니다. 콘을
통해 기본적인 움직임을 교육하고, 축구공 먼저 가져오기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프로그램은 손 씻기 교육과 봉숭아 물 들이기, 헤
어초크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무
더운 날씨 속에서 물놀이를 통해 시원함과 단합력을 높이
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 수업인 만큼 재밌게 뛰어놀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꼬마지비전센터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주말예배. 서로

를 위해 준비한 특송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이번 만남
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매우 감동적이고 슬프고 행
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
만, 서로 다른 언어 탓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속상했고, 다음번에 다시 오게 된다면 언어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소중함
을 느낄 수 있었으며, 캄보디아의 아이들과 하늘을 보면
서 조금 더 바쁘게, 열심히, 오직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해외봉사프로그램이 우리학교에서 6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알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
다. 사회봉사센터에서 국내봉사, 해외봉사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터나 SNS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신청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멋진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중 학생활동 수기 - 해외봉사활동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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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해마다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여름이지
만, 올해처럼 무더운 때도 없었다고 합니
다. 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의 문
턱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난 2
개월여의 여름을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
우고 의미 있게 지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우리는 그 여름방학을 뜻 깊게 지냈건,
뜻 없게 지냈건 새 학기를 또 맞이하게 되
었습니다. 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기 중에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계

획 없이 방학을 보내다가 학기를 맞이하
여 후회를 하였듯이 또 다시 아무런 계획
없이 학기를 시작하면 겨울방학에 이르러
서 또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같
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
워 학교생활을 시작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거

나, 너무 어려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
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
다. 너무 어려운 계획을 세우면 포기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하나도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하

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소질도 길러야 하
고, 능력도 배양해야 합니다. 전공도 공부
해야 하고, 어학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자
기 적성에 맞는 진로도 알아야 하고, 자기
에게 맞는 취업도 해야 합니다. 인격수양
도 해야 하고, 교양도 높여야 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모두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은 밖에서 찾지
만, 학교 안에 다 갖춰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고, 기
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찾
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수님이나 직원선생님이나 여러분

이 찾아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을 해
줄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
람들이고, 여러분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
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알고 싶은 것, 어떤 문제든 찾아가서 상
담하기를 바랍니다. 
개강이 되고 강의가 시작되면 한동안은
허둥대다가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짜증내는 사이에 벌써 또 기말
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쩍 시간은
지나가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4년
이란 세월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
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시간들이 바로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도 가장 건강한 때이고, 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
운 것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몸
으로 습득하는 것도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
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두

배로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환하게 웃을 수 있
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체
로키 인디언족은 할아버지가 그의 어린 손자
에게‘늑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가
르치며 전수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마리 늑대의 싸움 이
야기로 시작한다.

“내 손자야, 모든 사람 안에서는 두 마리
의 늑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단다. 그건 분노, 시기, 질
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기연민, 죄책감,
열등 감, 거짓말, 자존심, 우울감 그리고 아집
이란다. 
반면,  다른 한 늑대는 착하단다. 그건 즐거

움,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함, 친절함,
박애심,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 그리고 믿
음이야. 똑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
고 있지.”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
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간다.

때로는 내 안에 악한 늑대로 인해 분노와
시기, 질투, 교만, 거짓을 일삼기도 하며

때로는 내 안에 착한 늑대로 인해 사랑, 희
망, 겸손, 진실,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
하기를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한다. 하
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자아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종종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
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내면의 싸움에서 현
재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을까? 지금 떠오르
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 나의 내면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나의 내면의 상태일 것
이다.

이렇게 우리는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선택 혹은  방관 할 수 있다. 무
엇을 선택해야하며 무엇을 방관해야할까?
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항상 악당과
영웅의 싸움은 영웅의 승리로 끝나기 마련이
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들이 오늘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
어 악한 늑대를 이기길 간절히 바래본다. 

교수칼럼

학생취업처 이존걸 처장
(법학과)

불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발걸
음이 드디어 진행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최
초 발의해 흔히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
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바로 그것이다. 입법 제기 때부터 수많
은 관심을 받아온 이 법은 오는 9월 28일
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를
바라보기에 지겨운 국민들의 요구가 수렴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전환을 한
가득 기대해본다.

2011년 6월 14일에 추진되었던 법안
이 5년이나 걸려 시행일을 맞게 된다니 너
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 2학기
개강직전 열린 전주대 전체 교수연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교수연수를 꾸며준 대학본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특강에서 현재 우리나
라의 부패지수와 인식문제로인해 참석자
들을 많이 놀라게 하였다.

부패인식지수를 뜻하는 CPI 지수가 세
계 168개국 중 37위(5.6점)에 그치고 있
으며, 이것을 알기 쉽게 경제규모로 설명하
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면
서 부패지수는 1만 달러 국가의 부패인식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이라니 참으로 충격적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낮고, 부패지
수가 낮을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는 결
과가 수치로 나왔으며, 그러한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의 투명성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제발전과 지속발전을 위한 근본
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언저리에서 빨리 뚫고 나가
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국가의 투명성
이라는 해답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투명성 향상이 국
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식사대
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라는 지정액이 발표되자 여러 이해단
체에서 항의를 하며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 농촌연구소 추산 1조
1000억~1조2000억의 엄청난 손해가 있
을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음식물의 경우는
훨씬 더해서 3조~4조2000억까지 매상
이 줄어 들것이라는 연구발표를 언급하며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부패해
도 너무 많이 부패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
하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교수들은 일
제히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누구하나 예외
없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내 앞의 유
익이나 이익에 있어서도 생각과 방향을 바
꿔야할 때가 무르익은 지금이다.

연수에 참석했던 한분은 본인 살아있을
때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며, 이번 김영란 법이 성공하여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사
석의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 깊은 여운
을 남긴다.

성공할 것이다! 아니 꼭 성공해야한다!
부담 가득한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는
약한 사람들의 고혈이기 때문이다. 일단 남
의 탓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을 바꿔보자! 

김영란 법! 파이팅!

김영란 법! 파이팅!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희망칼럼]

이명재 학생기자

개강을 맞이하여

A FIGHT
IS GOING
ON INSIDE

ME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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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 고대 마한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예
술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다는 내장사, 동학혁명의 저
항정신이 살아 있는 농민들을의 고장, 한
때 신도수가 6백 만 명에 달했다는 보천
교(증산교 분파)가 왕성 했던 곳이며, 천
년이 넘게 불린 백제시대의 가요 정읍사
(井邑詞)가 있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고장, 서울의 김정희, 평양의 조
광진과 더불어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
히는 창암 이삼만이 태어난 곳이 바로 정
읍이다.  
호남지역 개신교는 맨 처음 미국남장로

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주에 선교부가 개
설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선
교부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각처로 복음
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복음은 봉동, 고
산, 진안, 무주 등 동북부 지역과 김제, 부
안 등 서부지역 그리고 남서부 지역인 임
실, 남원 및 정읍, 고창 등에 이르기 까지
빠르게 전파 되어갔다. 

