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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땅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전주
대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대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하는 일에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총장님을 비롯한 전주대학교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구성원들의 화합과 일
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학기에 추진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있
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
에 합당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셔서 전주대학교가 참으로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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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에 홍정
길(74)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신동아학원은 지난달 8월 25일 이사

회를 개최하여 홍정길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새 임기는 오는 9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이다. 홍 이사
장은 현재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이
자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
다. 홍 이사장은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남서울교회 및 남서
울은혜교회를 개척하고 밀알학교를 설
립하는 등 한국 교계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동아학원은 1953년 학교법인 영
생학원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됐으며, 현재 전주대학교·전주비전대
학교·전주영생고등학교·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9월 8일 목요일 오전11시부터 학생
회관 앞 광장에서 2016 헌혈사랑 콜라
보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내빈들의 인사
말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음악학과의 연
주와 UCDC동아리의 댄스, 태권도시범
단의 멋진 공연과 함께 막을 올렸다. 

제43대 더블YOU총학생회(회장 김민
재)는 ‘헌혈4랑 COLLABORATION’
을 계획하고 재학생중 500여명의 헌헐
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작년 1천여명의
봉사자에 비해 적은 규모였으나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오전 11시부터 이호인 총장 외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숙 전주시 보
건소장, 이경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
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의 축하인사
말이 전해졌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전주대학교
뿐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널리 퍼져나가
길 바란다”고 말했고,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바쁜 일정과 빠듯한 예산중에
도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기관
들에게 감사하다. 전주대학생들이 이런
봉사정신으로 앞으로도 사회생활에 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민재
총학생회장은 “대한민국의 헌혈율은
4.17%로 혈액 보유량은 2.2일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는 12
등으로 우리 전북권의 혈액이 부족하다
고 한다. 이번 헌혈행사에 전주대 학우
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적
극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8일
하루종일 전라북도청 및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일대, 그리고 전주대학교 캠퍼
스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더블YOU총학생회는 백혈병으
로 투병 중인 한일고 학생을 위해 헌혈
증을 기부 받아 162장의 헌혈증을 전
달하였다.

_ 편집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 연임

‘헌혈4랑 콜라보’ 
한옥마을, 전북도청, 전주대에서 동시진행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교육부 주관
‘2016년도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선도대
학 선정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우수모델
로 선정되었다.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현장밀착형 수행
대학 중 평가를 통해 장기현장실습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지정, 우수모델 개발 및 해당
권역에 장기현장실습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전주대는 현장실습 운영실적, 전산화를 통
한 전주기적 장기현장실습 관리 및 운영 면
에서 돋보였으며, 특히, 해외현장실습 운영
을 통한 취업률이 88.9%로 우수한 취업연
계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전주

대는 호남&제주권 산학협력중개센터와 연
계하여 권역 내 장기현장실습 운영 및 모델
확산 지원 등 장기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성과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INC사업단장(김건회 교
수)은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 및 산학협
력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장
기현장실습 관리체계를 완성시키고, 우수모
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
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연계하
여 지역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는 역할수행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
학으로 기틀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선정
해외취업연계한 장기현장실습 체계 우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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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례 : 이명규 교수(토목환경공학과) 부친 9/3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가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CK-1,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재선정 평가에서 1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

돼 총 4개의 특성화사업단을 보유하게 되
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산업디자인
학과의 ‘전통문화기반 산업디자인 핵심인
력 양성사업단 Korea Culture Based In-
dustial Design Training Center (단장 주
송 교수)’ 으로, 전통문화기반의 산업디자
인 특성학과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산업
디자인의 핵심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디자인역량 부분의 '문
화기반 창의디자인 인력 양성'과 산업화역
량 부분의 '전문역량 디자인창업 인력 양
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통문화에 기반한 전통문
화와 현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전통문화 원형
연구 및 전통공예기법과 소재 연구기반 
구축, 창의융합형 제작시설구축, 재학 중
1인 디자인기업 창업 및 보육, 기업 및 지
자체와의 산학협력 창출, 1인 창업을 위한
보육시설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

관과의 특성화된 현장, 실무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계 교과목을 운영함
으로써 학과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
이다. 산업디자인학과는 그동안 현대자동
차, (주)애니모드, (주)넵스 등의 기업들과
의 산학협력은 물론, 글로벌디자인워크숍,
전문가특강, 특성화 교과목 운영, 디자인

캠프 등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해 왔다. 

산업디자인학과 대학 특성화사업(CK-1) 선정(3년, 9억)
'전통문화기반 산업디자인 핵심인력 양성사업단'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교
육부가 인정한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으로
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 중간모
니터링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해 '
인증유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평가
는 인증 대학 평가 결과의 유지
와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대학
발전 유도를 위해 중간 점검하는

제도이다. 전주대는 6개 필수평
가준거 및 모든 평가영역에서 충
족을 받아 2018년 말까지 ‘인증
유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
다.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은 이번 평가에서 95개 대학 중
76개 대학에 '인증유지' 평가를
내렸고, 19개 대학에는 '시정권
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전주대
는 모든 영역에서 2013년 평가

시보다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으
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표를
대부분 보완하여 충족하였다. 
황인수 기획처장은 “이번 모니

터링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의 우
수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인 대학 교육의 질 관리에 총력
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평가 ‘인증 유지’ 획득

교무처장, 기획처장 보직임명 : 교무처장 김갑룡 교수 (회계세무학과) / 기획처장 이근호 교수 (스마트미디어학과)

한국고전학연구소가 9일 지역
혁신관(513호)에서 ‘근현대 지
역공동체의 영속과 단절’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
술대회는 6월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근대이행기 전북지역 공동
체와 유학사상의 영속과 단절 가
운데 사상, 법제, 언론, 사회라는
4개의 소주제에 대한 연구성과
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한국고전
학연구소 중점연구소는 2014년
12월부터 ‘근현대 지역공동체
의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 라는

아젠다 아래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

과 종교, 문화’를 주제로 두 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 6월에
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국제
학술대회는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연구자들과 함께 한반도 주
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
며 근현대 지역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장 변주승 교수(역
사문화콘텐츠학과)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
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
대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영속과 단절’ 학술대회

공과대학 소방안전공학과 김동
현 교수가 저술(강영호, 김동현
공저)한 “조선시대산불(동화출판
사)”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기술과학분
야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김동현 교수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각부청의서존안’. ‘비변사등
록’, ‘철종행장’, ‘승정원일기’,

‘증보문헌비고’, ‘고려사절요’,
‘경국대전’ 등 15종 이상의 조선
왕조 기록을 조사해 방재 및 재
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기
록하고 분류하고 재구성 하며 실
제에 적용하여 의미를 밝혀라’란
말씀처럼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과거 기록을 재정립하여 의미를

밝혀 현대사회의 다양한 재난·
재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
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산림청 국립산림과

학원에 13년간 재직했으며, 일
본의 교토대학에서 화재역학 및
방재기술을 연구했다.
한편 출판산업 진흥 및 독서문
화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선
정’은 기술과학분야를 포함한 총
10개 분야에서 320권의 저서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기술과학분
야는 49권이 포함됐다.

김동현 교수, [조선시대산불]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2학기 StarT Program 트랙신청 

StarT Program은 자기개발의 성과를 포인트화하여 
인센티브(SP장학금, 해외연수, 인증서)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이다. 
- 자격증취득트랙 / 외국어향상트랙 / 성적향상트랙

◆ 트랙신청

1. 신청기간 : 8월 29일(월) ~ 9월 30일(금)
2. 장소 : 각 단대 해당 CA실
3. 트랙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자격증 취득트랙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

● 목표 달성시 등급에 따른 기본점수와 트랙신청 가산점수(SP)가
동시에 부여됨

● 자격증 취득결과는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
(방학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외국어향상트랙

●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

● 모든 외국어 성적이 8등급 이상인 자만 신청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외국어 시험 성적표 제출

● 목표 달성시, 등급이 향상된 경우에는 기본 점수(SP)와 
트랙신청 가산점(SP)을 동시에 부여

●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
(방학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성적향상트랙 

● 신청자격 : 재학 2학기 이상 필하고, 1학기 이상 수강한 자
(복학생: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 개강 후 4주 이내에 해당학부 CA실에 제출
● 평가기준

- 목표 달성시 : SP로 인정 
(매 학기 신청가능 / 성적 정정 기간 후 지급)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SP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이어트트랙

● 신청대상자 : 남자 - 체지방률 25%이상
여자 - 체지방률 30%이상

● 신청방법 : 각 단대 CA실에서 확인 ->  순영관 또는 보건소에서
인 바디 검사 -> 다이어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트랙신청서 작성하여 도전

● 신청기간 : 개강 후 한 달 (8/29 ~ 9/30)
● 6개월 이내 체중 10% 감량 (SP부여)

<사진설명 : 2015 졸업작품전시> <사진설명 : 2015 졸업작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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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엄마...아빠..
그래도 역시  

엄마, 아빠가 계시는 집에
가는게 제일 행복하지? 

