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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

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온전하며 정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잘 경
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
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
니다.

무엇보다 이 전주대학교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생
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귀한 대학이 되기를 원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대학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대학은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대학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모든 다가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
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정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오염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
길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만이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더욱 비추어 주사 그리스도의 참 빛이 캠

퍼스 곳곳에 반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잃어
버린 희망을 찾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한 없는 평
안을 주셔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정의 모든 곳마다 주님의 응
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한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수선교회 부회장 서화자 교수 (교육대학원)

그리스도의 참빛이 캠퍼스에<기도문>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 등화가친; 燈火可親 ]
가을 밤은 시원하고 상쾌(爽快)하므로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르는 말

음악학과 ‘김용진교수의 정년퇴임 기
념 2인 음악회’ 가 지난 6일(목) 오후 4
시에 전주대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개최됐
다. 이날 음악회는 ‘Songs for life’ 라
는 주제로 김용진(음악학과)교수와 김동
민(예술심리치료학과)교수가 협력한 무대
를 선보였고, 조그린(전주대 음악 학사, 한
양대 반주과 재학 중)피아니스트가 함께
했다. 또한, ‘Someone Lke You, 그리운
마음, 고향의 노래, Tonight’ 등 앵콜 곡

을 포함해 총12곡을 불렀다.
마지막 노래가 끝난 후 많은 방청객들

의 입에선 ‘앵콜’ 소리가 외쳐졌다. 앵
콜 곡을 부르기 전의 김용진교수는 “오
늘 이렇게 존경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와서 축하해주셔서 감
사하다” 며 함께 무대에 선 김동민 교수
에게는 “좋은 무대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고 전했다. 음악회의 막이 내
린 후 이호인 총장은 “쉽게 생각할 수 없
는 아이디어로 귀한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김동민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지
금까지 전주대학교를 빛내주신 김용진 교
수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어, 김용진교수는 음악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분들께 “어떠한 기회로든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며 감사를
표했고. 더불어 전주대학교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했다.

_ 취재: 박주경기자

지난 15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가 주최하고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 농가주부모임이 주판한 ‘요리
뽕! 조리 뽕!’부안 참뽕요리 경연대회에
서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최정환이 대상을
차지했다. 

145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 l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등
15개 팀이 일풍, 코스 뷔페, 레스토랑 요
리 등 l가지를 선택해 요리실력을 발휘했

다. 최정환은 오디소스 훈제수육, 돼지고
기와 오디 청포목을 곁들인 냉국, 오디 시
럽소스를 이용한 떡꼬치와 국화차를 요리
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남부안
농협 농가주부모임 심계천·홍금이 팀의
일품요리가, 우수상은 국제 한식조리학교
팀의 레스토랑 요리가, 장려상은 부안정
보화 농업연구회팀의 레스토랑 요리와 전
주대학교 팀의 3코스 요리가 각각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_ 편집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3일‘툴뮤
직’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음악예술산업 전반에
대해 상호 교류하고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창업, 인력양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과 취업기회를 부여
하기로 했다. 툴뮤직은 음악 관련 매니지먼
트와 음반 제작, 문화마케팅 사업 등을 하
고 있다. 2016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선정됐으며, 음악전문 스튜디오인
‘예술공작소’ 5개를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원철 전주대 부총장
은 “음악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시점에 툴뮤직과 전주대가 협약을 맺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음악
관련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학생들의 활
발한 사회적 진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진교수 정년퇴임 기념 음악회
예술심리치료학과 김동민교수와 2인 음악회 펼쳐

오디의 변신은 무죄…부안 참뽕요리 경연대회 성료
전주대 외식산업학과 최정환 대상

전주대, 툴뮤직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음악산업진흥과 인력양성 위해 손 맞잡아

▲ 학기 중간 수시 시험으로 전주대는 지금‘열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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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강기웅 선생님(대외협력홍보실)  10/ 8 (토) 오전 11시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김상재 선생님(선교지원실) 10/22 (토)오후 12시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교직원 경조사 ●  

10월 4일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박
균철)은 ‘천잠 인문주간’을 맞이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금년 학술 심포지
엄은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학’이란 주제
를 다루었다. 인문대학장 박균철 교수는
개회선언에서 “창의력, 통찰력을 키워주
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며 더
나아가 학내 인문학적 논의의 활성화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 강연자로는 남
기심(전 국립국어원장), 이봉(일본 훗카이
상과대학 교수), 이명학(중국 청도대학 한
국어과 교수), 강용택(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Parit Yinsen(태국 송
클라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이었다. 
남기심 원장은 “최근 외국에선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한국어
를 밑바탕 삼아 한국의 세계화를 통해 국
익을 창출하자”고 강변하였다. 이봉  교수
는 “큐슈지역 고등학생의 5%정도가 처음
한국어를 배운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한
류 붐에 반해 일본의 의무교육 내에 한국
어교육과정의 미약함과 더불어 일본도서

시장의 한국어학습서 저자 대부분이 국어
비전문가가 횡행함을 고하며 한국어전문
가의 노력을 피력했다. Parit Yinsen(이하
페릿) 교수는 ‘태국에 한국 대중문화가 들
어온 역사와 한류현상’을 신명나게 설명하
였다. 그리고 요즘 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
며 태국인들의 한국어 배움의 열망을 전했
다. 페릿교수는 이어서 태국 내 한국어 교
육의 현실에 대해 ‘한국어 교사 부족, 교재
부족 그것으로 인해 교사수준저하와 한 교
사에게 쏠리는 과한 수업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들 강연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은 세계인
들에게 한국어를 알리려는 소망에 비해 정
작 교육을 진행할 만한 한국어 교육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점이었다. 
한편, 페릿교수는 전주대학교 한국학 석.

박사학위 수여자로 현재 태국 송클라 왕립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다음
은 전주대학교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
다는 페릿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한국의 김치찌게와 참치찌게를 좋아
한다는 페릿교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과 다름없

다. 특히 전주에서의 삶은 항상 나에게 좋
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1997년에 태국
에서 재학 중이던 송클라 왕립대학교가 전
주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로 유학을 올 수 있었
다.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정부와 전주대에
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 계기는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에 태국에서는 한국
어과정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이 분야에 대해 도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Q. 페릿교수가 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
인가?
A.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많

은 분야에서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다. 그리고 교육열도 매우 높다. 거기
에 비해 태국은 교육제도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Q.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은?
A. 태국어와는 다르게 한국어는 존대하

는 말, 반말 등 변형이 많다. 그래서 배우
는게 쉽지 않다. 한자도 많다. 그리고 발음
중에 된소리, 거센소리가 어렵다. 오랫동
안 한국어를 배웠지만 뉴스를 듣는 것은
아직도 어렵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전주대 유학생들

이 문화, 언어, 음식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국에 돌아간 후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을 연구하
면 좋겠다. 