정읍지역의 교회 태동의 배경을 살펴보
자. 우선 전주선교부의 정식 개설 이전 레
이놀즈 선교사의 답사 여행일지(일지 사
본 참조)에 태인, 정읍, 고창 등이 한글로
기록된 것이 보인다. 물론 이때 복음 전
도가 목적은 아니었기에 그냥 지나쳤다
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답사여행의 경험
이 토대가 되어 후일 선교지역이 되었음
은 물론이다. 

동학혁명 전에 이미 전주에서 선교활동
을 하던 테이트(Lewis Boyd Tate, 한국
명 : 최의덕)선교사는 일시 서울로 철수
하였다가 1895년에 다시 전주에 와서
정식으로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테이트
선교사는 선교부 개설 이후 금구, 태인,
고부, 정읍, 흥덕, 임실등지에서 선교활
동을 하게 된다. 이 무렵 고부 출신 최중
진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최중진은
1904년 평양신학교에 김필수, 윤식명
등과 함께 입학하였다. 이들 3인은 각기
호남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양을 오
르내리며 목회와 공부에 전념하여 1909
년 평양신학교 제2회 호남지방 첫 졸업
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들 3인은 같
은 해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호남지역 최초의

목사로서 이 지역 교회 설립의 초석이 되
었다.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가 된 최중진은

1900년 매계교회(태인면 매계리)를 설
립함으로 정읍 지방에 첫 교회가 설립 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천원교회(입암면
천원리), 화해교회, 화호교회(신덕리), 그
리고 그 후 설립된 정읍제일교회(담임목
사 김천영), 정읍중앙교회(담임목사 박종
식), 정읍성결교회(담임목사 전병일), 신
태인제일교회(담임목사 김만곤) 등이 개
신교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읍 지
방의 개신교회는 200교회가 넘는다.

이를 보면 정읍 지방 교회 수가 타지방
보다 적지 않고 설립 시기가 타 지방 교
회에 비해 결코 늦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읍지방 초기 교회들의 설립을
보면 특징이 발견 되는데, 그것은 선교사
들로 부터 복음은 전해 들었지만 교회 설
립의 주체는 그 지역 교인들이었다는 점
이다. 
최의덕(테이트) 선교사의 조사였던 최최

중진의 전도를 받은 이 지역 주민인 서영
선, 박창욱, 박성숙, 이공숙, 김도흥,
김윤구, 김일언, 조면선, 송세문, 허기서,
양경현 등이 중심이 되어서 1904년 첫
예배를 드림으로 천원교회가 세워졌다. 신
도가 점점 늘어나자 이 곳 교인들은 스
스로 헌금하여 예배당 열네 칸을 새로 신
축하고 박창욱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김수진, 호남기독교 100년사)

“1909년 4월 5일 정읍 상리 황대일씨
居에서 수인의 기도회로 시작되었는데, 
정읍군 태인면 매계리와 북면 한교리와
입암면 천원리에 최중진 목사가 교회를
설립한 후 한교, 천원 양 교회의 협조와 최
중진 목사의 활동으로....“ 마침내 정읍
제일교회가 창립되었다. (정읍제일교회
90년사)

이처럼 정읍지역은 교회 설립이 자생적
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간접적으
로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지만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
를 설립한 것이다. 또한 정읍지역의 교회
설립 시기도 타 지역에 비해 늦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거론된 매계교회, 신태
인제일교회, 천원교회, 화해교회, 화호교
회, 두암교회 등 기억해야 될 교회들이 오
늘도 건재하고 있다. 

정읍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일한 목사 제명
사건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이트 선교사의 조사로 시작하여 동역

자가 된 최중진 목사는 매계교회, 태인교
회, 천원교회 등 정읍지방 8개 교회 당회
장으로 활동하던 중 1910년 1월 5일 북
전라대리회에 5개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소위 ‘최중진의 자
유교회 사건’이 터진다. 

그의 요구 사항은 1. 신입교인에게 적
용되는 규율이 엄하니 완화 시켜 달라.
(금연, 금주 등의 완화도 포함) 2. 책임 구
역 확장. 3. 정읍지방에 고등학교를 세우
고 운영하게 해 달라. 4. 구제사업 요청,
5. 사택 요구 등이었는데, 대리회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를 배
은, 배약, 분쟁, 무지각함, 불복이라고 규
정한 문서를 위원들이 들고 각 교회를 순
방한 것에 감정이 악화 되었다. 그는 후
에 개최된 대리회에 참석하여 말미에
‘대한 예수교 자유회 목사 최중진’이
라 서명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
다. 이로 인해 그는 면직 되었다가 다시
복귀 되는 듯 하였으나 테이트 선교사와
의 갈등으로 이탈하여 일본 조합교회(組
合敎會)에 가입함으로써 노회에서 최중
진을 제명 처리 하였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 본 것인데, 현시
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무슨 일이든 시각과 입장에 따라 견해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테이트 선교사가 안
식년으로 미국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지
경이 된 상황에 병을 얻었고. 선교사의 입
장에서 본 사건 보고서는 당연히 최중진
목사를 교계에 반기를 든 행위로 규정하
였다. 또 호남선교를 다룬 어느 책에는 최
중진의 자유교회를 일컬어 민족주의를
가장한 자유교회 그리고‘최중진 목사의
배신’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중진 목사의 입장에서 보자.
최중진은 최광진 장로, 최대진 목사 등 두
형제와 함께 호남지역 선교에 심혈을 기
울였다. 이들 삼형제는 어려서부터 한학
을 배웠고, 타락한 지방 관리들의 횡포를
목격하면서 자랐다. 이 때문에 동학혁명

이 일어났을 때 삼형제는 혁명의 현장으
로 달려갔다. 그러나 동학군을 진압하던
일본군에 쫓기게 되자 최중진은 동생들
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생들을 앞서
보내고 맨 뒤에 도망 가다가 일본군이 휘
두른 칼에 뒷 목덜미를 베이고 피투성이
가 되기도 하였다. (김수진, 호남 기독교
100년사)
최중진은 초년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의

병운동에서 민족정신을 밑바탕으로 열정
적이며 과단성 있는 출중한 인물이었다.
특히 언변과 통솔 능력이 뛰어나 남을 위
압하는 지도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대신
고집과 뚝심도 대단하였고 특히 권위의
식이 강한 교역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일
단 자기도 목사가 되었으니 선교사와 같
은 품격으로 또 생활수준과 주택도 신분
에 맞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전도를 위한 선교비 활용 능력에 선교사
들과 너무도 격차가 크자 마음속에 불만
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신학사상
문제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교회 운
영을 하고자 하는 자유사상으로 이어졌
고 결국 민족자존 의식으로 선교사에게
대항하게 되었던 것 같다.(전주서문교회
100년사)

한 목회자에 관련된 일을 너무 장황하
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잃은
양 하나를 귀히 여기는 기독교 정신과 억
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올바
른 사회에서의 통념을 염두에 두었기 때
문이다.