제인아! 이번 추석에도 집에
올거지? 혼자 지내면서 공부
하느라 고생하는구나 
엄마랑 아빠랑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사랑해...딸♥

와! 추석이다!

그래도 다 널 생각해서...

추석이라니.. 으... 
온 갖 가사일도 모자라 

그 잔소리들을 또 들어야해?
성적에, 취업에,  

헤어진 남친 이야기까지...

폭염에 구슬땀 흘려 캠퍼스명물 만든 전주대생들
‘천사의 날개’, ‘에베레스트 산’,

‘테트리스 게임’, ‘큐피트의 화살’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재능기부로 만든 작품이 캠퍼스의 명물로
등장했다. 학생회관 인근 스타센터 1층 벽
면에는 3m 크기의 흰색 날개가 등장했다.
날개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면 금방이라도
하늘을 훨훨 날을 것 같은 천사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바로 옆벽면에는 금방이라
도 벽을 뚫고 나올것 같은 오토바이 작품이
그려져 있다. 또 도서관 앞에는 큐피트의
화살 그림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고백존 그
림도 들어섰다.

이 그림들은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3D
화면과 같은 효과를 주는 트릭아트로 전주
대 ‘페인터’가 만든 작품들이다. 페인터
는 디자인학부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북지역 유일의 대학생 벽화동아리다.

학생들은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7~8월

하루 5~6시간씩 땡볕과 싸우며 벽화를 그
렸다. 수은주가 35~6도까지 치솟아 폭염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도 긴 바지에 앞치
마, 모자에 수건까지 걸치고 붓과 로울러를
들고 채색작업을 했다.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 슈퍼스타의 탄생을 의미하는 레
드카펫이 생겨나고 깜찍한 사랑 고백 코너
와 추억의 테드리스 게임장이 생겼다. 이
작품들은 전주대학생은 물론, 시민들까지
몰리는 명물이 되고 있다. 연인이나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찾아 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전주대 국어교육과 2학년 전진영은
“트릭아트 벽화 덕분에 캠퍼스가 한층 즐
거운 분위기로 변했다”며 “친구들이 서
로 먼저 사진을 찍겠다며 경쟁할 정도로 반
응이 좋다”라고  말했다. ‘페인터’동아
리 회장 송선주(리빙디자인전공 3년)는
“찜통 속에서 20~30분 작업 하고 나면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만큼 힘들지만, 동료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하는 모습
을 보니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아리 ‘페인터’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남부시장 등 재래시
장의 주차장을 단장해 주고, 또 정읍지역아
동센터에는 만화 캐릭터를, 전주 반월초등
학교에는 담장에 어린이 놀이터 그림도 선
사 하는 등 방학동안 재능기부활동을 활발
히 하였다. 

같이 할 때, 전주대의 가치가 올라간다

2학기 개강과 함께 더블유 총학생회는
여러 이벤트로 학생들을 맞이해서 화제다.
먼저는 전주외의 지역에서 학교 기숙사로
이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사옵쇼’이
벤트가 진행되었다. 8월 27일 토요일 학
생회에서 이사하는 학우들을 돕고 생필품
을 전달하는 등 응원의 손길로 감동을 주
었다. 또한 8월 30일 화요일 오전11시에
학생회관 앞에서는 ‘개강했닭’이벤트
로 학생들의 손에 파란 풍선을 쥐어주고,

맛있는 치킨과 불닭볶음면이 약 300
여명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을 받아 든

학생들의 입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추석을 앞둔 학생들의 귀향길을 위한 감

동 이벤트도 계속해서 연결되었다. ‘추석
귀향버스’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이용하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고향까지 가는 서비스인 것이
다.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그 수요에 따라
버스 노선을 정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제
43대 더블YOU총학생회는 앞으로 9월

27일(화)~29일(목)까지 전주대 축제를 준
비하고 있다. 
문의:www.facebook.com/Doubleyou43

_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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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9/27(화) ~ 9/29(목) 10:00~ 17:00

운영장소 : 노천 극대 일대 천막 부스 내 진행
- 부스 천막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보증금이 있습니다.

<천막 보유 시 개인 천막 사용 가능>

활동내용 : 먹거리(주류X), 벼룩 시장, 미용, 놀이&게임 등 

대동제 기간 문화 부스 운영

문의사항 : 기획차장 우재석 010.4901.9766

대외협력국장 정보희 010.2272.7214

※접수 후 시사를 통해 부스 자리 배치 및 확정 추후 공지 됩니다.

신청기간 : 9/6(화) ~ 9/13 (화)
신청방법 : 학생회관 412호 총학생회실 방문 접수

총학생회 개강 이벤트, 추석귀향버스

전주대, 전국대회 승승장구 태권도 명문 비상

태권도학과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승승장구
하며 전국 최고의 태권도 명문으로 자리를 굳
히고 있다. 최근 두달 새에만 ‘대학 선수권 대
회’,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통령기 전국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9월 1일 막을 내린 ‘제 39회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전주대는 5
명의 선수들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5일 동안 열린 이 대회에는 전
국 40여개 대학에서, 3000명의 선수들이 참
가했다. 
남자부에서 양용훈(+87kg급) 1위, 장형호

(-74kg급) 2위, 김주형(-58kg급) 3위를 차
지했다. 여자부는 유경민(-73kg급), 이수국(-

67kg급) 선수가 나란히 3위에 입상했다. 특히
2학년 유경민 선수는 지난 8월 12일부터 18
일까지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에
서는 1위를 차지했다. 투지가 좋고 공격적인
유 선수는 1000여명의 대학 여자태권도 선수
중 최고수의 하나로 꼽힌다. 팀대항 종합경연
대회에서도 전국 최강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The Terror
Live’팀은 8월 6일 국기원에서 열린 ‘2016

세계태권도한마당’ 종합경연(시니어부)에서
9.60평점을 획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2명
의 멤버로 짜인 전주대팀은 완벽한 격파와 팀
호흡을 선보이며 지난해 우승팀인 제 1야전군
사령부를 2위로 밀어냈다. 팀 대항 종합경연은
태권도의 기술동작들을 다양하게 창작, 구성하
는 경연으로 시니어 부문에는 52개 팀이 열전
을 벌였다. 여자 개인종합격파 부문에서는 조은
선(3학년)학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하며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축제소식 

신청기간 : 09.04(일) - 09.08(목) 18:00 마감 
신청자 43팀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참가자격 : 전주대학교 재학생
참가방법 : 전주대학교 더블YOU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http://naver.me/5MXPS0wW)
예선일정 : 09.09. (금) 20:00 (장소 추후 공지)
에선방법 : 1절 심사(참가자 MR준비). 본선 진출자 심사 후 추후 공지
본선일정 : 전주대학교 노천극장무대 (일시 추후 공지)
문의사항 : 사무국장 양승현 010. 2441. 6123

신청기간 9/4(일) ~ 8(목) 18:00 마감 
(신청팀 43팀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참가자격 전주대학교 재학생
참가방법 전주대학교 더블YOU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신청서 작성
예선일정 9/9 (금) 18:00 (장소 추후 공지)
예선방법 1절 심사(참가자 MR준비). 본선 진출자 심사 후 추후 공지
본선일정 전주대학교 노천극장무대 (일시 추후 공지)
문의사항 사무국장 양승현 010. 2441. 6123

전주대학교 단 한명의 가왕에게 우승 상금 50만원

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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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배를 따라 기도원에 갔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 중 류인탁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과거 레슬링 선수 시절에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열정으로 도전하였고, 그 결과가 금메달로 이어진 것을 듣고 인터뷰를 결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데, 교수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께서 간절함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꿈을 이루려고 절실하게 노력한 적이 없는 내가 부끄러웠다. 앞으로 내 꿈에 대해서
더욱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사진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375806&memberNo=21659980&vType=VERTICAL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tryxtry10174099516 _취재: 김승철기자

<기자후기>

2016 리우올림픽의 열기가 다 사라지지 않은 지금 지난 84년 로스엔젤

레스 올림픽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열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 전주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전 레슬링 챔피온 류인탁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았다.

Q. 전 레슬링 선수 류인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A. 84년 LA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8kg급 금메달 획득

전) 국가대표 감독
전) KBS 레슬링 해설위원
현)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Q. 과거 레슬링 선수 시절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셔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었
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늘 간절함으로 연습하고, 간절함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간절함으로 정상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를 강하게 하여 불굴의 투지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Q. 레슬링 선수들을 뽑으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A. 미래의 가치를 봅니다. 레슬링 선수가 가져야 할 조건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근력,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 협응성 등등 테스트 해 보면 이 선수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죠.    