Q. 전주대학교 재학생과 교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전주대학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그
리고 공부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교
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
다. 한국어를 배울 때, 보고서와 과제를 할
때도 도움을 주셨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전주는 서울과
는 또 다른 친밀한 인정으로 대해주어서
참 좋다.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
하면서 태국과 한국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또 태국에 한국을 많이 알리고 무엇
보다 전주대학교를 알리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태국 송클라 왕립대학교 ‘바릿인센’교수
는 태국에서 대학입시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
다. 그로 인해 현재 태국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_ 취재: 이정효기자

동아시아 문학과 언어 심포지엄
세계인이 찾는 한국어, 반면 공급은?  - 태국 송클라왕립대학 페릿교수와 만남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
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일
본  원아시아재단 (One Asia
Foundation, 이사장 사토 요지)
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1일부
터 15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Ⅰ)”라는 강
좌를 개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성(Local)과 아

시아라는 세계성(Global)을 접목
한 글로컬(Glocal) 인문학과 아시
아 공동체의 역사성이 중요시되
는 현재,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그 저변에 관통할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좌
이다. 이번 10월 6일에는 모스크
바 국립고등경제대학교의 송 잔
나 그리고리예브나 교수의 “현대

고려인은 누구인가?”라
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송 잔나 교수는 중국 간
도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시위를 준비하다 체
포된 이원수 선생의 손녀
로 러시아 및 국내를 오
가며 고려인에 대한 연구
와 강연을 이어오고 있

다. 송 잔나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지난 150년 동안 러시아를 터전
으로 삶을 이어왔던 고려인이 외
교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강의하였다. 기존 연구는 고려인
이 민족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잃
고 동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송 잔나 교수는 고려인은 우
리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러시아
문화와 관계를 맺으며 독특한 고
려인 문화를 형성해 왔고, 이를 통
해 세계화 과정에 적응하고 있다
고 하였다. 강연과 질의를 마친 송
잔나 교수는 같은 민족 문화를 기
반으로 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현대 고려인은 누구인가?
원아시아 재단 지원 강좌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Ⅰ)

(사)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창
립 출범식(발기인 대회)이 지난
1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
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초대 이사장으로 제 23대 한국
보험학회 회장과 재 l대 손해사
정 학회 회장, 전주대부총장 등
을 역임한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양희산교수가 추대됐다.
한국금융자산 입출구 전략연

구소가 주최하고 전북대와 전주
대, 이스타 항공, 웰컴 저축은행
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광수, 정동영 의원과 이상직
이스타 항공 회장, 김주형 전라
북도의사회 회장, 신종연 전라
북도 치과의 사회 회장, 창립 발
기인 등 각계 각층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국

민금융 질병치유재단의 설립 목
적은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

도와 금융 활용도 금융성숙도
향상을 통한 실용 금융 문화선
도이다.
금융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막

연한 기대와 지나친 불안감을
금융질병이라 지칭하는데 금융
소비자가보유, 거래 중인 금융
상품의 약관에서 소비자의 권리
를 찾아 비용을 줄이고 휴면성
상품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지원
하는 ‘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
주는 실용금융서비스’ 인 금융
질병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날 출범식은 재단 출
범 경과 보고와 이사장추대, 축
사 및 격려사, 재단소개 영상물
상영 및 사업계획 발표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이날 앙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재단은 전북 전주를 기점
으로 다각적인 실용금융교육을

펼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전
북 전주를 금융소득이 가장 높
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
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투명한
금융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
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관계자
는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재단
의 사업 방향은 실용금융교육
행복센터를 동해 계층별, 세대
별 직업군별로 금융상품 약관을
중심으로 실용금융교육 연수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며

“실용금융교육은 20년간의 실
용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
된 ‘J-Rapha MeFiBs’라는 금
융질병치유백신을 가지고 금융
기관 전문인으로 퇴직한 재능기
부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이다.”고 밝혔다.

_ [전북일보 발췌/ 강현규 기자]

양희산 교수, (사)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이사장 취임
“계층·세대·직업군별 실용금융교육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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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김동현 교수, 실제상황 소방드론 시뮬레이션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는 지난달 9월 20일 “국민안
전처의 의뢰를 받아 고층건물 화재
와 산악 사고, 해상 실종사고 등에
소방드론 적용 실험을 한 결과, 사
고내용 파악이나 정보 수집 시간이
지금보다 최고 5배 이상 빨라진다
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
론을 재난 상황에 적용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것은 김 교수가 처
음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드론의 소방분야 활용 방
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10월 6일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제 28회
국민안전 119소방정책 컨퍼런
스’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와 전주대 소방안전공학
과(학과장 이강인) 학생들은 지난 7
월 경남 창원소방본부의 협조를 얻
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김 교수
는 “소방드론 등이 재난상황 대체
에 효율적이지만 항공법이 초경량
비행장치(드론)를 인구밀집 지역이
나 야간의 비행이 금지하고 있어 실
제 활용면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 있
는 셈“이라며 ”재난 재해 발생으
로 인한 긴급 출동시 이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여러 대형재난 사고로 인해 국민

의 안위와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지
금, 국가안전의 중심에서 업무중인
소방대원들을 만났다. 전주대 소방
안전공학과 학생들과 창원 소방대
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소
방관이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자.
Q. 소방관의 주업무와 부서별

역할은?
A.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

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이 주업무이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해 합격 하게 되면, 구조 구급, 화
재진압, 화재조사, 홍보, 민원, 행
정, 교육, 사법관련 등 다른 행정조
직과 비슷하게 많은 부서들이 있다.
세분화하자면, 창원소방본부에서
는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급활동,
구난, 구조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화재예방활동은 방화순찰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며, 화재진
압 활동은 인명구조 및 연소방지 활
동, 구급활동은 응급처치 및 환자를
이송, 구난, 구조활동은 각종재난
사고처리 및 수상인명구조 활동을
한다.
Q. 최근 언론에서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빈약하다고 방송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A. 본인도 언론을 통하여 소방관
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접한 적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의 소방관의 취약한 모
습만이 방영되어 국민들에게 직업

적인 위험성만이 인식될까 염려된
다. 그리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
던 문제들의 경우 실제로 많은 부분
이 개선 되었다.
Q.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후 신

규교육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
간 후에 현장에 투입되는가?

A.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소방학
교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현
장에 투입해 보통 1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1, 2년간 근무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성
은 없으며, 자신이 지원하고는 분야
가 확실하면 절차 후에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Q. 여성들은 대부분 소방공무원

합격이 된다면 어느 부서로 발령
을 받습니까?

A. 여러 분야 중 적성에 따라 지
원가능하다.대표적으로 행정이나
교육 쪽으로 많이 근무 하는 편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
녀야할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
을까요?