또한 개신교 선교 역사를 선교사들의
시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한국인 목회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전개되
어야 함을 전재하면서, 반발하였다고 해
서 배신자 취급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각
인 시켜온 최중진 목사, 이제 다양한 각
도에서 그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한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시대적으
로 험난한 속에서 선교에 몸 바친 이들의
희생도 후대에 올바로 전해질 것이라 생
각하기 때문이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 39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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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전주대학교에 학군단 여성 ROTC는
2011년에 최초로 선발하기 시작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11, 12년에 각각 1
명씩 선발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
록 도전하는 여학우분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올해 57기 ROTC후보
생을 모집할 때도 우리 대학에서는 12
명의 여학우들이 도전을 했는데 그 중
운이 좋게도 제가 우리대학에서 4년만
에 제57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막연하게
상담사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

후 상담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심리학과
상담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졌습
니다. 그리고 대학 학과를 결정할 때에
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학과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주대 상담심리학과에 입학 후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던 것은 직
업군인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
상담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군상담
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군대라는 특
수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개강 후 캠퍼스에
ROTC 후보생 모집 현수막을 보고 당
당하고 멋진 ROTC후보생들의 모습을
본 뒤 나도 학군단에 도전을 해볼까 라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학신문을 통해 전주대 출신 여성
ROTC 1기인 이보영 중위님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보영 중위님은 어려서부터 중증의
아토피피부염으로 항상 열등감과 우울
감에 쌓인 볼품없는 여학생이었는데,
대학생활속에서 꿈이 없는 자신의 모
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
던 중에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
는 어느 학군단 ROTC 선배의 권유로
여성 ROTC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
습니다. 합격 한 후에도 힘든 모든 과

정을 이겨내고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
하게 됩니다. 이보영 중위님은 여군장
교로서 군복무외에도 자신의 전공(중
등 특수교육)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돕
고 자신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달
리기를 시작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주파하는 등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계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저 선배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
각을 하고, 학군단 후보생에 도전하겠
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학군단 행정실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 6
시에 일어나 학군단 훈육관님들과 대
학 운동장을 뛰며 체력을 단련시켜 나
갔습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가 끝난 뒤
저녁에는 학군단에 모여 같이 도전했
던 여학우들과 밤늦게까지 간부님들의
지도하에 공부했습니다. 3월 한달은
기숙사-학교-학군단 이 패턴으로만
움직였습니다. 4월 2일 필기고사를 마
치고 1차 합격 후 4월 28일에는 체력
평가를 5월 18일에는 면접평가를 봤
습니다. 체력평가는 원광대에서 실시
했는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2km달리기 총 3가지를 평가합니
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조선대에서 호
남권역의 모든 여자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 시험장
으로 나뉘어진 면접평가가 시험의 당

락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학군
단장님의 말씀에 다양한 면접자료를
스크랩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면접평가 준비기간에는 학군단
행정실장님과 학군단장님의 1:1지도
하에 휴일도 반납한 채 모의면접을 하
고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 촬영 등을 통
해 피드백 후에 보완 하였습니다. 지원
자들 중에 특히 군사학과(조선대, 우석
대, 동신대, 광주대) 학생들은 무려 2
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뼈를 깍는 노력과 학군단 간부
님들의 지도가 없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후 8월 18일에 최종합격증을 받게 되
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필기고사와 체력 그
리고 면접평가를 위해 도움과 관심을
주신 학군단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
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내년에도 여성ROTC에
지원하고 싶은 여학우분들은 2학기부터
학군단에서 여 지원자들을 위한 프로그
램에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쉽
지는 않겠지만 학군단장님 이하 교관님
들이 지도해주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반
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
다. 전주대 여학우여러분! 내년에 모집
할 58기에는 더 많은 여학우분들이 도
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정승희
(상담심리학과 15학번)

■ 학군단 여성ROTC 합격 수기

실천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덕혜옹주>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는 올해 8월초
에 개봉하여 누적관객 510만 명을 기
록한 <덕혜옹주>이다. 영화 <덕혜옹주>는
대한제국 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의 마지막 황녀의 이야기이다. 영화를 보
지 못한 사람들 중에 ‘덕혜옹주’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번 영화만평을 통해 우
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자.

· 장르 : 시대극, 드라마   
· 감독 : 허진호      · 한국
· 12세이상관람가   · 127분   
· 2016.08.03.개봉   

◎ 학생기자평

실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실제 역사와
동일하다. 배역을 맞은 배우들의 실
감나는 감정연기와 표현력을 통해 실
제 역사적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들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덕혜옹
주’역을 맞았던 배우 손예진은 고국
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여 영화에 더욱 빠져들 수 있
게 하였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덕혜옹주가 어머니를 보기 위해 일본
에서 강제로 노역하는 조선 백성들
앞에서 친일 연설을 해야 하는 장면
이다. 덕혜옹주는 연설을 시작 하며
일본어로 연설문을 낭독하였지만 강
제 노역을 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을 보고 마음을 고쳐 잡고 조선 사람
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 이 장면에
서 덕혜옹주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
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애국심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고국을 누구보다 사
랑했고 그리워했지만 처음엔 일본에
의해, 그 뒤엔 고국의 새로운 정권에
의해 배척당한 비운의 인물 덕혜옹
주.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 줄거리

덕혜옹주는 고종이 회갑을 맞던 해
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다. 덕혜옹주가
8살 때 고종이 독이 든 수정과를 먹고
죽게 된다. 그 후 덕혜옹주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덕
혜옹주는 영친왕의 집에서 생활했는
데 그 곳에서 김장한을 만나게 된다.
김장한은 고종이 신뢰했던 시종 김황
진의 조카로 그 당시 일본군의 군복을
입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덕혜옹주는 그런 김장한을 통해 조국
에 있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 후 덕혜옹주와 함께 영친왕의 상해
망명작전을 돌입하지만 실패하게 된
다. 그 후에 일제는 덕혜옹주를 일본
인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조선 백성
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조선이 해방
된 후 딸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조선황실의 존재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덕혜옹주
에게 귀국금지령을 내렸다. 해방이 되
어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덕혜옹
주는 슬픔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 병
원에 입원하게 된다. 김장한은 후에
서울신문의 기자로 활동해 덕혜옹주
의 소식을 듣고 귀국을 위해 노력하였
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탄원서를 올려
덕혜옹주는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14세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1862년 1월 26일 37년 만
에 고국으로 돌아와 낙선재에서 생활
하다 1989년 4월 21일 병세를 이기
지 못하고 낙선재에서 세상을 떠났다.