Q. 훈련 방식은 어떠하신가요? 훈련중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A. 누구나 쉽게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으나, 진정한 최선은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최선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장의 갱도가 무너져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탈출하려고 곡괭이질을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항상 경기종료 30초 남은 상황에서 지고 있을 때를 가정해서 훈련하
는데, 그것이 경기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빠르지는 않지만 늦지는 않게, 많이는 못하지만 적지는 않게 욕심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내실(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중시하며, 감사하게
도 크게 힘든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의 훈련시절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Q. 운동선수 시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요.
A. 선수 생활 때 체중조절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그때 생각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체중을 줄이면 구토증상과 쥐가 나는 신체반응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화려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내실(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중시하면서, 앞서가기 

보다는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선 자리
에서, 앞서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A.“간절함이 없으면 꿈도 꾸지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승리
<레슬링 챔피온, 류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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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회적 동물이라 일컫는 인간은 혼자서
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
덴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만드시고
함께 도와 교제하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가정 구성원 외에
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친구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2대 왕으로 다
윗이 선택되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성실함이 요구되어진다.
그러한 이유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
와 영화가 아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전
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 둘이 있었
는데 하나는 요나단이었고 또 다른 친구
는 나단이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
가만히 기다리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
지만 자신의 보장된 권세와 권력보다 하
나님이 관심하시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인 다윗에게 조금의
거리낌 없이 기회를 양도하는 진정 용기
있는 친구였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사람
의 눈으로 보기엔 보잘 것 없는 목동이었
고 악신이 들린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 임
시로 불리어온 연주자였으나 하나님이 관
심하는 자였기에 요나단은 생명 다해 그
를 사랑했고 선대했고 죽을 위기에서 그
를 보호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되었

고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누림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돌이
킬 수 없는 범죄로 연결되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은 남편도 죽이게 된
다. 다윗이 죄악의 구렁이로 빠져들어 갈
때 인생의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난다. 선지
자 요나단이다. 평민 다윗의 친구였던 요
나단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고 위기 가
운데 선대했던 친구지만 나단은 왕 다윗
에게 하나님을 대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였다. 농부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웃의 양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해도 남의 이야기로 들
었다. 나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왕에
게 손가락을 들이대며 바로 그 악인이 당
신이라고 용감하게 경고했다. 

인생에 나를 무한히 품어주고 받아줄 요
나단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죄악의 구
렁텅이에 빠져갈 때 나에게 진정으로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나단이 함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두 친구가 있었던 다윗
이었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
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리라.

미래사회학자 엘빈 토플러는 농경-산업
- 정보화의‘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1980)’을 지나“바이오테크 시대”가 임
할 것을“부의 미래 Revolutionary Wealth
(2006)”란 책을 통해 예견하였습니다. 이러
한 제 4의 물결에 대비하여 최근 정부에서 대
학의 이, 공학분야에 집중하여 나노기술, 신
약개발, 유전자 줄기세포연구, 뇌 과학, 생체
인식(이식) 기계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
지능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
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사회가 펼쳐질까
요?

■이제는 영성(靈性)사회입니다.
최첨단 시대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라

하시겠지만, 이 말은 최근 엘빈 토플러의 강
의와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과
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창조의 영
역까지 감당하는 기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인류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의미를 고
민하게 되며, 더 나아가 신의 존재와 믿음으
로 인한 종교적 대립과 충돌을 주장하는 “제
5의 물결 - 영성(靈性)사회”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를 천천히 둘러 봅시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성의

개념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급격하게 다가
왔습니다. 11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자살률 (38분당 1명), 헬 조선과 7포세대의
우울증, 미래가 암담한 기성세대의 불안감,
‘세월호, 메르스’ 등의 피해자들을 향한 위
로와 책임 등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본질의 문제” 에 관심을 가
져야 할 때입니다. 

보는 관점을 좀 더 넓혀 볼까요? 최근 믿는
신에 따라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대립, 충돌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IS, 지구촌 곳곳의 테러와 난민문
제, 종교간의 통합 운동의 결과, 정교와 이단
들의 대립 등과 같은 충돌인데, 이 충돌은 인
간 근본의 문제이며 종교간의 대립에 의한 결
과물입니다.

이 두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 제 1~4의
물결인 물질 가치의 개념으로는 설명,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풍
요로움이 우울증을 고칠 수 없으며, 종교 간

의 갈등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10~20년 후에
는‘사람을 살리는 것’ 과 ‘올바른 영적 세
계관의 이해’ 가 이 시대의 큰 화두가 될 것
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주대학교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 ‘곡성哭聲(2016, 나홍

진 감독)’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영성 사회의 모습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은 신비한 것이나 오걸트 같은 무서
운 것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내 삶의 이유를 깨닫고 주신 사명 감당하
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참된
“영성” 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관
점으로 이 시대의 바라본다면 지금의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위로 받고 싶어하는지를 알 것입니
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는 일,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참
된 자유를 누리는 일이 “영성사회의 핵심가
치”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
학교”에서의 채플과 성경과목시간은 이러
한 아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10~20년 후의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고 축
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직
실력과 취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
대에 이렇게 복된 대학교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전주대학
교의 시간 동안 우리를 빚으실, 토기장이이
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수칼럼

강용일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대학생 기본예절 교육 심각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여러 고등학
교를 방문하게 된다. 그럴 때 마다 각 학교는
다르지만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모르는 사람의 방문에 대한 경계심과 무관
심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일쑤이고, 극히 일부학생들만이 인사를 하며
지나간다. 물론 인사를 받자고 그 학교에 가
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한 손님입장에서 볼
때, 모르는 사람에 대해 반갑게 맞이해주는
학교는 대부분 활력이 넘치고 학생들이 밝게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작년과 올해 학과 홍보를 위하여 서천에
위치한 “공동체 비전 고등학교”를 몇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학교 학생 중 한사람도 예
외 없이 모두가 우리에게 반갑고 밝은 모습
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감동을 넘어 기
분 좋은 문화충격에까지 이르렀으며, 방문자
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계속 칭찬에 칭
찬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이미지는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

게 전혀 다른 모습이고 멋진 분위기 일까? 학
교장이신 임동묵 교장 선생님은“공동체 비
전 고등학교”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비
전을 가지고 진리, 사랑, 봉사, 영성, 인성, 지
성등의 기본목표를 실천으로 교육하는 아름
다운 공동체라고 소개를 해주었다. 그 해답
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실천에 있었던 것이
었다.

▷서로 인사하는 더욱더 밝은 전주대 만들자. 

현대 대학생들의 예절의식은 예전에 비해
너무나 많이 빈약하다. 예전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긴 하지만,
예절의식이 빈약하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교
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이 이미 많은 부분
붕괴되어진 우리나라에서 백년지대계(百年
之大計)를 책임져야할 교육기관에서까지 세
대의 흐름이라 수수방관한다면 다음세대는
사람의 따뜻함과 정은 사라지고 관계에 의한
사회생활만 남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
겠는가? 
예절교육은 대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사회생활까지 계속 이
어지게 되며, 그것은 곧 삶의 성공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
다. 일단 적어도 우리 전주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예절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
을 진행하여, 적어도 인성이 잘 갖춰진 다음
세대의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아는 교수님이든 모르는 교수님이든 어른
들과 마주칠 때 서로 인사하고, 흡연자들은
피우던 담배를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얼굴
한번 방끗 웃어준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캠
퍼스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은 기본
예절을 잘 지켜주고 교수와 직원 모두는 학
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받아주는 전주대의
밝은 캠퍼스를 그려본다.

인사 하고 지냅시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희망칼럼]

김형만 기자

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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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군산에 선교부가 세워지고 전라
북도 전역에서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진
행되는 동안 한국 주재 미국남장로교선
교부는 계속 선교의 지경을 넓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애양협정으로
호남권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로 이미 선
교계획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가 1894년 3
월 서울에서 출발하여 제물포에서 배편
으로 군산에 도착한 후 전주를 거쳐 태인,
정읍, 고창, 여수, 목포, 등 호남 전 지역
을 답사한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 다음으로
1895년 한국에 온 유진벨(Eugene
Bell, 한국명:배유지)선교사는 목포와 광
주의 선교 책임을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
다. 유진벨이 1896년에 처음으로 광주
를 방문하였다고 보고서에 기록하였는
데, 이것이 광주에 대한 그의 첫 언급이
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유진벨은 목
포선교부 개설 준비를 하면서 광주 인근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짐작 된다. 물론
전남 지방의 선교는 목포에서 먼저 시작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전남지방의 선교
기지로는 나주가 물망에 올랐었고 1896
년 월례회에서 이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시작부터 나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였다. 나주
는 예부터 보수성이 강한 양반 고을이었
기 때문에 외국인과 특히 서양 종교에 대
해 적대 감정이 있었다. 심지어 과격한 청

년들은 선교사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주민들은 만약에 선교사들이 성
내에 거주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이런 까닭에 나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
었고 목포로 옮겨가게 되었다. 유진벨, 오
웬선교사는 목포에 선교부를 개설하였으
며, 성공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러
던 중 내륙 지방에 선교부 설치의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부
는 1904년 3월, 새 선교부 설치를 결정
하고 유진벨 선교사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에 유진벨 선교사는 먼저 김윤수를
광주로 보내 선교부지 물색 및 선교사 사
택 건축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김윤수
는 효천면 양림리 언덕의 버려진 땅을 싼
값에 매입하였다. 이곳은 어린아이가 죽
으면 내다버리는‘애장터’였고 누구도
가까이 가려하지 않는 곳이라서 헐값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김윤수는 이곳에 유
진벨과 오웬 선교사가 거처할 사택을 그
해 12월 중순에 건축하였다. 