A. 콘센트를 뽑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하기 바란다. 그래서 언제 발
생할지 모를 단선으로 인한 전기화
재를 예방하고, 만일의 화재를 대비
하여 소화기 조작법을 숙지하고, 대
피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여 안전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_ 인터뷰: 안정환(소방안전공학과 3년)
이현옥(소방안전공학과 3년)

지난14일 문화산업대학(학장 권
수태)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졸업
작품 전시회가 ‘탈출’이라는 주
제로 스타센터 3층에서 열렸다.
27개의 작품이 전시되어있는 3층
전시장은 각각 다른 주제로 부스를
차린 졸업생들에 따뜻하게 전해지
는 졸업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전시
회의 온기가 더해졌다.
특별히 전주대신문 카툰의 주인

공 이주신작가의 졸업작품이 전시
되어 있어 신문사 기자들이 방문하
여 축하해주었다. 다양한 작품들은
마치 작가들과 사뭇 닮은 듯한 느
낌까지 들었다. 체스판과 만화캐릭
터 엽서, ‘궁’, ‘꽃보다 남자’
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여자 캐
릭터와 멋있는 남자 캐릭터가 관람
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정만
화 같은 캐릭터 부스를 지나 바로
옆에는 페이퍼토이 부스, 그리고
전시회 장소 중앙에 동영상이 재생
이 되었는데, 발레복을 입은 캐릭

터가 무용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이 재생되어졌다.

이주신 작가의 작품은 아기자기
한 작품들과는 달리 공포감까지 일
으키게 하는 캐릭터들이 가득했다.
“신체적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만, 정신적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
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치
료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탈
출을 적용해봤다.” 졸업하는 학생
들 모두가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
산하여 사회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
당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_ 취재: 이승환 수습기자

드론 활용으로 상황대처 5배 이상 빨라진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졸업전시회
전주대신문 카툰작가 이주신 작품 외 다수 전시

전주대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
구실장이 (사)한국대학박물관협
회에서 수여하는 ‘2016년 올
해의 대학박물관인상’을 수상
하였다. (사)한국대학박물관협
회는 대학박물관의 학술적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61년에 결성, 현재 101개의
대학박물관이 가입돼 있다.
‘대학박물관인상’으로 ‘올
해의 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선

정된 전주대 박현수 학예연구실
장은 전주대박물관에 23년간
재직하면서 학술조사를 통한 전
북지역의 고대문화 가치 발굴,
호남기독교박물관 개관 및 다양
한 전시 개최, 문화교육을 통한
대학박물관 역량 강화, 길 위의
인문학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을 통한 박물관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며 한국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공헌했다.

전주대, 올해의 대학박물관인상 수상

사회과학대학(학장 윤찬영)
‘협력적 교육시스템 설명회’
가 지난 10월5일(수) 오후4시
에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대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설명
회는 학과 간의 비학점 교육 및
취업정보 안내, 공유를 위해 열
린 것으로 사회과학대학의 교수
와 학생들 100여명이 참여했으
며 설명회는 본부 학생취업처의

취업지원실 이동을 실장 외 경
찰행정학과, 문헌정보학과, 법
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
학과, 행정학과 6개의 학과장들
이 나와 각 학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비학점 교육, 해외연수,
실용영어 교실, 자격증 취득반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
였다.

_ 취재: 김승철 기자

사회과학대학 협력적 교육시스템 설명회

한국시 낭송，노래처럼 아름다워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열린
‘외국인유학생시낭송대회’에
서 대상을 받은 전주대 가온락(경
배와찬양학과) 학생은 “길고 어
려운 시였지만 수십 번을 반복해
외고 암송하다보니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회를 더 잘 이
해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
했다. 가온락 학생이 읊은 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내
용이 길어 지난 2개월간 매일 틈
날 때마다 암송을 했다. 시를 프
린트해 틀고 다니는가 하면 핸드
폰에도 저장을 해 자주 들여다보
고 유튜브를 보면서 발음과 낭송
법을 익히기도 했다. 

“‘님’이란 말이 들어 있어

처음에는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
보낸 슬픔을 쓴 시 인줄 알았어
요. 나중에 나리를 빼앗긴 아픔과
한이 절절하게 밴 노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낭송할 때
도 사랑에 대한 애절한 감정보다
는 비분강개하는 마음을 담으려
고 노력했어요.”

중국의 절강성 온주시 출신으
로 3년 전 고교 졸업 후 한국에
온 가온락학생은 “기독교 명문
사학인 전주대학교에서 부지런
히 공부한 뒤 고향에 돌아가 하
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낭송대회는 세계

화 시대에 한국어와 한글의 우수
성을 알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열렸
다. 전라북도유학생 고충처리센
터가 주최하고 세계 외국인유학
생 시낭송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 해 2회째다.

_‘호남제일신문’게제내용 발췌

‘외국인유학생시낭송대회’대상 가온락(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 3학년)

성차별 이주여성 감정노동  LGFT
대학남녀토의프로그램  Awake

■ 지원내용 - 교재구입비, 스쿨버스 이용료, 식권 지원(학년무관, 택 1)
■ 자격조건 - 2016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 국가장학금(기타 국가지원 장학금 및 사업 포함)을 
받은 학생도 신청가능

■ 지원항목 - 교재구입비 : 2학기 수업 교재 및 전공교재 구입 지원
- 스쿨버스이용료 : 전주, 김제, 정읍, 군산, 익산지역 

통학버스 이용자 스쿨버스비 일부 지원
- 식권 : 스타타워 식당 식권 지급 / 중식 1개월 분

■ 제출서류 
-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해당서류 1부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교재목록(첨부 양식 활용) 및 구입 영수증, 스쿨버스 등록고지서

■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11/1(화) ~ 11/4(금) : 본관 3층 입학처 입학사정팀 

■ 일정 (기한엄수) : 10.10(월) ~ 10.23(일)
- 온라인신청접수 ☞ http://naver.me/xmGfRiOK

문의 입학사정팀 063-220-3274

2차 대학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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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하는 일을 해내야 ‘스타’가 된다. 
지난 9월22일과 10월5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가 열렸다.
9월22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뮤지컬 제작사인 ‘신시컴퍼니’의 대표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박명성씨, 10월5일에는 ‘육룡이 나르샤’, ‘힐러’ 등에서 열연을 펼친 원로배

우 겸 전 국회위원인 최종원 씨가 방문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평일 오후시간에 특강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자 하는 명사들의 열강과
순수한 열정으로 경청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열정과 도전이 가득 매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 땅 끝 마을 소년, 브로드웨이의 이야기를 가져오다.
저는 전라남도 땅 끝 해남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놀던 어린시절은 저의 감수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청소년 시기에 우연히 만난 연극 ‘산
불’ 은 연극쟁이가 되어야겠다는 불씨를 제 마음에 가져
다주었습니다. 그렇게 연극인생이 시작되었고 연기자에
서 연출자, 제작자까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극 산업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싶어 국내 최초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맘마미아’, ‘아이다’, ‘시
카고’ 등의 ‘라이센스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
까지 저를 이끈 원동력은 극에 대한 열정, 아름다운 이야
기와 마음을 전승하고 싶은 열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패 할 것을 알고 뛰어들다.
저에게 공연관계자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위 '대박 콘텐츠' 들도 많으면서

왜 마이너스가 보장된 새로운 일을 벌리냐고요. 실제로
저는 적자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적자
의 유무보다 어느 정도 손해 볼 것을 예상하고 투자합니
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무모한
일에 도전합니다. 그래야만이 연극쟁이로서(예술가)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렇게 도전
해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원했던 작업에 대한

성취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작품 한 작
품 시도 해 보면, 그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
다.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다가갔으며, 앞
으로는 어떻게 보안해야할지 문제점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
는 받을 수 없는 피드백이지요. 이런 과정
을 통해 작업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 고
로 실패는 다음 작업의 자양분이자 선생님
입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긴 호남, 그리고 전주.
저는 호남지역, 그리고 전주라는 도시가 문화 콘텐츠로

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만날 수 없는 드넓은 평야, 산, 한옥, 전
통문화가 함께 공존하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재해
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가, 전통을 어
떻게 미래 문화로 만드는가는 문화 기획자, 또한 여러분
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곳곳
에 서려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펼쳐지기
를 기대합니다.