◎ Q&A

Q : 영화 <덕혜옹주>는 역사왜곡이 
많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A :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덕혜옹주의 궁녀 복순은 덕혜옹주가
강제로 유학을 갈 때 같이 갔지만 실
제로는 유학길에 조선에서 시중을 데
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
운동가 김봉국은 실제 김봉국이라는
함자의 독립운동가가 계셨지만 영화
처럼 폭탄을 던지고 영친왕의 상해 망
명작전을 도왔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
니다. 또 덕혜옹주의 귀국을 도운 기
자는 김장한이 아닌 그의 형, 김을한
이었다고 합니다.

Q : ‘공주’와 ‘옹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을 대군과
군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처럼 왕의
딸도 공주와 옹주로 구분하여 불렀습
니다. 차이점은 어머니의 신분입니다.
왕후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대군, 딸은
공주라고 부르지만, 후궁(첩)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군, 딸은 옹주라고 불
렀습니다.

Q : 영화에서 나오는 한택수는 
실존 인물인가요?

A : 한택수는 사실 한창일이라는 실
존인물을 그대로 그렸으며 실제로 한
창일은 친일파로 덕혜를 강제로 일본
으로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큰 역
할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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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olunteering

캄보디아 <주요 프로그램>
▶교   육   팀 : 한국어교육 / 미술 : 페이스페인팅 / 보건교육 : 청결의 중요성 / 교육 창의력키우기
▶문화예능팀 : 물놀이 /짐 볼 / 태권도 & 율동 / K-pop  / 체육대회
▶지   원   팀 : 봉사단 식사지원 /  프로그램 활동 / 보조 / 통역   

캄보디아 1팀 2016. 7. 17(일) ~ 27.(수)
활동지: 캄보디아 뚤봉로 (EFFM, 공립학교, 뚤봉로비전교회)

캄보디아 2팀 2016. 7. 31.(일) ~ 8. 10.(수)
활동지 : 캄보디아 뚤봉로 (꼬마비전센터, 무지개학교, 노아어린이집)

몽골1팀 2016. 6. 18.(토) ~ 28.(화)
활동지: 몽골 울란바타르 (68번학교) 

몽골 2팀 2016. 7. 2.(토) ~ 12.(화)
활동지: 몽골 울란바타르 (52번 학교)

몽 골 <주요 프로그램>
▶교   육   팀 : 한국어교육 / 감사마음전하기 / 보건교육 : 청결의 중요성 교육 / 창의력키우기
▶문화예능팀 : 전통놀이체험 / 태권도 율동 & K-pop / 체육대회
▶지   원   팀 : MS OFFICE /  MOVIE MAKER / 포토샵 

_취재/정리: 조혜민기자

단장 백광호 부단장 김광혁 코디네이터 김현아
인솔자 김상재 학생 김남규, 김민지, 김유빈, 김은선, 김지민, 
김지은, 남윤광, 빅운규, 박은진, 박주현, 서하영, 양종권, 원예빈,
우너유현, 윤석진, 이석주, 이현선, 장진혁, 정새아, 조동훈, 
조승호, 최보희/(통역)옴라니, 하이달린

단장 김창민 부단장 김광혁 코디네이터 이범수
인솔자 임윤섭 학생 김동현, 김소영, 김완주, 김종옥, 김준섭, 
김지후, 김학근, 김현준, 박신솔, 소연희, 신나라, 신민영, 안예솔,
양채림, 이명재, 이영란, 임효빈, 조유빈, 하연철, 한웅희
/(통역)옴라니, 하이달린

단장 최홍식 부단장 김광혁 코디네이터 최성민
인솔자 박운희 학생 김동희, 김미지, 김연지, 김원경, 김희정, 
박미영, 박민호, 박은송, 박종원, 배지원, 송우성, 양주원, 오민희,
이찬호, 이하영, 장솔향지, 진세림, 정은영, 조연아, 홍진희, 황지원

단장 이상행 부단장 김광혁 인솔자 백옥균
학생 김가람, 김동휘, 김민아, 김선환, 김소현,김수지, 나승아, 
박형수, 신현빈, 양성준, 오길환, 윤효상, 이경미, 이윤석, 전신영,
정시온, 정혜정, 채지연, 최지애, 한가영, 황하은

※각팀별 수기가 15면으로 이어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젊은 청춘들의 해외봉사 시즌!

해외 어린아이들에게 기량껏 재능을 나누어 주고 돌아왔다. 지원한 나라별 팀을 나누고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다녀온 사람마다 활동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함께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나마 그들의 땀과 노력들을 보며 아이들과의 추억 또한 함께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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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는 프란시스 자비
에르(Francis Xavier)는 1506
년, 스페인의 나바라(Navarra)
에 있는 자비에르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 난 프
란시스는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훗날 성자로 칭송
받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Ig-
natius Loyola)를 만났다. 

▼ 로욜라는 세상적 야망과 은
총의 소명 사이에 갈등하는 자비
에르를 강권했다. 이에 자비에르
는 1534년 8월 15일에 몽마르
트에서 빈곤과 순결을 서약하고
예수회(The Jesuit; The Soci-
ety of Jesus)를 창설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프란
시스는 서른 다섯 살 되던 해에
포르투갈 왕의 초빙을 받아 동인
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후
11년 동안 인도, 스리랑카,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에서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어느 날, 프란시스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란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시로 썼다. "나
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주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 나의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
자가 위에서 저를 안아주셨으며/
저를 위해서 못과 창 그리고 숱
한 치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오, 축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
여, 왜 그리 하셨나이까?/ 주님
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승리하여 천국으로 가는 희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
엇인가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
다.//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신 것
처럼/ 오, 영원하신 주님, /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입니
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 부
를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
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
원한 왕이십니다." 이 시를 쓴 뒤
얼마 안 되어 프란시스 자비에르
는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마카오
부근의 작은 섬에서 열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
풀어 주신 그 절대적 사랑에 대
한 깊은 깨달음과 만남’이 진정
한 사랑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전주대학교와 교직원, 그리고 학
생 한사람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2학기를 힘차
게 시작하자. 기나 긴 신앙여정
을 걸어 온 노년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
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라”(요일4:19).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
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단어 2위가‘사랑’이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는‘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랑의 소중함
을 아는 우리의 인식과 달리 사랑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매우 빈곤합니다. 안타깝
게도 우리는 사랑을 대중매체 즉, TV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사랑
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 것