마침 그해 성탄일이 주일이어서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날 예배
에는 유진벨, 오웬선교사 가족과 김윤수,
변창연 가족을 비롯하여 구경 온 사람들
40여명이 사택을 가득 메웠다. 12월 25
일 성탄 축하 예배가 광주선교부 개설 예
배였으며, 광주교회의 시작이었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史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光州郡 楊林里敎會가 성립하다. 初에
선교사 배유지, 오기원이 助師 변창연과
敎友 김윤수를 동반하야 木浦로부터 本
里에 到着하야 사택을 정하고 열심 傳導
한 결과로 최흥종, 배경수 등이 信從하야
자기舍廊에서 예배하다가 신도가 漸次增
加 됨으로 北門 내에 瓦家로 예배당을 건
축하고 後에 김윤수, 최흥종 二人을 長老
로 將立하야 堂會가 組織 되얏고 其後 남
궁혁, 이득주, 홍우종이 계속 視務하니라.
(상권, p.121)

광주선교부는 개설을 시점으로 급성장
을 하였다. 이는 선교사들의 조직적 운영
과 신앙적 열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으로 신도들을 감동케 한 일들이 급성장
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지
면상 선교사들의 면면을 일일이 다 살펴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명단이라도 거명
한다면 복음선교사 유진벨, 탈미지, 노라
복, 이아각을 들 수 있고 의료선교사는 놀
란, 윌슨, 리비, 브란드 그리고 여선교사
는 스트레퍼, 그라함, 세핑, 닷슨 등이 있
는데, 이들 선교사들은 하나 같이 영적으
로나, 의료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적으로도 광주 지역 사람들에게 큰 감동
을 주었고 이는 바로 교회 성장과 사회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한편으로
는 선교사들을 도와 일했던 성실한 조사,
동역자 및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초대 교
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를 가능케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최초 목사 7인의 한 사람
인 이기풍 목사, 전주 신흥학교 1회 출신
인 김창국 목사, 광주선교부 터를 닦은 김
윤수 장로, 포사이드 선교사에 감동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최흥종 목사, 미
국 프린스톤대학 출신 남궁혁 목사, 일제
강점기 일제의 탄압에 항거한 이경필 목
사 등이 광주의 교회 역사를 이어 갔다.
한국인 목회자, 교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광주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의
선교활동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일궈 논 선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광주
사람들 특유의  추진력이 선교 유적 보존
에도 작용한 것으로 짐작되고 이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 된다. 

전주만 하더라도 전주선교부(예수병원
건너편) 동산은 그동안도 서서히 잠식(蠶
食)되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공
사로 인해 잘려 나가고 있고 이에 束手無
策인 상황이다. 명색이 호남 최초의 선교
부였던 전주의 기독교 유적지는 갈수록
초라해 지고 있는 반면, 광주는 광주 호
남신학대학과 바로 옆 선교동산의 선교
사 묘지, 광주 최고령 서양식 건물인 윌
슨 사택, 오웬 선교사 기념각, 유진벨 기
념관, 쉐핑(서서평 선교사)기념관, 수피
아 여고 등 기독교 유적들이 잘 보존 되
어 있어서 이 가을에 가볼 순례지로도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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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가볼만한 광주선교 유적지
- 사진으로 보는 광주 선교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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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웬(오기원)선교사▲ 유진벨(배유지)선교사 ▲ 윌슨(우일선)선교사

▲‘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애장터’였던 곳에 들어선 광주선교부의 1909년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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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광주 수피아여고 1927년도 전경

▲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쉐핑(서서평)기념관 내부

▲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오웬 기념관(중앙의 회색 건물), 양림교회(우편) ▲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수피아여고 현재의 전경

▲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윌슨의 사택(문화재)

▲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유진벨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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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굿윌헌팅>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는 올해 8월
중순에 재개봉한 <굿윌헌팅>이다. 영
화 <굿윌헌팅>은 1998년 3월 21에 처
음 개봉하여 18년 만에 다시 상영되어
흥행하고 있는 작품이다. '굿 윌 헌팅'
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내면의
상처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
는 윌 헌팅(맷 데이먼)이 진정한 멘토
숀 맥과이어(로빈 윌리엄스)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
를 담은 작품이다. 1998년에도 흥행
하고 최근에 개봉해서도 흥행하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 장르 : 드라마         
· 미국
· 감독 : 구스 반 산트 
· 126분  
· 15세이상관람가  
· 1998.03.21. 개봉, 

2016.08.17. 재개봉

상처받기 쉬운 한 젊은이의 영혼, 그 아름다운 감동의
서정시!
‘윌 헌팅’은 불같은 성질의 사나운 카리스마를 가졌
고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반항적이다. 그러나
그는 믿기 힘들만큼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다. 윌 헌팅은
20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그도 결코 우습게 상대하지 못할 인생의 스승
‘숀 맥과이어’를 만나게 된다.

보스턴 남쪽의 빈민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 계
층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윌은 비천한 일을 하며 산다.

윌은 MIT공대에서 교실바닥청소 일을 할 때 말곤 대학
교 정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노벨상을 수
상한 교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싱
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풀어버리다. 그러나 그토록 머리
가 비상한 윌도 어쩌지 못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폭
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윌은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윌의 유일한 희망은 심리학 교수인 숀 맥과이
어. 숀은 윌이 가진 내면의 아픔에 깊은 애정을 갖고 관
찰하면서 윌에게 인생과 투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_ 출처 : 네이버 영화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파 안 대 소 맨

더 듬 이

름

가 는 말 에 채 찍 질

콩 깍 지

두

기

노 배

잔 소 리 밀

개 구 쟁 이

 <854호 정답자>

1.노가을(한국어문학과) 2.김용현(역사문화콘텐츠학과)

3.백지은(문헌정보학과) 4.박은진(예술심리치료학과)

5.김남희(영어교육학과) 6.전새미(영화방송제작학과)

7.김지민(경배와찬양학과) 8.장서경(일본언어문화학과)

9.강민주(리빙디자인학과) 10.박정인(영화방송제작학과)

1. ○○○○○은 여행 특히 무전여행에서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려고 하는 행동이다.
2. 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 그 기원은 이집트이며, 사람
의 머리와 사자의 동체를 가지고 있다.
3. 악보를 그리기 위한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서식. 

고대 그리스의 악보에는 문자와 기호만으로 음의 고저와 길이를
표시했다고 한다.
4. Blockbuster의 약자이며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 그룹이다.
5. ○○○○은 문서나 컴퓨터 및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잠시 붙여놓
는 조그만 메모지이다. 
6.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어벤져스’ 멤버. 특별한 초능력도, 휘
황찬란한 장비도 없지만 뛰어난 격투기술과 센스로 적에 맞선다.
7.‘아기 공룡’이란 말을 듣고 둘리를 떠올린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아재(짐)…. 요즘 사람들은 뽀로로가 맡아 기르는 얘를 떠올리지요!
8. 벼룩이 많을 정도로 오래된 물건을 판다는 뜻의 시장.
9. 맛집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예인. 대표적인 유행어는
“맛이가 없어요.”
10.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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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 문 답 거 정 점 북 상 지 대

히 브 리 어 록 키 산 벼 룩 시 장

치 타 조 조 송 독 포 병 마 장 마

하 이 바 스 핑 크 스 그 특 크 마

이 블 린 스 작 대 트 기 집 롱 밥

킹 스 맨 인 블 랙 잇 츠 쇼 타 임

벅 쟁 반 짜 빠 꾸 치 즈 사 유 리

지 미 니 시 데 크 래 샌 드 비 누

리 블 랙 위 도 우 어 여 쁨 무 당

나 락 라 엑 소 짱 오 선 지 환 추

송 비 즐 거 운 한 가 위 되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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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숀은‘상담은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
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윌을 탐색합니다.

② 숀은 대화와 그림을 보며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몰
아붙이는 윌을 보며‘윌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어린애
다.’라고 본질을 파악합니다.

③ 기다려 주었습니다. 윌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해서
숀은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④ 진심으로 대해주며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윌은 숀의
의도대로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하였고, 숀은 윌의 말에 적당
한 맞장구를 쳐 주면서 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⑤ 공감대 형성인데 윌은 점차 숀과의 대화를 즐기기 시
작했습니다. 숀교수 역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로

지 여자 이야기와 운동경기 이야기만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
습니다.