* 나만의 삶을 위하여 인생의 오솔길을 걸어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쉽지 않은 일을 가는 것은 인생

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곧게 뻗어있는 고속도로는 쉽고 빠르게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깊은 산 속 오솔길은 더디고 불편 하
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 낭만, 감성 등 삶의 진귀한 보석들을 발
견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길 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
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물어보고, 그 질문을 반복하며 해답을 하나하나 찾
아가는 것, 그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주대 학우 여러분도 실패와 성공을 부단히 하면서 여
러분만의 오솔길을 걸어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미래를 주
도해주십시오. 호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세계의 미래가
오늘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취재, 정리:이빛나

뮤지컬계 마이다스의 손, 박명성과 만남

*후회하지 않는 인생, 초라해지지 않는 인생.
전주대를 찾아오는 길에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옳
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저
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도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고, 과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
지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
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도 후회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는 인생
을 살아야합니다. 초라한 인생은 돈과 지혜의 문제가 아
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덕’ 의 문제입
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왜 좀 더 베풀지
못했는가?’, ‘왜 좀 더 참지 못했는가?’, ‘왜 좀 더
행복하지 못했는가?’ 를 생각하며 후회를 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먼 훗날에 가서 내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고,
따듯한 정을 나누는 인간관계가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하
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 살아온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게 될 때 연기자로서
후배들에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겪을 수는 없다. 사람
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제외
하고는 어떤 일이든 겪어봐라. 그게 참 지식이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간접체험을 통해 그것을 자신만
의 지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
리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집단에서 지도자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바라보면 선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본인이 선배라고 해서 후배들에게 무조

건 강요하고, 억누르는 것보다는 진정한 선배의 면모를
보여주며, 초라해지지 않는 노후를 위해 우리의 젊음을
투자하는 전주대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 젊었을 때, 시간을 투자해라.
저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배우들

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하지마라. 만나고 싶
은 지인들, 하고 싶은 다른 일, 연애 등 다 잊어버리고 5
년만 투자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자배우들에게는
“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연기의 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5년
이나 10년을 투자하라” 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한다
면 30~40년 후의 인생에서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다운 선배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었던 제가 이제는 어떤 명분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위를 돌아보니 제 위에 있는 선배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선
배다운 선배로 살아보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즘은 후
배들이나 다른 예술 파트에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배다운 선배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제 길이 아니겠습니까?

*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
저는 긴 세월동안 예술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
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극학교에 70년도에 입학하여 배우의 길을 걸은
지 어느덧 4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은 방황하면
서 인생을 보내고 뒤늦게 연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 후회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극이란 부모님께
마땅히 환영받을 수 있는 직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있다면 밀고 나갈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후회 없
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은 막연할 뿐입니다. 삶
의 실체를 겪어보면 이론적으로 접근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될 것이고, 삶의 체험을 통한 지식이 충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라! 사랑해라! 아들, 딸 낳아 잘
키워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고 행복이 보장될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다니면서
신랑 신부에게 “출발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고난의 길이
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부부가 열매를 맺어 2세가 탄생
하여 부모의 입장에 서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참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느끼는 순
간은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께 더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라”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효
도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후배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인간관계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 부
유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상대방
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만 즐기는 것은 옳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넓
은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인간관
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사랑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결혼

을 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의 가문, 명예, 재산
등에 끌려 섣불리 결혼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이 높든
낮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을 가져야합니다. 비록 낮은 위치에 있어도 높은 곳에 있
는 사람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어 줄 수만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좀 더 직관하고, 직시하는 넓은 시야로 이 세
상을 바라보아 후회하지 않는 노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길 응원하겠습니다.

- 취재: 김승철기자

“명불허전 명품배우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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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교수임용장에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다. 내가 전주대학교 본관을 처음 본 것은
전 직장이었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연
구개발본부장 자격으로 전주대학교와 학
연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었다. 처음 본 대학본관은 삼각
형 페디먼트와 도리아 양식의 대리석 기
둥이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켰다. 전주대학
교 교수공채에 지원 후, 총장님의 어마무
시(?)한 압박면접을 무사히 통과하여 교수
임용장을 받기 위해 다시 찾은 대학본관
은 그리스 신전이 아니라 아테네학당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학당이다.
라파엘로가 플라톤, 아리스토델레스, 소
크라테스, 디오게네스, 피타고라스, 유클
리드, 프톨레마이오스 등 그리스의 철학
자와 과학자 58명이 한자리에 모여 진리
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으
로 그린 그림이다. 그날 본관 건물의 계단
을 오르면서 나는 전주대가 아테네학당 같
은 곳이길 소망했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질문해도 반응이 없다. 칠판에 문제 두 개
를 내고 한명이라도 맞추는 학생이 있으
면, 피자 10판을 쏘겠다고 했더니, 헉! 한
학생이 자신있게 나와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래,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줍어서 대답을 안 한
것이리라. 전주대 학생들은 성실하고 순수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신 있게 꺼
내는 것에 서툰 것 같다. 그 다음 수업시간
에는 30명 학생들의 먹성을 생각해서 점
보사이즈 피자 10판을 샀다. 돈20만원이
날라 갔지만, 급여명세표에 학생지도 수
당이란 것이 있던데, 명세표 항목대로 제
대로 쓴 거 아니겠는가. 피자를 맛있게 먹
는 학생들이 귀엽고, 한편으론 가엽다. 취
업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대학
생할을 하는 학생들이 안쓰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근대 시인’의 詩처럼,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것을...”
총장님 면접 때, “제가 생각하는 교수

의 자질이란, 첫 번째가 학문에 대한 열정,
두 번째가 학생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속학교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마음 그대로 정년퇴임
을 맞고 싶다. 성실하고 순수한 학생들을
캔버스 삼아 르네상스의 문화부흥기를 이
끌었던 라파엘로가 되어 전주대에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싶다.    