이 참 사랑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본
문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총 네 가지로 나
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본문의‘참으며’는‘물과 같은 것이 스며
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방해
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덮는다는 뜻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처가 다가와도, 부정적인 생
각이 나를 덮쳐도, 환경이 어렵고 비뚤어
진 마음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막는 것입
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막아 상대를 바라보는 시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사
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 던
져 봅시다.‘모든 것을 다 알아야 사랑하
고 믿어줄 수 있을까? 몰라야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을까?’우리의 대답은‘모든
것을 다 알면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하
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허물을 알더라도 서로
를 믿어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고 희망한다는 의

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 참고
믿어주는 일도 결국 상대에 대해서 바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기다려준다’의 다른 말 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희
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한 절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
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
한 모든 것을 바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
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은‘모든 것을 견디며’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
막 한 가지는 견디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
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기에
견뎌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견디는 이
사랑의 모습은 상대에 대해서도 하는 것
이지만 특별히 나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
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려
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감입
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공감은 모든 사랑
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
다.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
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훈 목사
(전주대학교회 담임)

A.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그것들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창조된 자연으로 하나

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천둥이 몰아치고 폭

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재민이 생기는 난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의 교만
함과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이 자
기의 소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
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들을 한
순간에 쓸어버림으로 그런 것들은 다 헛
되고 소망이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
다.

소중한 가재도구와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물건들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쓸모 없는 것이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죽이는 일을 하지 마
라.”
두 번째는 직접 사랑의 편지를 써서 주
심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
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
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
인 말씀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감
하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에게 있는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하
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
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들음
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말씀을 읽어도 하
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거나
대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닫혀서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할 때 자
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에게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
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간해
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수 만드신 자연과
사람, 그리고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
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버려진 전도지
에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
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글귀를 무심코 주워서 읽었는데 그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예
입니다. 평소에는 쓰레기 종이로 보이던
그 전도지가 어느 날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글귀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
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
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일서
1장1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모든 것’(고린도전서 13:7)

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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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소개
CMI는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적인 대

학생 선교단체로써 탁월한 Leadership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
는 모임입니다. 내일의 역사의 주역이 될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인생관과 가치관, 역
사관, 세계관을 확립하게 하며, 우리 민족
사와 세계사에 귀히 쓰임받을 창조적 소수
를 인격적으로 키우는 소그룹 운동으로서
대학내에서 활동합니다. 1961년 시작되
어 전주,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청주 등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뜻을
같이 한 소수의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
으며 지금은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
동하고 있으며, 많은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
하였습니다. 

>> 활동상황 및 사역소개
▣ 전도 및 활동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입학초에
각 지부별로 신입생들을 위한 성경강좌를
개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속적
으로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
하고 성경공부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 일대일 성경공부

개인별 성경공부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 하는 학생과 리더는 주 1회 정도 원하
는 시간에 일대일로 만나 대화식으로 공
부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과 가르
치는 사람은 서로 신뢰를 쌓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며, 또 배우는 학생의 실

제 삶에 대하여 성경말씀을 기초로 굳게
세워나갑니다.

▣ 소그룹 성경공부
신앙 수준이 비슷한 리더들이 7-8명씩

소그룹형태로 귀납적 토의식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이 매주 한
요일을 선택하여 모임을 갖고 교제, 성경공
부 및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 방학 때마다 여름 수련회가 있으며, 겨
울에는 특별히 4년 커리큘럼의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제자양성 훈련인 ‘목자학
교’를 갖습니다. 

연락처 : 권봉신간사 010-8223-8738 
김일홍간사 010-5069-5196

착한 선교동아리 소개 「 지성과 지성을 겸비한 21세기 리더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

아제르바이잔인 기독교인
남성 3명이 지금 이란에서 2
개월 째 구금되어 있으며 가
족들은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국내외에 호소하고 나섰다.
엘다르 구르바노프, 유시프
파르하도프, 하람 나시보프
등 3명은 7월 24일에 테헤란
에서 체포 되었다. 체포 이유
는 불온한 단체를 만들고 이
끌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정
식으로 부과 받은 혐의는 아
직 없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는
채 두 달이나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호인과
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
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사람
들은 모두 합쳐 10명 정도 되
지만 대부분은 풀려났다. 아
직까지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은 앞서 언급한 아제르바이잔
인 3명과 나세르 나바르드 골
타페라는 이름의 이슬람 출신
개종 기독교인 등 4명이다. 

변호인과 접견 허용 안된채 교도소에 수감 해

2학기 목요아침기도회 개강 
2학기 목요아침기도회가 9월 1

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대학교회에서 있다. 특별히 김승
훈 목사(전주대학교회 담임목사)
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 전주
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안
에서 하나 되길 소망한다. 뜨거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
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
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
심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한 간절한 돕는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한

다. 또한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
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주대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한
다.” 라고 말했다. 

세계를 위한 기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기독교인 3명 2개월 째 구금

샤이닝 글로리는 오아시스!
저는 지난 8월 7일~10일까지 전주비전

대학교에서 진행된 샤이닝 글로리를 봉사자
로 섬겼습니다. 이번 섬김의 시간은 제가 알
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번 샤이닝 글로리
를 섬겼던 저에게는 이제 프로그램이 익숙
해지고 타성에 젖을 만했지만 그 때 그 때마

다 주님은 늘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방향
으로 제 눈길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샤이닝 글
로리는 중국에서 공부하는 시간동안 주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할 수 없어 갈급함에 메말
라버린 제게 찾아온 오아시스와도 같은 시
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또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 자
신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서는 저를 사용해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일
하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던 부분들도 그 시간을 주

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또 다
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샤이
닝 글로리를 섬기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봉사
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
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
의 은혜입니다.      _ 최예진 (중국 교환학생)

간증문

♥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

일 제자양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은
혜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
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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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끊어 건강 살리고, 장학금도 받고

1. 신청 방법 : 금연건강 신청서를 보건실에서 작성하여 제출

2. 선발 인원 : 100명(선착순)

3. 기     간 : 2016년 8월 29일(월) ~ 9월 13일(화)

4. 교육 및 금연시작일 : 9월 20일(화) 오후 2:00- 4:00 

5. 교육장소 : 학생회관 201호 보건실 

6. 측정 및 관리 장소 : 학생회관 201호 보건실

7. 측정 및 관리 방법
가. 매주 화요일에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검사(니코틴) 및 금연교육실시
※ 측정일자는 1~2일전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통보
나. 금연 교육 실시 후에 금연 패치 제공(2-3주)
다. 금연 보조품 제공(첫 학기에 의지가 약한 희망자에 한해서)

8. 장학금 수혜 
2016 - 2학기 금연 통과 시 50점
2017 - 1학기(연장) 6개월간 유지 통과 시 20점 추가 지급

(StarT program SP 총70점(21만원)에 해당하는 학비감면) 기타 문의사항 : 보건실(☎220-2169)

학생회관 2층 보건실 금연건강 프로그램

전라북도 기관장 목요기도회 ‘홀리클럽’ 개강
9월 1일(목) 전라북도를 위한 기

관장 목요기도회가 전주대학교 스
타타워3층 교직원식당에서 시작된

다. 매주 목요일 오전 6시 50분에
진행되고 있으며, 목요기도회를 통
하여 전라북도 기관장들이 그리스

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예배와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라북도부흥에 힘쓰고 있다. 