⑥ 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했
습니다. 윌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윌의 심경이 복잡하게
되어 버렸을 때 숀은 윌이 표현하는 진심이 그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직 윌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
다는 것을 확신하며 일단은 물러섭니다. 윌은 자신의 마음
을 이해해 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숀이 등을 돌리자 화를
냅니다.

⑦ 숀은‘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대사를 10번 반복하여
윌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빼내 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
던 윌의 마음에 그 대사를 전달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_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알고 보자!』 윌을 치료하는 숀 맥과이어의 치료적 의사소통 방식

Q : 영화 <굿윌헌팅>은 실화인가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실화가 아닙니다. 하지만‘조지
단치그’라는 천재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
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조지 단치그’는 숙제
인 줄 알고 힘들게 풀어간 문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풀

리지 않은 난제였다는 에피소드로 유명합니다. 영화에
서는 라마누잔이라는 인도소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
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수학
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천재 수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는 굿윌헌팅의 윌과 비슷한 점입니다.

_ 출처 : 네이버 영화

◎
Q
&
A
◎

정말 오랜만에‘명화’라는 표현을 쓰게 만드는 영화
이다. 청년시절의 맷 데이먼의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천재’라는 캐릭터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표정연기
나 말투를 통해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
고 친구인‘척’과의 돈독한 우정이 부러웠다. 영화의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해서 봤는데 그
이유는 놓치기 쉬운 숀의 주옥같은 대사들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는‘네 잘못이 아니야’가 있지만 나는 특별

히 다른 대사가 더욱 와닿는다. 숀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는데, 윌이 상담시간에 숀
의 그림을 보고 숀의 아내에 대해 자신의 추측을 내뱉
고 마는데, 이에 숀은 큰 상처를 입고 자신보다 더 사랑
했던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는‘넌 진정한 상실
감이 뭔지 몰라, 왜냐면 그건 타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거니까.’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이다.                            _ 취재·정리 : 유찬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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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번 추석 잘 보내셨나요? 3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 친인척분들 뵈면서 서로의 안부와 인사들을 나누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회이죠. 
하지만 왜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추석이 명절이 되었나.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날이기에 

우리가 맞이했던 날이었을 수도 있겠죠. 역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명절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듯해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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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옛 이야기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두
운 밤은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월을 이루는 달이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음력 8월 15일이 바로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민족의 대 축제 추석!!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 하지만... 가족들 모인자리에서 정확한 호칭을
몰라“저기요..”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촌수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부해서 우리 다음 명절 때 당당히 불러봅시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http://cabb79.blog.me/220477843285), 교육부

먼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디아스포라란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던 간에 내가 가진 정체성과

기본을 잃지 않고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0여년 전의 디아스포라의 표상인 최치원이 현재의 우리들

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경주 최씨의 시초인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총명한 것으

로 유명했다. 18세부터 여러 관직들을 임명받아왔던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25세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기록한 후부터였다. 그의 글을 통
해 당시 혼란스럽던 황소의 난도 진압될 정도였다. 한창 당나라에서 관직을
맡고 있던 최치원이 모시던 고변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신라로 귀환하
게 된다. 이후 최치원은 신라의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의
관직을 받고, 문한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치원은 신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

었다. 그가 10여년 동안 중앙의 관직과 지방관직을 역임하며 보았던 진골
귀족의 부패와 지방세력의 반란을 목격하였던 것을 토대로 당시 문란한 정

치를 바로잡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진성여왕은 6두품 최상 관등인 아찬을 하사할 정도였으나, 6두품이라는 신
분상 진골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며 정치적인 개혁안을 실현될 수 없었다. 이
는 후에 성종에게 올린 최승로(崔承老)의 상서문 중‘시무 28조’로 계승
되어진다. 

 최치원의 사상
최치원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써 구국적 유교관과 호국적 불교관, 제세

적 도교관으로 이 세가지의 공통점을 찾아 오직‘인(仁)’으로 나라를 훈계
하려고 하였다. 개인이 아닌 나라를 위한 현실적 참여의식을 강조하고, 주
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여 자신이
처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으로써 대립과 분열, 갈등을 지양하고 화합
과 화해를 추구하는 사상적 대통합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삼교융합론
(三敎融合論)에서 더 나아가 외적인 사상을 통해 신라의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사상인 풍류도(風流道)를 발견하게 된다. 당시 최대의 유학자인

그가 찾고 연구하며 화랑에 녹아져 있는 풍류도라는 원석을 발견한 것이다.
풍류도는 동인의식과 민족적 자긍심, 민족적 주체의식, 민족공동체로서의
집단의식,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사상적 대통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가치로운 삶
우리는 최치원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일생동안 회피하지 않고, 일신상의 유
익만 구하지 않고, 신라인답게 살아 내려했던 1,200여년 전의 최치원이 지
금의 우리에게 시대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깊이 인식하고, 하나라도 해결
하려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그의 시각은 종교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커다란 해결점을 시사한다. 우리의 선조인 최치원은
1200여년 후의 우리에게도 '통합'이 살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런 최
치원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통합, 화합, 화해를 하는데 우리도 몫을 하
기를 바란다.    

고대 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표상,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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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랏간 상궁마마의 비법
이번 명절 남은 음식들 다 싸서 돌아오셨나요? 명절 음식들 더 맛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취방 대장금이 되어봅시다.
[전 볶음밥] 준비: 각종 전, 식은밥, 굴소스, 고추장, 참기름

①달궈준 팬에 각종 잘게 썰은 전과 식은 밥을 넣는다.
(이미 전을 만들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는 없다.)

②고추장 반 스푼과 굴소스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준다.
③모든 재료들이 잘 볶아진 후에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둘러준다. 
④마지막에 깨를 뿌려주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레시피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sok1693/220650851760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s891213/130176499878

한민족이었던 북한 추석은 어떨까?
북한에서는 추석을 봉건주의의 잔재라 하여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명절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과 당과 관련된 날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 음식들로 배부르고 풍족하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북에서는 김부자의 생일 때가 되어야
주민들에게 쌀, 밀가루, 육류 등을 나눠주고 추석 때는 먹을 것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추석 당일을 뒤늦게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남한처럼 3일을 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임에도 추석 때 의무적으
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모두가 김일성 동상
과 사적지에 가서 충성 맹세와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교리문을 읽고 난 후에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민속경
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명절이지만 일정이 끝나면 송편을 만들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며 제사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북한
은 통행증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어, 멀리 있는 친인척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아껴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조금의 여
유를 부릴 수 있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다행히 반가운 날이라고 합니다.                                 - 출처 : CG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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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말이다. "모든 인간
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고대사
회에서는 착한 삶을 실천함으로
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
다. "행복은 내가 행하는데 모든
착한 일들이 결합하여 완성된 상
태이다." 보에티우스의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사람들은 행복을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보
았다. 

▶칸트의 말이다. "행복이란
이상적인 존재가 온몸으로 삶이
편안하다고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프로이트 역시 같은 생
각이다. "행복은 강한 쾌감의 체
험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
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행복을 만
들 수 있다고 믿는다. "열심히 조
깅하라. 부지런히 골프채를 휘둘
러라. 웰빙 주말을 만들어라…,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넘쳐 날
것이다. 강한 쾌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
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행복을 제
공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행
복을 크르스토프 크바리히는
‘happiness'라 부르며, 오늘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
는 하나의‘소비재’가 되었다
고 탄식한다. 행복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 무엇이다. 행복은
‘해피니스(happiness)’를 뛰
어 넘어 신들만이 누리는 ‘마카
리오리(makariori)’를 포함한
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마
카리오스(행복하다, 복되다, 기
쁨으로 넘치다)’라고 칭찬하는
복된 여덟 가지 삶의 자세를 말
씀하신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안다. 보잘 것 없는 이
기심 때문에 다투고 생명까지 위
협하는 현실을 슬퍼한다. 오직
자기만 아는 비정한 세상에서 따
듯한 마음을 지킨다. 온유하지만
불의한 사회를 향해 정의를 외친
다. 자기 이익에 초연하여 마음
이 깨끗하다. 설령 의로움 때문
에 박해를 받더라도 행복과 기쁨
을 누린다. 