지금 전 세계는 변화와 개혁으로의 발걸음뿐
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힘차게 뛰고 있는 상
황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몸부림 중
이며, 대학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대학의 구조개혁
상황들은 구성원들의 피를 말리는 불확실성 가
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입학인원의 감축에만 신경을 기
울이고 있다 보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건강한 미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기에 충분
한 환경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건강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여러 대학들의 대학 축제가 구세대적
인 축제의 형질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이
것은 우리 전주대학교도 하루빨리 새 시대의
개혁에 동참해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
고,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더 건강하게 열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인 것이다.
뉴스에 나타난 대학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술판’축제 대신‘JOB페스티벌’-경복

대 주점 없애고 NCS 체험부스/ ‘술 없는 축
제’ 관동대학교 그 현장으로 go~ / 경북 대경
대의 도전, 3일간 술 없는 축제 해냈다 / 한밭
대‘술 없는 축제’열어 이목집중 / ‘술 없이
더욱 풍성한 축제’-단국대 천안캠퍼스 / 충
남대 술 없는 축제문화 앞장,‘건전한 꽃길 축
제’개최 /등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들이 이와
같은 클린 캠퍼스를 외치며, 과거를 벗어나 미
래를 향한 새로운 대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술이 없어질 때, 진정한 축제가 찾아올 것이
다. 술이 없어질 때 즐길 거리는 더 다양해질 것
이다. 축제는 과연 술에 취하는 것이 본질인가?
축제의 목적은 향락인가? 비싼 연예인의 볼거
리 제공인가? 아니면 본 대학의 학생들보다 일
반인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이 축제의 목표인가? 학생들의 등록금이 자
신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축제가
아닌 외부 축제 순례꾼들을 위해 무한 봉사하
는 것이 축제의 목표인가? 물론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옛날 군사독제 시절 피 끓는 학생들의 암울

한 시절을 술로 핑계 삼아 풀어내던 시절이 있
었다. 기성세대의 과거 문화이었던 내용들을
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까지 바
꾸지 못하고 있는가? 학문의 연구는 미래지향
적으로 뜨겁게 진행하면서 축제문화는 왜 추억
에 갇혀 생각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미래의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대학
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의 변화에 얼마나 빠
르고 정확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
한 아이러니한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형적 변화와 개혁에만 치우치지 말고 대학

내부의 건강한 개혁에 더욱더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술을 치우면 건강한 미래가 보일 것이다!’
노력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아시아 공동체란 무엇일까? 아시아는
크게 북아시아,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동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
시아가 있다. 이를 모두 아우르고 통합적
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아시아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정지역을 구분 짓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고정된 시각이 아니
라 ‘역사적’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역공
동체 시대’이다. 20세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한 국가
간 대립 시대를 지나, 20세기 말에는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EU)의 출범, 국가사회주
의의 붕괴와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자
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세계체계
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1세기
에는 탈냉전과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국
가간 장벽의 완화, 지역연합의 강화, 인권
의 신장과 인류의 평화의지 고조로 지역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통합을 이루기위해서
는 아직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탄생으로 경제, 정치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더불어 독일의 통일
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
합인 ‘ASEAN'의 경우 1997년 한중일
의 참여에 이어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면서‘아세안+6체제’가 형성되
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북
핵문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총
18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 아시아 공동체가 바라
던 이상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로 균형발전을 일
으켜야 하며, 그 목표는 지역 내의 평화 정
착과 공존 즉, 지역평화공동체의 형성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 가장 먼저 영토를 둘러싼 대립이 한,
중,일 간에 끊이지 않으며, 역사문제로 인
한 갈등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로 해결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분단체제
지속의 손실도 크고 대륙으로의 수출입이
힘들어서, 남북대립을 넘어선 대륙의 분
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런 아픈 현실이 해결 되어야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
반도는 그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며 평화
주의의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한
반도의 통일과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설립과정에 있어서 서로 연합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근대 이전의 3국은 중화주의 질서로 하

나의 문화권으로 간주되었지만, 근대 이
후 3국은 자본주의에 편입하게 되었다. 중
국은 반(半)식민지에서 국가사회주의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국에서 선진자본주
의로, 한반도는 완전식민지에서 자본주의
와 국가사회주의로 분단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3국이 아니라
4국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어떻
게 통합될 수 있을까? 동아시아 역사는 서
로 상호침략과 우애공존(오랜 문화교류)
의 역사가 병존하였다. 서로를 공동운명의
지역공동체로 생각한 것은 19세기에 등
장한 것이다. \결국 동양은 일본을 정점으
로 하는 ‘아시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
고, 그들은 같은 유색인종이며 인접국인
한국을 식민지배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일본은
반시대적인 역사인식을 청산하고, 패전
후에도 지속된 ‘침략 합리화론(미화
론)’과 ‘전쟁책임’문제 해결을 해야 한

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선결
조건이다. 그리고 ‘탈아입구(脫亞入
歐)’와 ‘탈아입미(脫亞入美)’를 버리
고, 동아시아 국가로의 복귀 즉, ‘탈미입
아(脫美入亞)’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립을 위해서는 20
세기 후반, 즉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사회적 갈등’, ‘한국의 민주화와 북한
의 경직된 사회주의 정권’, ‘일본의 황
국사관과 보수화’가 진행되는 것, 그리
고 ‘중국의 편협한 애국주의의 대두’와
같은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
이에서 힘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지역 평화를 담보하는 핵심지역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
단은 국토분단(1945년 9월)→국가분단
(1948년)→민족분단(1950년 6월)의 과
정을 겪으며, 거의 완전한 분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
는 21세기 세계사적 추세인 평화주의와
민족 자결주의, 지역 평화공동체 정착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전쟁통일’, ‘흡수통일’과
같은 20세기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통
일’, ‘대등통일’과 같은 자세인 것이
다. 더욱이 민족적 교류가 오가고(민족통
일), 국가를 서로 오가고(국토통일), 이제
연방제와 연합제를 서로 논의하는 국가통
일을 이루는 점진적 통일의 자세가 필요
하다.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기에 앞선 선
후(先後)관계로, 남북이 각각 지역공동체
를 참여하는 방안(‘아세안+4국’)과 남
북 2국 체제 하에서 합의를 통해 대외적
으로 하나의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변은진 교수(한국방송통신대)

교수칼럼

안계혁 교수
(나노신소재공학과)

노력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실천이다!

아테네학당을 꿈꾸며

4강.한반도 분단통일 문제와 아시아공동체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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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교의 초석을 놓은 오웬이 과로
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프레스톤
(Preston : 변요한)과 유진 벨(Eugene
Bell : 배유지) 선교사가 순천을 포함한
남해지방을 순방하게 되었는데, 이 때 보
성의 무만리교회, 신천리교회, 고흥군 옥
하리교회, 순천군 평촌교회, 여수군 장천
리교회, 광양군 신황리교회, 구례군 읍내
교회 등 많은 교회가 이미 설립 되었으며,
교인들 또한 신앙생활에 열성적임을 알
게 되었다. 

지역 순회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
벨과 프레스톤은 “남부지역에 새 신자
들이 많고 거리상 광주 선교부가 남부까
지 관리하기에는 무리”라는 이유를 내
세웠다. 그리고 순천이 도서지방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지역임을 들어 순천 선교부 설립을 건의
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 들여져 1911년
잠정적으로 순천선교부 설립을 결의하였
다.  