교직원 개강예배 안내 - 일 시 : 9월 7일(수) 오전11시 대학교회
- 말 씀 : 황세형 목사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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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were to ask you “What was the mission
of, “The 2016 Summer Olympians?” Your an-
swer should be, “Their mission was, to WIN.”
How do you know if they accomplished their
mission? You answer should also be, “Whether
or not they won their games.” So, how do you
know if they won their games? “They kept
score.” How about our Christian life? What’s our
mission? To win! How do we know if we’re
winning? We have to keep score! In competi-
tion, there are bound to be winners and losers
and for me Paul personally models, “Three
Characteristics of a True Winner.” 

1. Winners Are Contenders 
A contender is one who strives to win, one

who competes.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v.24 If ever a word described the
Apostle Paul, it would be Contender. He didn’t
just live life, he attacked it. In Acts 14, Paul was
preaching to a crowd in Lystra. Some of his
enemies were able to turn the crowd against
him, and they stoned him,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and left him for dead. As soon as Paul

came to, the Bible says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city." No wonder Paul could say
at the end of his life.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2 Timothy 4:7)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contenders and pretenders. Winners
are Contenders who reach for the prize. Philip-
pians 3:14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If our goal is to win the prize and if we’re to “run
to get the prize”, then wouldn’t it be nice to know
what “the prize” is? What is the prize in the
Christian Life? Most of us would say heaven.
And we would be partially correct because
heaven is part of the prize, but it’s not the com-
plete prize. The prize is a Changed Life! And
there are three dynamic changes or transfor-
mations that God desires for each of our lives.
Justification – (Salvation) – Darkness to
Light. Sanctification – The Process of Be-
coming Like Christ. Glorification – Ultimately
Transformed into the Likeness of Christ. So the
first characteristic is someone who “runs to
win”; a contender who is competitive and goal-
oriented. Someone who refuses to settle for
less than God’s best in their lives. 

2. Winners Are Always In Training 
It never stops. It’s a continual process

throughout everyday of our lives. There’s al-
ways room to grow no matter how much we
age, we can still be learning and growing! But
we need to know what we are training for. In
his book "Growing Strong in the Seasons of
Life", the author Charles Swindoll tells a story
about the 19th Century agnostic Thomas
Huxley. Huxley was in Dublin and was rushing
to catch a train. He climbed aboard one of
Dublin’s famous horse drawn taxis and said to
the driver, "Hurry, I’m almost late, drive fast".

Off they went at a furious pace and Huxley sat
back in his seat and closed his eyes. After a
while Huxley opened his eyes and glanced out
the window to notice that they we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Realizing that he hadn’t told
the driver where to take him he called out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he driver
replied "No, your honor, but I am driving very
fast’. Sometimes we are running in and out of
the church and other programs and missing the
point of why we are here. Coming together and
hearing the Word of God has a purpose and our
training is to be applied to the Word we are
hearing. 

3. Winners Are Self-Controlled (v. 27) 
Self-control releases power and self-con-

trol creates credibility. I like how Matthew’s
Gospel tells me,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Matthew 19:26) A very
famous coach named Vince Lombardi once
said, “Winning is a habit and so is losing.” Win-
ners say: I have a plan. Losers say: I have an
excuse. Winners say: Let me do it for you.
Losers say: It’s not my job. Winning does not
make the attitude - the attitude makes you a
winner. The value of your dream is determined
by how much you are willing to pay for it.
Everyone wants authority without responsi-
bility. The church is filled with people who want
the benefits, the titles, the perks, but who don’t
want responsibility. In fact, the first mark of sin
was failure to take responsibility. Adam said,
“It’s not my fault, you gave me the woman”
(Gen. 3:12). Our sin nature always wants to
blame others. TAKE RESPONSIBILITY! We
all have weaknesses but in our weakness, God
gives us strength. A 10-year-old boy decided
to study judo despite the fact that he had lost

his left arm in a devastating car accident. The
boy began lessons with an old Japanese judo
master. The boy was doing well, so he couldn’t
understand why, after three months of training,
the master had taught him only one move.
"Sensei," the boy finally said, "Shouldn’t I be
learning more moves?" "This is the only move
you know, but this is the only move you’ll ever
need to know," the sensei replied. Several
months later, the sensei took the boy to his first
tournament. Surprising himself, the boy easily
won his first two matches. The third match
proved to be more difficult, but after some time,
his opponent became impatient and charged;
the boy deftly used his one move to win the
match. Still amazed by his success, the boy was
now in the finals. This time, his opponent was
bigger, stronger, and more experienced. For a
while, the boy appeared to be overmatched.
Concerned that the boy might get hurt, the ref-
eree called a time-out. Soon after the match
resumed, his opponent made a critical mistake:
he dropped his guard. Instantly, the boy used
his move to pin him. On the way home, the boy
and the sensei reviewed every move in each
and every match. Then the boy summoned the
courage to ask what was really on his mind:
"Sensei, how did I win the tournament with only
one move?" "You won for two reasons," the
sensei answered. "First, you’ve almost mas-
te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throws in all of
judo. And second, the only known defense for
that move is for your opponent to grab your left
arm." The boy’s biggest weakness had become
his biggest strength. Work with what’s in your
hand today. Be faithful in the little. In our weak-
ness we can come to Him which can become
our biggest strength. Today if we want to win,
we need to keep score.

“What’s the Score” (1 Corinthians 9:24-27)

By Scott Radford

As the heat begins to subside and the
breeze rolls in, it’s time to sharpen our
pencils, dust off our calculators and head
back to class! The entire foreign faculty i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here at Jeonju
University is excited to see old students,
meet new students and gear up for what
will surely be one of our best semesters
ever! 

Fall semester is a special one indeed.
Now that you are a seasoned student in
this school year and within your major, it’s
time to step up and put into practice what
you learned in the spring semester. For
freshman, this is the perfect time to reflect
on your first semester study habits, per-
sonal choices, prayer and devotional life,
and physical health and determine which
practices you will continue and which you
will throw by the wayside. This is your
opportunity to put the mistakes that come
with “growing pains” behind you and have
a fresh start. New teachers, new classes,
new books, new schedule, possibly even
new friends or major―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You have learned how to navigate
the ups and downs of campus life and you
are ready to take on this new semester
with a fresh fire!