▶ 하늘나라가 보이는 정상으
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온전
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참 행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참 평
강의 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
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12).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제가 서울의 자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
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양교회 앞에
는 기사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
울에서 택시를 타고 ‘자양동 기사식당
골목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 모르는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식당 골목에 가면
양쪽으로 기사식당 수십 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림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림식당은 기사식당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식사가 끝나고 동전 몇 개
를 건네주며 ‘커피는 셀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송림식당의 며느리가 저
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송림식당에 손님들 많이 오

죠? 하루에 밥 몇 그릇 팔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보통 하루에 1,200그릇 정도 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에요?”라고 물었을 때 돌

아온 대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기를 “제가 주변에 있

는 다른 기사식당을 찾아가서 맛을 비교
해 보았는데 저희 집이나 다른 집이나 차
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은 하
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
들에게“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고 싶
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주냐면 예수님에게 받아서 나눠주고 오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백성
들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주고 싶어도 받
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받으라”라고 말씀하시
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소
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
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받기위
해 무릎 꿇고, 은혜받기위해 엎드리고, 은
혜받기위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한 학기도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황세형 목사
(시온성교회 담임)

A.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
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
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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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

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직접 사랑의 편지를 써서
주심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입
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객관
적인 말씀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
감하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
리에게 있는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기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들
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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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라
는 글귀를 무십코 주워서 읽었는데 그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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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
서 1장1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누가복음 1:30)

진리의 샘
9월 7일 교직원개강예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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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M(예수제자운동)은 1977년 춘천에
서 시작되어 지금은 국내 16개 지역의 100
여개 캠퍼스에서 해외 27개국 82여개 캠
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마29:19)
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 세계로 나아가 선교
하는 일을 합니다. 
JDM은 성경적 삶(본문성경공부), 가
족공동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력합니다.
- 성경적 삶은 가족공동체와 제자훈련이
라는 두 바퀴의 중심 축으로 배움이 아니

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공동체는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장
애물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사는 것
을 말합니다. 
- 제자훈련은 회원 확장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JDM의 소망과 목표입니다.
JDM 전주지구는 2013년 시작되어 전북

대, 전주대에서 주력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는 2014년 동아리로 등록

(동아리방:학생회관 403호)되어 활동합니다. 

>> 모임소개
·큐티모임(매일 아침 8시, 동아리방)

·기도모임(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동아리방)

·각 소그룹(소그룹별 시잔, 장소)

·전체 채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양의문교회)

·TTS/PRE-TTS

(매주 금요일 오후 4시/7시, 동아리방)

“내가 경험한 JDM은?”
임O라(전주대 16학번)
내가 생각하는 JDM은 포용, 행복, 친밀

한 교제의 장, 진짜 사랑이 있는 곳, 전 세계
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자기 치료의 장소,
깨달음의 장소, 친구, 비밀을 터 놓을 수 있
는 형제자매이다.
왜냐하면 JDM이 진짜 가족처럼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잘 만나주고 잘 놀아주고 편안
하고 경건훈련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들이  모두가 느끼고 가지고 싶은 행복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야기 해 주고 들어오라
고 하고 싶다. 

채O수(전주대 16학번)
제가 생각하는 JDM은 편지입니다.
처음에 편지를 열어볼 때처럼 저에게 궁

금했던 곳이고, 읽으면서 (=채플과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더 애착이 생기구요.
편지를 다 읽고나면 계속 편지가 생각나

고 편지 보낸 사람이 생각나듯이 저도 수
련회갔다 온 뒤로 전주지구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더욱나아가고 싶다
는 마음이 생겼네요. 편지말고 러브레터로
할까요?

정O희(전주대 15학번)
내가 생각하는 JDM은 시간이다.
지금 이 젊음의 때에 맡겨진 시간이요.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릴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를 사모하는 시간이요.

한 영혼을 위해, 캠퍼스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 할 수 있는 시
간이다.

나는 여전히 시간속에 흘러가며 그시간
을 헛되이 보내지않기 위해, 지금 이순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
기 위해 JDM이라는 시간과 함께 한다.

착한 선교동아리 소개 「 JDM(예수제자운동) 」

러시아 당국이 ‘反 테러법’
을 발효하고 처음으로 크리스천
지도자를 체포했다. 

러시아 사법관에 의하면 “쥬
라빌료프는 러시아 정교회에 부
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러시아
내에서 금지된 우크라이나
‘Right Sector’ 국수주의 정당
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의 反 테러법은 교회건물 밖에서
선교를 금지하는 사실상의 ‘선
교활동 금지법’이다. 러시아 대
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 발표시
킨 이번 법안은 정부가 허용한 예
배장소를 제외한 곳에서의 신앙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법안
이 발효되자 러시아 내 수천 곳의
교회는 “기도와 단식투쟁으로
새 법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선교 위원회장 하
누 하우카는 “이번에 발효된 법
안은 교회 내에서만 신앙을 표출
하게끔 제한한 1929년 소련 법
령의 경우와 비슷하다"며 "종교적
인 면에서 러시아는 90년 퇴보
한 셈이다. 소련 붕괴 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정
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은 외국

인 선교사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일체 금
지한다.

국제종교자유연합은 “러시아
의 이번 조치를 종교의 자유, 러
시아 내 외국인 선교 권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교 방법 등의 다
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겠다”
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허용한 장소
외에서 신앙활동을 전면 금지하
고, 허가 없이 교회에서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
지는 것은 정부의 압제처럼 보이
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하시고, 러
시아의 교회들에게 지혜를 주사
세상과 같이 대응하지 않게 하시
고 이때에 더욱 복음 앞에 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쥬라빌료프 목사
님의 믿음울 붙들어 주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
소서.” 

지난 7일(수) 오전 11시 대학교
회에서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2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개강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문택 교수(신학과경배찬양
학과)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예배
의 시작을 알리며, 김창민 교수(교
수회장)의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
었다.

또한 특송으로 김용진 교수(음
악학과), 김동민 교수(예술심리치
료학과), 이주용 교수(음악학과)가
‘소원’이라는 찬양으로 섬겨주

었다. 이번 예배에는 황세형 목사
(시온성교회담임)가 누가복음 1장
30절 본문으로 ‘은혜 받은 사
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
며, 황세형 목사는 ‘세상을 살다
가 보면 기대하지 않을 일들이 일
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
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의 은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순서로는 13명의 신임교수
환영식과 총장님의 인사말도 전해
졌다. 
매월 드려지는 교직원 예배를

통해 전주대학교 교직원들이 하나
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기초가 세
워지길 기대한다.다음 교직원 예
배는 10월 5일(수), 10시 50분
대학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세계를 위한 기도

러, “선교활동 금지법” 발효...

첫 크리스천 지도자 “체포”

♥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

일 제자양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로
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
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델
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 문의 :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

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
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2학기 교직원 개강예배 ‘은혜 받은 사람’

‘거룩 최고의 능력!’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대학! 
9월 8일(목)오전 8시 대학교회

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드려졌다. 
목요아침기도회는 학기마다 학

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다.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빈 좌석이
없이 대학교회 본당이 꽉찬다. 바로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학생들이
캠퍼스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게 된 이유이다. 라는 주제로 레
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본문으
로 ‘거룩 최고의 능력!’라는 주제
로 김승훈 목사(전주대학교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승훈 목사는 “전

주대학교가 전주대학교로써 하나님
의 대학 우리가 꿈꾸는 명문기독교
사학으로써 온전한 길을 가기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거룩해야 되며,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가운데 구분
될 줄 아는 능력이 우리가운데 있어

야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주대
학교의 일원으로 그리고 이곳가운
데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의 일원으
로 전주대학교의 빛이요 소금의 사
람으로서 이곳가운데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전
주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
학교다운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이
우리가운데 있어야한다.”라고 말
씀을 전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
는 대학,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목요아침
기도회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하며,
목요아침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
전 8시 대학교회에서 드려진다. 

2016-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실시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은 지난
9월 1일(목)과 2차 9월 8일(목) 두
차례에 걸쳐 2016-2학기 학생생
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학생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새로이 입사
한 생활관 관생들의 참여 속에서 오
리엔테이션에서는 1부 입사 환영
예배, 2부 생활관 안내, 수칙교육,

관생자치회 임명장 수여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
다. 이날 진행되어진 1부 입사 환영
예배는 “사랑하라”는 주제를 통
해 생활관 내 모든 관생이 가족이
되어 서로 오래 참고, 믿고, 사랑할
것을 권면했다.

한편, 2016년 추석맞이 해피투

게더 프로그램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스타타워 1층
로비에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유학생 및 한국 관생들을 위로하고
자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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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wondered about faith,
doubted that you had it, wished you had
more? Few things are more misunder-
stood than faith. Yet, few things are more
important. One day, a young disciple of
Christ desirous of wanting to fully receive
all that God had for him visited the home of
an elderly Christian. He had heard that this
old man had never lost his first love for
Christ over all the years. 

The elderly man was sitting on the porch
with his dog taking in a beautiful sunset.
The young man posed this question: "Why
is it, sir that most Christians zealously
chase after God during the first year or two
after their conversion, but then fall into a
complacent ritual? I have heard you are not
like that. The old man smiled and replied,
"Let me tell you a story: One day I was
sitting here quietly in the sun with my dog.
Suddenly a large white rabbit ran across in

front of us. Well, my dog jumped up, and
took off after that big rabbit. He chased the
rabbit over the hills with a passion. Soon,
other dogs joined him, attracted by his
barking. What a sight it was, as the pack of
dogs ran barking across the creeks, up
stony embankments and through thickets
and thorns! Gradually, however, one by
one, the other dogs dropped out of the
pursuit, discouraged by the course and
frustrated by the chase. Only my dog
continued to hotly pursue the white rabbit."
"In that story, young man, lies the answer
to your question." The young man sat in
confused silence. 