이에 프레스톤과 코이트(Robert
Thomwell Coit)선교사를 임명하여 토
지 매입, 건축 책임을 맡겼다. 부분적으로

건축이 완공되고 입주를 하는 시점인
1911년에 프레스톤은 안식년으로 귀국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재정적 후원자를 만
나게 된다.
프레스톤은 안식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상 미국에서 선교사 모집과 한국 선교지
원 자금을 모으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프레스톤은 미국에 도착하자
평신도 선교 운동 후원자들과  함께 선교
및 재정 후원자를 찾아 교회를 순례하였
다. 미국 교회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33명의 선교사가 선발
되었고, 그들의 한국 지원이 결의 되었다.
더욱이 프레스톤은 선교 병원 재정 후원
자인 그래함(C.E.Garham)을 만났는데,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램(Durham)
출신 그의 친구 와츠(George Watts)를
소개해 주었고 크게(really big)지원하도
록 종용하였다. 

와츠를 소개 받은 며칠 후 프레스톤은
더램 제일장로교회에서 이 교회 목사인
레이번(E.R.Reyburn(7인의 선발대 전킨
의 처남)의 협조로 선교보고를 하게 되었
다. 프레스톤의 설교에 감동 받은 와츠는

쾌히 지원키로 약속하였다. 그 금액은 건
물 하나 짓는 금액 정도가 아니라 순천선
교부 전체 운영비를 매년 보내겠다는 거
액의 지원금이었다. 
프레스톤이 지원금을 가지고 한국에 돌

아 왔고, 순천선교부는 설립에 박차를 가
하게 되었다. 순천선교부는 본격적인 시
작도 전에 전체 선교부가 지어지고 직원
들이 채워진 특별한 역사를 만든 선교부
로 기록 되고 있다.
프레스톤과 코잇 등 선교사들의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순천에 교회와 학
교 그리고 병원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고 그들의 표현대로 “Thus Soonchun
Station,‘sprang full bloom into
being’ 현실에 일약 활짝 핀” 선교 사
역이 되었다.

“이와 같이 불세례로 문을 연 순천선
교부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현
실 감각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
게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영광스
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였
다.(조지 톰슨 브라운, 『한국 선교이야
기』, p136)”

그들은‘영광스러운 소망’이라 표현
하였지만,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
한 환경위생으로 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
도 없었으며, 이로 인한 풍토병으로 가족
을 잃는 아픔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프레스톤과 코잇이 복음선교사로 사역

을 시작하고 그리 오래지 않아 의료선교
사로 티몬스(H.L.Timmons)박사 부부,
간호사 그리어(A.L.Greer)가 도착 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크레인(J.C.Crane)
선교사 부부(남학교 책임 ), 듀푸이
(Lavalette Dupuy)가 여학교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또한 비거(Meta Biggar)는
여성들을 위한 복음선교와 성경학교사역
을 맡아 부임 하는 등 각 분야를 책임 맡
은 선교사들이 속속 순천에 도착하여 선
교 사역을 위한 체제를 갖추었다. 

이들을 통해 순천은 교회, 학교, 병원이
오늘 날까지 이어 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순천에는 당시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과거의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42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순천선교부 개설과 순천 선교의 아버지 프레스톤
(John Fairman Preston)

▲ 초기 순천선교부 전경과 그에 대한 설명 

▲ 프레스톤 가옥, 지금은 문화재가 되었다. 

▲ 와츠 기념관, 현재는 선교역사박물관 및 진료소 

▲ 선교지원금 모금에 큰 역할을한 언더우드 타저기

▲ 교육용 환등기 ▲ 매산 여학교

▲ 순천선교역사박물관에는 선교 역사를 간직한  유물들이 많다. ▲ 코잇 선교사 사택   

▲ 매산 남자학교 토끼 사육 실습 현장 ▲ 초창기 순천중앙교회

▲ 선교사들이 심은 부활절    
나무‘Dogwood’

▲ 애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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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가족애를 다룬 영화 :‘걸어도 걸어도’

·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장르 : 가족영화, 드라마

·제작국가 : 일본

·개봉시기 : 2009.06.18

·재개봉 : 2016.08.04재개봉

·관람가능연령 : [국내] 전체 관람가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던 어린
시절들이 있겠지요?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이라는 환경과 그 밖에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
요? 고향이 전주가 아닌 타지에서 온 학우 여러분들은

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점 시간이 흐
를수록 ‘가족이기에’ 밝힐 수 없었던 진짜 속마음들
이 있나요? 이제 그 마음들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쉽사
리 꺼내지 못했던, 하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꼭 하고 싶
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856호 정답자>

1. 정지희 금융경영학과  6. 김미경 중등특수교육학과

2. 윤한나 사회복지학과  7. 신찬규 전기전자공학과

3. 이하은 사회복지학과  8. 정국민 중등특수교육학과

4. 황예진 영어교육학과  9. 윤한숙 영어교육학과

5. 손지우 작업치료학과 10. 이평화 스마트미디어학과

나 이 지 리 바 보 디 제 스 터 빈

나 는 팻 시 터 삼 삼 베 지 터 전

송 골 매 부 살 바 도 르 달 리 젠

판 타 스 틱 듀 오 주 나 귀 신 동

듀 팀 니 가 가 라 헤 르 미 온 느

입 닥 쳐 말 포 이 정 베 신 자 책

공 터 말 갈 족 장 송 르 짐 마 차

게 르 만 족 장 속 베 베 종 민 닥

터 이 부 자 리 애 가 르 마 스 터

노 블 리 제 외 판 원 더 우 먼 치

킨 허 허 자 외 선 선 견 한 태 끝

◎
영
화
소
개
◎ 

<걸어도 걸어도>는 료타가 자신이 결혼할 여자 유카
리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의 집을 찾으러 가면
서 시작된다. 그들이 고향집을 찾은 이유는, 그의 형인
‘준페이’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형은 10여년 전 바
닷가에 빠진 한 소년(요시오)을 살리고, 자신은 죽었다.
형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준
페이를 잊지 못한다. 반면, 형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둘째 아들 료타는 늘 비교만 당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

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어머니 토시코와 아버지 쿄헤이
는 둘째 아들 료타가 자식까지 딸린 사별한 여자와 결
혼하는 게 탐탁치 않지만, 막상 며느리 유카리에게는 잘
대해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무심한척 한마디씩 속내를
드러내 유카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아들 료타에게는
유카리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이기적인 조언을 하기
도 한다. 이렇게 고작 하룻밤 자는 동안에 부모님과의
마찰이 심해지기만 하는데....              _정리: 유찬욱기자

◎
줄
거
리
◎ 

유찬욱기자 : 마치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 가족
의 삶을 뚝 떼어내 영화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영화를
보며 박진감 넘치거나 과장된 부분도 없고 이렇다 할 특
별한 사건도 없어 다소 지루했지만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아 색다르게 영화를 즐길 수 있었
다. 나는 영화를 보며 료타의 아내, 유카리의 아들인 아
츠시를 집중해서 봤는데 <걸어도 걸어도>는 료타의 추
억담으로 회상되지만, 료타의 의붓아들인 아츠시의 시
선을 투영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료타와 피 한 방울 섞
이지 않은 아츠시, 가족의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아츠시가 집안 구석구석 구경하듯 가족의 숨겨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자
연스레 영화 안에 나온 ‘가족’과 현재 나의 ‘가족’
을 비교해 보았고 부모님과 어색하고 거리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에 거리감
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깨닫고 고쳐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문주희기자 : 2009년 6월 18일에 개봉하고 2016
년 8월 4일에 재개봉한 일본 영화 ‘걸어도 걸어도’
는 장남 준페이의 기일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하루를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며, 단순한 촬영기법 등으로 인해 약간 지루하
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너무 화려한 촬영기
법과 액션, CG에만 익숙해 있었던 안구를 정화하는 느
낌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부모님 두 분이 계단을 올라가
는 뒷모습이 너무 지쳐 보이고 쓸쓸해 보였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떠나고 싶
어 하는 상반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아서 너무 마음
이 아팠고, 아버지가 아들, 손자와 함께 축구 보러가자
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료타의 나레이션
을 통해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 거 같은 부모님들과 함
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