Second year students are in a unique
position, as you will soon be transitioning
into becoming “upper classman”. With that
comes great responsibility. You will have
opportunities to mentor younger students
and set an example of consistent good
habits. It’s never too late to change a bad
habit. Now that you have learned which
personal and study habits are best suited
for your personality, style of learning and
type of intelligence, branch out and try
something―start a new hobby or meet
new people that you don’t have much in

common with. Keep your fire burning.
Upper classman are in a crucial phase of

college life. As you approach graduation,
there are so many decisions to be made.
Will you continue pursuing education? Will
you look for a job? Will you get married and
start a family? Will you stay in Jeonju,
move back to your hometown, or move
someplace entirely new? There are so
many options at your fingertips. Don’t be
discouraged by your current situation. It
doesn’t matter if you are at the top of your
class, or barely squeaking by…you can
have a joyful, amazing life. With all the
competition in education, it is easy to allow
our academic life to become the source of
our identify. Let me assure you―you are
more than a student. You are a unique
person, made in the image of God. You
have skills and talents that you probably
don’t even know about yet. You have un-
limited potential when you trust God with
your life. I am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I say this: it’s never too late for a
great finish, regardless of how you started.
As things begin to wind down, or gear up…
remember to stop and enjoy the miracles
of life all around you. Don’t let the fire in
your heart go out!

Stay encouraged! Stay in a community
of positive, life-giving friends, try your
best and be honest with those around you.
Help others when
you can and be kind
to everybody. That
will make you suc-
cessful, regardless
of the grades you
receive. Good luck! 

Fresh Fire
Jeonju University is a place for superstars.

Well, superstars, what new experiences did
you gather over the summer vacation?  Some
of you will have traveled to new and exotic lo-
cales, some of you will have adventured with
hang gliding or bungee jumping but some of
you will bemoan your financial state and just
have worked or done nothing at all. Life, es-
pecially when you are young with a strong
spirit or at least a strong back and ankles, has
many experiences for you to discover. But
getting older doesn’t have to limit you to rock-
ing chairs and or wheel chairs. All you have to
do is be aware.  That can be as simple as
reading the news or looking around you.  

From both Facebook and the news I was
made aware of the Perseid meteor shower this
summer. I always have known for years that
August is often one of the best time for
watching meteor showers, and this summer’s
was supposed to be the best in the last and
perhaps next 20 years. And I was also made
aware that information I had that I assumed
was common knowledge was not. When I
spoke of the meteor shower to two of my
friends, Sunghee and Eunha, neither of them
were aware of it.  Actually, they had never
seen a star studded night out in the country
away from city light pollution.  So in case you
didn’t know, look up, that sky you see in Jeonju,
has many many more stars than are visible to
the naked eye if you get away from the city’s
light. Both of my friends grew up in the coun-
try, in small towns but had never really seen
the star light show at its most magnificent.  I
love stargazing.  I don’t stress on many con-
stellations, I just like looking at all the lights in
the night sky that traveled so many light years
to shine for me. From elementary school I
would go outside at night and just look at the

sky, lying on the grass, watching as the stars
moved across the sky. Actually it is the Earth
revolving, just for your information. 

So my cheap trip this summer was to gather
my dogs, my friend Eunha, and drive up to a
mountaintop outside of Kimje on August 13. It
wasn’t the best night, but I was in Gangwando
for a volleyball tournament the two days be-
fore.We laid on blankets and watched the stars
shine without the city light dimming them, but
the wandering clouds interfered some visibility
and so did the humidity.Eunha was sur-
prisedby all the stars she had never seen be-
fore and she had never slept out under the
stars before either.  The dogs kept watch but
it was a pretty secure place anyway. I had
never slept outside on a mountain and had
wannabe clouds float around my head. I saw
seven shooting stars that night, one of signif-
icant size. It was an experience and now it is a
memory.  I love seeing nature and I try not to
miss any opportunities to experience new and
interesting things.  But to see them you have
to keep your eyes and ears open so you don’t
miss them. The Perseids will be here next
year – actually they are here for a few more
weeks, but they won’t show as many meteors
as this year for a couple of decades.  Maybe
then you can share them with your kids. My
point is, don’t let opportunities and experience
elude you. Walk through
life and catch as many
as you can.  It may be as
simple as watching
some stars or an
amazing job opportunity.
Keep your eyes open
and see what you can
find.

Shooting Stars

By Suzanne R. Schneider By Ingrid Zwa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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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주세요. 2.감자를 얇게 채 썰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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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의 믹서기에 물을 조금 넣어주면 더 잘 갈아집니다.
※ ②에서 남은 감자가 없을 때는 ③의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④에 부침가루 1큰술과 물 1/2종이컵을 넣어준 뒤 섞어주세요.

비 오는 날에는 감자전과 함께!

4. ②와 ③을 소금과 함께 섞어주세요.  5.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④를 팬에 잘
펴주세요.

6. ⑤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청양
고추를 위에 얹어주세요.

7. 완성!

선선해지는 날씨와 함께 건강 챙기세요!

3. 채 썰고 남은 ②의 감자를 믹서기에 갈
아주세요.

재료 (1인분) 

- 감자 2알, 청양고추 조금, 소금 약간
식용유 조금

1. 여자들이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

2. 직함이나 호칭 따위를 모두 생략한 채로
그냥 부르는 이름.

3. 쓸데없이 자질구래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러한 자질구레한 말.

4. 심하고 짖궂게 장난하는 아이.
5.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 일.
6. 절지동물의 머리 부분에 있는 감각 기관.

후각, 촉각 따위를 맡아보고 먹이를 찾고
적을 찾는 역할을 한다..

7. 콩을 털어 내고 남은 껍질. 
[속담] 눈에 ○○○가 씌었다..

8. [비유]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신세.

9. [속담] ‘○○ ○○ ○○○’.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더 빨리 하라고 독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띄어쓰기 있음!!

10.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는다는 
뜻으로, 즐거운 표정(表情)으로 
한바탕 크게 웃음을 이르는 말.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전 주 대 신 문 사 오

들 랑 베

보 꾼 라

는

바 이 브 레 이 션 남

자

문 경 지 교

화 감

상 대 주 의 사

품

권 선 징 악

 <852호 정답자>

1. 오예은(경배와찬양학과) 2. 이신희(상담심리학과)

3. 황다솜(사회복지학과) 4. 박소희(경영학과)

5. 최선아(역사문화콘텐츠학과) 6. 강송희(경찰행정학과)

7. 김선영(일본언어문화학과) 8. 황주령(경찰행정학과)

9. 정성지(경배와찬양학과) 10. 강세희(역사문화콘텐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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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 은 우 리 말 퀴 즈 입 니 다

파 안 대 소 속 담 맨 도 있 어 요

시 정 박 추 더 듬 이 바 랭 지 가

프 사 여 핀 별 다 름 람 쥐 세 로

글 가 는 씨 말 에 가 채 찍 질 파

부 일 입 신 검 증 파 전 콩 깍 지

돼 산 일 퇴 보 궁 주 곡 차 두 리

비 장 벽 노 대 국 배 소 충 기 블

이 잔 소 리 말 대 밀 고 저 이 불

살 구 멍 개 구 쟁 이 독 깨 비 글

여 기 저 기 붓 싯 돌 장 똑 때 끝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구제되니 신청바람.