Finally, he said, "Sir, I don’t understand.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rabbit
chase and the quest for God?" "You fail to
understand," answered the old man, "be-
cause you failed to ask the obvious ques-
tion. 

Why didn’t the other dogs continue on
the chase? An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that they had not seen the rabbit. Unless
you see the prize, the chase is just too dif-
ficult. You will lack the faith, the passion and
determination necessary to keep up the
chase." The book of James is a pastoral
letter concerning the attitudes and actions
affecting the spiritual life of the church. As
the leader of the very first church, in
Jerusalem, James felt an enormous re-
sponsibility for the spiritual growth of
Christ’s followers everywhere. 

This epistle was written to encourage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because of
their faith, and it was passed around and
read in several churches. No one can live
a single day without exercising faith. When
you set your alarm you had faith that it
would work. When you get in your car, you
turn the key and have faith that it will start.
When you go to the bus stop you expect
the bus to come. In each instance there
was an action. You see, faith is never
something just to be talked about. It is
something that must be demonstrated in
the way we live. Believing is one thing but
do you have Faith, do you have an action
filled faith. Everyone places their faith in
something or someone. Your faith is only
as good as the object in which you place
your faith. 

The Scriptures are clear that we should
put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True faith brings confident obedi-
ence to God’s word in spite of circum-
stances or consequences. Faith is
described in a two-fold way. It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The verse
could be translated “faith is the “confidence”
of things hoped for.” 

The philosopher, Soren Kierkegaard,
tells the story of a make-believe country
in which only ducks live. "One Sunday
morning all the ducks came into the church,
waddled down the aisle and into their

pews, and squatted. Then the duck min-
ister took his place behind the pulpit,
opened the duck Bible and read, ’Ducks!
You have wings, and with wings you can
fly like eagles. You can soar into the sky!
Use your wings!’ All the ducks
yelled ’Amen!’ and they all waddled home."
That’s the kind of hearing that goes on
every Sunday morning in multitudes of
congregation.? Action Faith is the key to
unlocking this power.  The measure of our
faith is not our "talk" it is our "walk". It is
what we do. It is not what we say. It is what
we will do! Simply stating that you are a
great race-car driver, basketball player,
Christian, whatever it is you may be does
not mean anything unless you can
demonstrate who you are in a way that
would convince any and all who see
you. ?As a Christian we have to be gen-
uine. In the Christian life faith and works go
together like inhaling and exhaling. Billy
Graham stated it in these terms: Faith is
taking the Gospel in and works is taking the
Gospel out." Inhaling and Exhaling ! You
see, faith is never something just to be
talked about. It is something that must be
demonstrated in the way we live. James
says flat out that if you relationship with
Jesus doesn’t change you there’s a ques-
tion whether He’s really in your life. Today,
ask yourselves, “What can I see in my life
that proves He’s in me?”

Seeing is Believing (James 2:14-26)

By Scott Radford

Every new semester allows me to re-
assess my goals. I have been told on many
occasions that I have a work/life imbalance.
It is now clear to me that I am guilty of
pouring a lot my time into work and
spending very little time doing the things
that truly make me excited to get out of
bed every morning. So with that in mind, I
am making a very conscious effort to
move forward in this new chapter, this
new semester, with better, more realistic
and more balanced intentions that make
me feel proud every step of the way down
this awesome path of life. 

Throughout the year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set goals for ourselves
without really reflecting on what it is we
really want and need. 

Most of us can agree that we think we
need more money, when what we really
need is a change of environment, or
someone to love. Sometimes we think we
need more free time, but what we really
need is a challenge or task that we can be
truly passionate about, that makes us
thrive. Sometimes we think time alone and
more space is what we want, but really we
need to be around more positive people.

The truth is clear, if you never set goals
in the first place, you will never find out
what you truly want. If you coast through
life with vague ideas of “success” and “ac-
complishment”, you may never discover
that true happiness doesn’t come from
buying that new smartphone, or that land-

ing that better paid position will make you
miserable because the extra money won’t
make up for the reduced time with the
people you love.

For a while, I lost sight of what I wanted
out of life. I didn’t ask myself often enough,
“Why am I doing what I’m doing?”  By also
asking ourselves, “What do I really want
and why do I want it?”, and constantly re-
assessing our goals and aspirations, we
will most certainly gain the benefits of
continual self-reflection. We can be cer-
tain about what it is we really want out of
life, and then we can go out, do it, live it and
love it. With all that being said,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need extra motivation
and that extra push. There will be difficult
days when you feel that you have lost your
sense of purpose in doing what you do, but
the solution is simple, keep reminding
yourself of why you started in the first
place.

Asking yourself these questions may
make you realise that you don’t have a
why, but that’s ok. It just means that you
have given yourself the opportunity to re-
evaluate your goals,
perhaps set new
more meaningful
goals and create a
plan of action to live
more purposefully
and become more
fulfilled by doing the
things you do.

“Don’t wait until you’ve reached your 
goal to be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
every step towards reaching that goal.”

What helps a person become successful?  I
suppose first we need to define what is suc-
cessful.  Success can come in a lot of different
shapes and forms, and it constantly changes
as we change.  As it is such a variable thing,
let us call it by its general definition; the ac-
complishment of an aim or purpose.  For most
students, to be successful means they want
to do well in school and graduate with their
degree and certifications.  Next, in order to be
successful, they will probably want to get a
job, or start their own business.  Then, they
may want to make a lot of money or help to
change the world.  The cycle goes on and on,
constantly changing.

If you go online searching for inspiration on
how to be successful, you will find a wide va-
riety of articles listing all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people.  It is very unlikely you will
find two articles that are exactly the same.  So
what is a person to think of all this?  It is true
that being successful requires and lot of dif-
ferent traits and abilities.  University of Penn-
sylvania psychologist Angela Duckworth
believes her research has identified one trait
that is essential to success.  She describes it
as “grit”.  Grit is a hard to define English word,
as it has several definitions and nuances.  For
the purpose of her study she defined it as
having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
term goals.  Duckworth began her research
after having taught math to younger students
and noticing something that interested her.
The most successful students in her classes
were not always the smartest.  Instead, they
were the ones who showed the characteristic
of grit.  Duckworth continued her research,

going to many places and studying and inter-
viewing a wide variety of people and students.
She found that grit was the factor that wa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ing success, beating
I.Q., test scores, physical fitness and many
more other measures.

To develop your grit, you must understand
it.  It is your passion and perseverance.  If
something is important or interesting to you
or other people, you will most likely be pas-
sionate about it to some degree.  You can then
foster your interest by discovering more
about the matter.   Perseverance is partially
about hope and partially about daily practice.
Working toward what you want to achieve,
learning more each time you try.  This is very
important, pushing through the frustrating
practice that will really make you better.  You
must maintain your sense of hope when there
are setbacks.

So, are you a gritty person?  How hard do
you work towards your goals?  Remember
that when you hit setbacks, these are your
opportunities to develop your grit. When you
send out ten resumes and nobody calls you,
send out ten more. (I had to mail out about 120
resumes to get my first professional job.)
Write to the people at the company.  Adjust
your resume for each
person you send it to.
Write individual letters.
Push forward, work on
your grit, and develop
something that will
serve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Grit

By Susan Webster By Joel MacDoug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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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가지를 깨끗하게 씻은 뒤 0.5cm 크기로 잘
라주세요.

2.달군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①을
살짝 볶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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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료도 지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Tip!! ※ ①에서 지나치게 센 불은 들기름을 산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볶지 않고, 가지의 겉면이 살짝 구워질 정도만 해주세요. 

※ ③에서 시중의 플라스틱 포크를 활용하면 얇고 긴 구멍을 내기 쉽습니다. 꽈리고추에 구멍을 뚫어주면 간이 잘 스며들게 됩니다. 

※ 꽈리고추는 아삭한 맛을 위하여 넣었습니다. 꽈리고추를 생략하고 가지만 넣을 경우, 양념재료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만들면됩니다. 

※ 조금 더 매콤함을 원한다면 고춧가루의 양을 2배로. 단 맛을 원한다면 물엿을 1/2 추가해주세요. 

엄마표 가지 무침, 나도 도전!

4. ②와 같이 ③의 꽈리고추를 달궈진 프라
이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5. 양념재료들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
요.

6. ②와 ④의 가지와 꽈리고추를 ⑤의 양념
장과 함께 섞어줍니다.

7. 완성!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는 가지 무침 만들기.

3. 잘 씻은 꽈리고추의 꼭지를 따 준 뒤,
포크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주세요.