학

생

기

자

평

◎

영화로 보는 일본 문화

스모-으오오오오오!! 쾅!! : 영화 내에서‘스모’를
이야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스모는 일
본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로,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
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는 히로히토 천황 덕분에 더욱
높아졌다. 그는 스모의 열렬한 팬으로 직접 스모 경기
장까지 나와 경기를 관람할 정도였다.

다다미 방-취향저격~ : 일본은 섬이라서 비가 많
이 오는 기후가 나타난다. 또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
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지진의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 낮은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여름철의 습
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철에 차가운 냉기를 막기 위해
마루바닥 위에 다다미라는 일종의 매트리스를 까는데,
방의 크기를 말할 때 다다미 몇 장이라고 많이 한다.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스포츠 구단에 소속되어 해당 팀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
2.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기억의 지속#흐물흐물한 시계
3. 파장이 X선보다 길고 가시광선보다 짧은 전자파. 피부와 눈에 유해
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에는 반드시 ○○○ 차단
제를 발라줘야 한다.#UV
4.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프랑스인 소설가. 본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설에 한국인 캐릭터를 집어넣는 등 일종의 팬서비스를 하기
도 한다. 지난 5월엔 한국을 방문해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개미
#뇌#파피용
5. <해리 포터>시리즈의 명대사. 마법 주문처럼, 이 말만 있으면 시끄
러운 친구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자매품은 “진정해, 론.”
6.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5대5#2대8
7. 6~7세기 만주·한반도 북부에 거주했던 민족. 고구려 멸망 이후 발
해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후 여진으로 불리다 세력을 모아 결국‘금’
을 건국했다.
8.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우등생. 처음엔 해리 포터와 론을 좋아하지 않
았지만, 이내 가장 친한 3인방이 된다.#허마이어니 
9.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 올봄 열린 ‘서울재즈페스
티벌’ 무대에 올랐다. #Brigtsizelife
10. <복면가왕>에 맞서 SBS가 내놓은 음악 예능. 이선희, 임창정, 김범수
등‘역대급’보컬들이 출연해 일반인과 듀엣곡으로 경쟁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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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임 창 장 사 꿀 벌 동 동 상

비 옷 박 황 쥐 독 꽈 잠 바 지 코

당 면 엘 사 장 독 배 불 지 망 미

사 시 종 닥 알 바 기 미 지 프 디

불 가 침 조 약 악 장 속 속 벽 빅

사 박 대 세 우 아 장 상 호 동 리

조 기 축 종 모 포 대 완 전 고 그

이 불 구 상 장 칼 국 정 배 발 꼬

막 먹 서 울 독 립 문 자 고 상 자

씨 디 사 이 먼 스 포 일 자 스 타

트 안 위 사 호 언 니 안 나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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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봤나? ‘김영란법’ 
Q&A 이건 알고 읽어봅시다!
Q. ‘김영란 법’이란?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가?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안을 최초 발의 했기 때문입니다.
Q. ‘김영란 법’의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립니다.     Q.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기자 등등입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었는지 궁금하셨나요? 학생과 학부모 편으로 나눠 전주대 신문사에서 카툰으로 제작했습니다. 함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주대신문 카툰 특집]

이번에 C 하나 나왔어 ...
교수님께 커피 한잔 사드리고

성적 좀 올려달라고 부탁해볼까?

제인아 우리학교축제 후원해주는
‘코카코라’ 에서 10 만원 상품권을

후원해줬는데 ...

교수님" 교수님 선배들이 취업 중 
출석과 학점을 인정받으려고 수업 출석을

레포트로 많이 대체하던데 ...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건 학점 이수시간과 관련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저I 14조를 위반해서

처리하는 행동이란다. 그래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안돼"

교수님 이번에 논문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인가~
고맙네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눈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할수 없음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지~
예를 들어 학교에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학점을 부여 받는 방법도 있단다.

그건 학교 교직원만 적용되고
학생은 해당되지 않아.

그니까 결국엔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된 광고등의 대가로
협찬받는 건 괜찬아!!

설마 .. 김영란법에
걸리나?!!?

그럼 취업을 나가게 된 
학생들은 일을 포기하고 

학교를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요?

무슨 소리야 그거
부정청탁이잖아 ..

김영란법에 걸랄텐데 ..

김영란법에 만약 교수님이
실수라도 성적을 올려주면
교수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응?? 왜??

이번 축제 때
학생들 추첨 상품으로

써야겠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야..그냥
공부 해야겠다..

아들， 엄마가 선생님한테
카카오선물 (2 만원 이상)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니?

아이고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선생님 생각나서
하나 샀습니다

참，작년 담임선생님께
그동안 우리 딸 신경써준 답례로

10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릴까요?

특별한 사정없으면 괜찮은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관련이 있으면 안돼요

그림:이주신작가 / 글,구성:조혜민,문주희 기자

엄마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등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제제대상에 해당되요

하하， 아버님 소액이더라도
직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서

받기 힘들 것 같네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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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음주 공화국’
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술
문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는 이야기이다. 알려진 바로는
어른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에 이르고, 알코올 의존성
환자도 어른 5명중 한 명꼴이
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음주운전
이 끊이지 않고, 슬로베니아에
이어 우리나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2위이다. 사정
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을 가리
켜 ‘음주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 문제는 지나친 음주가 살
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각종 성범죄와 가정
폭력을 유발하여 가정을 파탄
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더
욱 놀라운 것은 무분별한 음주
로 인하여 야기되는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20조〜2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가‘음주 공화국’이 된 데에
는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다. 술
에 대한 지나친 관용, 사회적
교제와 의사소통의 최고수단
이 술이라 여겨 온 관행 등이
그러하다. 술 판매와 음주와
관련된 느슨한 법규도 문제다.
선진외국의 경우 주류를 판매
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음주운
전 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음주장면을
쏟아내는 지상파 TV 드라마
도 큰 문제이다. 술 마시는 장
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드라
마는 음주를 자연스런 현상으
로 받아들이게 한다.  음주와
흐트러진 몸가짐, 그리고 선정
적 분위기로 이어지는 드라마
구성은 청소년 음주와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실제로 우
리나라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
이 ‘필름이 끊긴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술은 엄연히 마약의 일종
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
로 창조된 귀한 생명을 앗아가
고 영혼을 파괴한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소명이
있는 대학이 앞장서서 사회 전
체에 만연된 술 권하는 분위기
를  추방하여야 한다. ‘한 잔
정도야’,‘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야’라며 술에 대해 너무 관
대해지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
다.“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
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
만함을 받으라”(엡 5:1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본문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
말씀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첫 째로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입니다.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
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 할 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 할 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
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 하셨느
니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
하며 출산 할 수 없는 여인,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그 분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하
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고 약속하십니
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결혼한 여인보
다,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 풍성한 자