2016.08.18.(목) 09:00
~ 2016.09.06.(화)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에서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
서로 학생 명의로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및
전주대 학생지원실(220-2164) 

2016-2학기 
국가장학금 제2차 신청

2016.09.27.(화) ~ 09.29(목) 3일간

□ 장소: 노천극장 일대

전주대학교 축제
('JJ Superstar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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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광고홍보학과 14학번

1. 제가 생각했던 농촌은 전원일기처럼 여러 연령
층이 모여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마을에 가서 보니 절
반 이상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4박5일 동안 친손주가 되어드
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정읍 칠보면 원반마을 & 세류마을에서 총 50명
의 학우들의  마을 어르신들의 손주도 되어드리고, 복
분자 전지작업, 깨모종심기, 양배추 수확하기, 논의
모 때우기, 마을 환경미화, 집 청소, 어르신들 식사대
접과 미용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3. 우리 조를 케어 및 전담해주셨던 마을 삼촌입니
다. 그 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바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농사를 시작하셨고, 농사 뿐 아니
라 마케팅 같은 개인사업도 하시면서 미래 융합산업
의 농업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농촌봉사활동 마지막에 마을 어르신들께서 저희
를 위해 마을잔치를 열어주셨는데 그 때 그분들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하자” 라고
하시는데 그 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네요

5. “농민들의 땀을 잊지 말자!”

기화연 외식산업학과 15학번

1. 짐을 싸며 준비 할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할머니 댁에 놀러 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농촌 일을 한다는 느
낌보다는 놀러 간다는 느낌이 더 컸는데 막상 농촌에
도착을 하고 나니 봉사활동을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
니다. 도착하기 전에 생각했던 농촌은 작은 마을 안에
집이 있고 집 마당에 텃밭이 있어서 바로 채소를 먹을
수 있고, 회관 앞에는 큰 정자가 있는 그러한 시골 마
을을 생각하였으나 막상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큰
마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논이나 밭에 갈 때는 차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2. 정읍시 소성면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소성면에서는 채소 모종심기와 딸기 하우스 청소와
밑거름 주기를 하거나, 복분자 밭에서 가지치기를 하
고 논에 가서 피 뽑는 것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어
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에어염색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3. 마을 부녀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점심시간 때 마
을 부녀회장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
게 되었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집에
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었던, 제 손가락에 꼽을 수 있
는 정말 잊지 못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4.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성과 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가지 재배하는 채소들이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
말 느리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봉
사활동을 하면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다른 학과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5.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 경영학과 15학번

1. 제 주변에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 없어서 농촌에
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농활을 갔다 온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어르신들과 말동무도 해
드리고 직접 수확해온 갖가지들 재료들로 같이 음식
도 해먹었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설레였고,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에 더욱 기대가 되었고 공기 좋은 농
촌에서 재미있게 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
니다. 막상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 어르신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더운 날씨
에서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렇게 어린 나이에 힘들다고 어르신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큰 밭에서 직접 한땀 한땀 흘리
면서 작업한 수확물이 우리의 반찬들이 된다는 생각
을 하니‘모든 것이 정성이 담긴 밥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2. 정읍시 칠보면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마을주민들의 말씀이 있으
면 지정된 마을 이외에 다른 마을에 가서 일손을 돕기
도 하였습니다.

3. 농촌활동 내내 같이 일했던 조원들이 생각이 납
니다. 힘들게 같이 일하면서 서로 몰랐던 사이가 이야
기를 나누는 며칠 사이에 친해져서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놀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회상하면
서 이야기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4.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수확물을 얻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덜 힘들고 훨씬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분량을 다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비록 힘이 들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
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단체활동을 하며 낯선 사람
들과 함께 만나 서로 일상들을 나누었던 시간들과 비
록 지친 몸이었지만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
었을 때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고된 일을 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힘이 정말 크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루하루 농활의 시간이 지날
수록 농민들의 성실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취재·정리_ 김형만기자

전주대학교 두드림 학생회(연합회장 안지호)는 2016년 전주대학교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나 농활 간다!’농촌봉사활
동으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동진평야를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전주대학
교 두드림 학생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 연합회 및 경영대학, 문광대학, 인문대학 학생 20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유래없이 뜨거웠던 올해 폭염 가운데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읍 소성면(애당, 두암, 광산, 작천)과 칠보면(원촌, 축촌,

원반, 세류) 등 총 8개의 마을에서 각 학과 및 조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여러 밭일 이외에 하우스 작업, 가정집 보
수, 이불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뜨거운 성원과 칭찬을 받았다.
안지호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농활에 참여한 학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나 농활 간다!”

의 현장을 좀 더 생동감 있게 경험해 보자.  

새벽이슬 같은 전주대 청년들,

農心(농민의 마음)의 갈증을 해갈하다! 

Q1. 처음 농촌에 방문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셨던 농촌과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Q2. 어느 지역에서 봉사하셨나요? 
봉사하신 지역과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Q3. 농활봉사를 하시면서 만나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이유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Q4. 농촌 봉사활동이 주었던 유익함, 
또는 즐거운 것들을 나눠주세요.

Q5. 마지막으로 이번 “나 농활간다!”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안지호 중앙동아리 연합회 회장

Q1. 농활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작년 농활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 작년에는 단과대별로 준비하여 각기 다른 장소
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드림“나 농활 간다”에서는 4개의 단과대학이
다 함께 준비하여 연합된 모습으로 전주 인근의 동
진평야로 간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4개의 단과 대학의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
다 보니 농촌에서는 일손부족의 갈증을 잠시나마 해
소되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농촌 살리는 전주대
학생들” 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우리 대학을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Q2. 회장님이 보시는 지금 농촌의 상황은 어떤가요? 
A. 현재 농촌의 상황들이 매우 열악 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일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더위와
가뭄 속에서 어르신들은 미소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이슬 같은 청년, 대학
생들이 일어나 농촌의 가뭄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대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농사일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문화공연, 미용봉사,
집 수리하기 등 학우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비타민 같은 역할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Q3. 농활 참여를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학생활 중 가장 보람찬 일이 있다면 저는 자
신 있게 농촌봉사활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농촌봉사활동 대원들과 함께한 추억과 농촌에 어르
신들께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에 도전
해 보세요 !!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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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