재료 (2인분) - 가지 3개, 꽈리고추 15개
양념 재료 - 간장 4큰술, 마늘다진것1큰술

고춧가루 1/2큰술, 설탕 1큰술

도서관  9월 영화상영

전주대학교 도서관

9. 8 진짜 나를 만날 시간, 인사이드 아웃
9.22 사건해결에 남은 단 48시간 주토피아
9.29 빅히어로

■ 상영시간 : 매주 목요일 12:30
■ 상영장소 : 도서관 소극장(3F)

모두에게 사랑받은

애니메이션

-전자책 일고, 문화상품권 받자!-

전자책 다독상 행사
전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동기유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독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전자책 다독상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기간 : 2016.9.5.(월) ~11.27.(일)

선발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발표일자 : 2016.11.30.(수)

선정방법 : 행사기간동안 다양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순으로 선정

다독상선발자 특전 : START 프로그램 CP점수 부여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10만원 : 1명

문화상품권 5만원 : 2명

문화상품권 2만원 : 10명

사이버 강좌 
우수이용자 시상!

도서관에서는 Web 및 Mobile 이용자를 위하여 사이버강좌(어
학,IT,취업면접,국가자격증)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활성화를 위
하여 우수이용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하나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중앙상단 E-book 및 사이버강좌 클릭 
 ‘어학, IT강좌, 취업면접, 국가자격증’ 접속 후 수강

둘 이벤트내용
- 행사기간 : 2016년 9월 5일(월) ~ 2016년 11월 27일(일)
- 선발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 발표일자 : 2016년 11월 30일(수)
- 선정방법 : 행사기간 동안 동영상강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순으로 신청

셋 시상내역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서관 : ☎220-2160]

사이버강좌(어학,취업면접,IT강좌,IT자격증 강좌)

최우수상 : 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우 수 상 : 2명 문화상품권 5만원
장 려 상 : 10명 문화상품권  2만원

사이버강좌(국가기술자격증)

최우수상 : 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우 수 상 : 2명 문화상품권 5만원
장 려 상 : 10명 문화상품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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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우리는 왜 음식 프로그램을 좋아할까?

유찬욱 기자 : 최근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져
서 TV를 틀면 나오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시청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소위 '황
금시간대'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자연
스럽게 시청률이 증가하는 것 같다.

박주경 기자 : 모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손 쉽게 구
할 수 있는 재료, 혹은 냉장고에 방치 될 수있는 재료
들 만으로 집에서 손쉽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부담 없
는 요리 방법을 알려주니 시청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윤 기자 :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어 지면서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음식 들을 찾게
되는 것 같다.

또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사
람들이 쉽게 요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청하게 되는 것 같다.

한주연 기자 : 요즘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지는 않더라도 음식프로그램을 보면
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시청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외로
움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욕구를 먹는 것으로 충족시
키는 경우도 있다.

Q2 . TV는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
운 미디어 중 하나이다. 요리 혹은 한가지의 주제에 수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박주경 기자 :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자
연스럽게 음식을 먹고 싶거나, 소개된 식당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비가 늘
게 된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보게 되
다보면 관심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의 주제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유찬욱 기자 : 경제 활성화의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통망이 넓어지게
되는 것 같다.

문주희 기자 : 요리나 가사활동은 여자의 전유물이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해 준다. TV프로그램에 나
오는 대다수의 요리사들은 남자인데, 그들이 직접 요
리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실제로 직접 요리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로, 가사활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선입견을 깨

뜨리는 현상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증가시키는데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윤 기자 : 요식업계의 성장과 매출에 큰 이익을
주는 것 같다.

Q3. 이제는 ‘식사’가 삶을 영위하는 한 과정의 부분
을 넘어, ‘식도락 여행’,‘ 맛집투어’등 목적 그 자체가 되
어버렸다. 왜 ‘먹는 문화’가 활성화 되었을까? 

유찬욱 기자 :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는 학업, 취
업, 스펙, 경제적 독립, 결혼 등을 위해 많은 스트레스
를 받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경제적 지출 또한 적지
않게 소비하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
음식을 먹는 것 인 것 같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
이 적고 접근이 쉽다는 점에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
리 잡은 것 같다 

또한, 소외감이라는 정서도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유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뒤쳐져 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외
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관계와 유행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노력을 해
야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것 같다. 

박주경 기자 : 찬욱기자의 첫 번째 의견에 덧붙이
자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빠르고 어렵지 않게 욕
구를 해소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 같다. 우리
의 욕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운동을 하는 것
등 이다. 이런 것들에 비하여 먹는 행위는 많은 노력
이 없어도 오감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 같다.
(물론 요리를 하는 행위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쉬는
시간 만큼은 많은 생각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먹
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한주연 기자 :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는 경
우도 있지만 돈 버는 것의 수단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
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상사와의 관계 등 업무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식당에서 받는 서비스 등을 통
해 해방감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같다.

Q4. 이러한 시대양상은 어떠한 사회현상과 변화를
가져올까?

박주경 기자 : 동영상 사이트 등에도 개인이 직접
요리방법과정을 촬영하여 올리는 콘텐츠들이 생겨났
다. 또한, SNS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
간에 자신이 먹었던 음식이나, 가보았던 식당 등등 을
개제하는 신문화도 형성되었다,

유찬욱 기자 : 언론을 통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
용이 정부나 권력에 의해 감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
이 방패로 사용되어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사실들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된다.

문주희 기자 : 요식업관련 산업도 잇따라 성행하게
되었다. 배달음식을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
어플’의 개발 및 공급이 증가되었고, 요리사들이나

푸드스타일리스트, 요식계 경영인 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 것 같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독립, 자립하는 남성들이 늘
어나면서 더 이상 여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독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윤 기자 :‘요리 방송’즉‘쿡방’,‘먹는 방송’
즉 먹방이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성되었고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새로운 컨텐츠에 영향을 받
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Q5.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사회를 바
라보아야 할까?

유찬욱 기자 : 특정한 주제가 미디어를 장악하게 될
때 상업적인 의도가 내포되어져 프로그램 자체의 순
수성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 순수한 목적으로 시청하
는 사람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콘텐츠가 가지
는 목적의 순수성을 지켜야하고 시청자인 우리에게는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 윤 기자 : 음식점 위생상태를 고발하는 프로그
램을 통해서 깨끗하지 않게 운영을 하는 시설들도 많
이 볼 수 있었다. 유행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직성이 필요할 것 같다.

한주연 기자 : 최근 유명한 관광지들이 지역특색이
나 환경이 주가 되지 못하고 먹거리 위주의 소비문화
로 바뀌어서 그 위상과 질이 하락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소비되고 사라지는 문화보다는 다음세대에 전
승할 수 있는 문화와 자료들인지 생각 해 볼 수 있어
야 한다.

긍정적 부분으로는 음식의 유래와 환경 소개 등등
을 통한 정보를 주는 심층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생겨났는데 지식과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
램은 시청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기자의변>

이번시간에 신문방송국 기자들은 음식 관련프로그
램이 단순히 정보와 흥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 만성 스트레스, SNS의 발전 등 우리 사회
의 변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이러한 유행으로 인해 사회 변화 풍조에도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미디어는 사회를 반영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
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극변하는 시대 속에서
통찰력과 흐름을 파악하는 예민함으로 나 자신과 공
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겠다.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미디어 상에 자주 등장하

는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음식’일 것이다. 현재 음식관

련 TV프로그램만 대략 15개이고 기존에 요리방법을 알려

주거나 맛집을 소개해주는 형식의 TV프로그램에서 예능

과 결합 대결, 손쉬운 요리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도 파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관련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고, 생겨날 수 있었으

며, 사람들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8일(목) 신문방송국에서 본지 기자들이 TV 음식프로그램

증가현상을 토대로 이에 따른 사회현상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_ 진행 및 정리 : 이빛나 기자 
토론참여 : 박주경, 유찬욱, 문주희, 이윤, 한주연 기자  

편집부 특집-기자토론

우리는 왜 먹는 것에 열광할까?

선호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장르 (중복응답)
[출처:트렌드모니터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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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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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JJ International Buddy Program)

가. 모집대상 및 인원
전주대학교 재학생 (멘토 20명/멘티60명)
멘토: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외국인 유학생 학부생
멘티: 외국인 유학생

나. 전형일정
모집기간: 2016.09.12.(월)~09.19.(월)
합격자발표: 2016.09.21.(수)
오리엔테이션: 2016.09.22.(목), 17:30(스타센터 온누리 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최종 합격 처리 됨

다. 활동 기간
2016.09.26.(월)~2016.10.21.(금), 11주

라. 활동 내용
팀 및 그룹 별 자율 활동, 중간 및 최종 보고서, UCC(선택) 제출

마. 활동 혜택
멘토링 활동 장학금 지원팀 별 30만원)
우수 팀, 우수 그룹, UCC 우수작품 시상, C 점수 부여 등
(최대 장학금액 105만원, 상세 금액 및 시상 내역 공지사항 참조)

바. 지원서 다운로드 및 제출
www.jj.ac.kr (커뮤니티-알림방-공지사항(일반)
국제교류원 방문 제출(국제교육관 203호)

사. 기타 문의: 한가람 (Tel. 063-220-2319)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2017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9/13(화) 오전9시~21(수) 오후6시

2017학년도 전주대학교 재외국인 전형모집
▶원서접수: 9/13(화) 오전9시~21(수) 오후6시(방문/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