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
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
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
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
리면 ‘살고 있는 장막터가 협소해질 정도
로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복을 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세
상 나라의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하면 그
황폐한 곳이 무슨 농사를 짓든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을 주
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
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기복적
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
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잉태하
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기
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
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
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
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

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
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
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님은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소외되고 눌려있던 여인
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
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온 땅의 하
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하신 모든 것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때까지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고립되어 있을 때,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온 땅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
록 도와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
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묶인 것들을 다
끊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와...이거 정말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
는 ‘온 땅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서정수 목사
(동은교회)

A. 사람에게는 모두가 종교성이 있습
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교를 가지
지 않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
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 하늘,
죽음, 저주 등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의 존
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
떤 구체적인 종교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
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자
기 위급한 일을 당하면 신을 찾습니다. 신
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주어진 환경과 만남이 각자
다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전해 내려오
는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
려오는 종교를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불교나 유교,
샤머니즘(무속) 종교가 주를 이루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불교
와 무속 종교를 믿는 인구가 많습니다. 또
사주나 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데에 의존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무언가 의지하고픈 인간의 나약
함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
는 것이 정말 참된 종교인가 하는 점입니
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의 하
나가 우상 종교입니다. 원래 우상은 사람

이 만든 종교의 대표적 예입니다. 정치가
나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리석
은 백성들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에 두기 위해 신이
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만든 것이 우상
입니다.

언뜻 보면‘신’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
은 인간의 약한 점을 이용하여 우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가짜로 능력을 행하고 마술 등으로 사람
을 속이면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
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들을 아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하면 완전히 속임수에 빠져 인생을 허비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는 모든 백성을 정치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황제 금 신상을 만
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
는 등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영
역을 다지려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
와 비슷한 예입니다. 신사를 만들어서 정
치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에 절하게 합니
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정치적 종교입니
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 인간
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
입니다. 성경은 그의 제자와 여러 선지자
들이 그의 행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행신하여

기록한 증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 없습
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
람의 종교로 변해지므로 성경에서 엄격
하게 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몰론 종교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자유롭

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책임
역시 자기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저 맹
목적으로, 아니면 전통이나 체면으로 하
지 말고 먼저 종교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확실하게 연구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일 내가 붙잡고 올라가는 동아줄이 썩
은 밧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차피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은, 진리는 오
직 하나입니다. 가짜일수록 종교는 모두
다 같다고 말하지만 현명한 여러분은 올
바른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는 수 없나

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
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
였더라(사도행전 4장 12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 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온 땅의 하나님 (이사야54:1~5)

진리의 샘 10월 교직원예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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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성지인 인도 북부 우
타르 프라데시 주 바라나시에서
종교행사 도중 압사사고가 발생
해 최소한 24명이 사망하고 60
여 명이 다쳤다. 16일 인도
IANS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
후 1시 30분께 바라나시 갠지스
강변에서 2012년 5월 작고한
힌두교 지도자 자이 구루데브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던 중 수천
명이 다리 주변에서 뒤엉키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에 있던 한 경찰관은, 당시 더위
에 불편함을 느낀 참석자들이 한
꺼번에 이동하던 중 다리가 무너
진다는 헛소문이 돌면서 사람들
이 뒤엉켜 넘어졌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추모 행사에 3천
명이 참석할 것을 예상했으나 실
제로는 모두 7만여 명이 모였다
며 이처럼 많은 인원에 대한 대
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부
고아 주에서 열리는 브릭스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희생자 유족에 애도를 전하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

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하라고 당국자들에게 지
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
다. 인도 정부는 희생자 유족에
게 70만 루피(1천200만 원)씩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
도에서는 종전에도 종교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서 압사사
고가 종종 벌어졌다. 

“집회에 참석 하였다가 헛되
이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에게
찾아가주셔서 참 생명의 복음으
로 안위하여주시길 간구하며 기
도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추모
하며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이
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인도의 영혼들이 헛된 속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선교사들을 이곳에 더욱 보내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
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가 주최한
제4회 크리스천 페스티벌인 “2016 Refresh
JJ”와 “도전! 성경 골든 벨”이 지난 10월 4일
(화) 오후 6시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연합예배
의 앞서 진행되어진 “도전! 성경 골든벨”은 성
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
며, 출제범위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성경 골든벨에 참여 대상은
전주대학교 재학생 뿐 만 아니라 전북지역 중·
고·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열기가
뜨거웠다. 퀴즈 정답자 1등 박종운(동현교회 청

년) 50만원, 2등 김현희(간호학과) 30만원, 3등
김현진(경제학과) 10만원 상금을 지급하였다. 또
한 어노인팅의 찬양인도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기독대안학교
하늘스쿨교장)가 메신저로 초청되어 “끝까지 책
임지십니다.” 이라는 시편 48장 14절의 본문으
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리스천 페스티
벌을 통해서 전주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길 소망한다. 

세계를 품는 시간            출처 : 기도24365

인도 힌두교 집회서 압사사고로 24명 사망
종교행사에 7만명 몰려 갑작스런 혼선 발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회복 
제4회 크리스천 페스티벌 ‘Refresh JJ’

신흥 종교‘동방ㅇㅇ교회’
신흥 종교 ‘동방ㅇㅇ교회’가 한국에

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

차별 폭행과 살인사건들이 이슈화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폭력성을 가진 이단
단체들이 한국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들어
와서 교세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8대 중국공산당대회
를 앞두고 사회정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이
비종교 소탕을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에
는 ‘동방ㅇㅇ’ 신도 40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 

중국의 이단척결 정책이 심해지자 ‘동
방ㅇㅇ’는 한국, 미국 등 외국으로 도피
해 생활하고 있다. ‘동방ㅇㅇ’는 한국으
로 와서, 서울에서 건물을 사고 ‘전능ㅇ

ㅇ’란 이름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횡성군 유스호스텔을 매입해
700여 명이 집단생활을 하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YTN에 따르면, 횡성지역 주
민들이 ‘전능ㅇㅇ’ 신도들의 집단생활
과 포교활동에 불안과 불만이 커져‘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능ㅇㅇ’는 중국계 이단사이비 종
교인 ‘동방ㅇㅇ’가 한국으로 넘어와 사
용하고 있는 이름이다. ‘동방ㅇㅇ’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는 말씀을 왜곡해 예수님께서 동방
에서 번개처럼 재림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방이 바로 중국이며 초림 예수는 남자로

죄 사함을 위해 오셨고, 재림 예수는 여자
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오는데, 그 재림 예
수가 이미 이 땅에 왔다고 믿는다.

‘동방ㅇㅇ’ 설립자는 ‘조ㅇㅇ’씨
다. 조씨는 1989년 ‘영ㅇㅇ는 ㅇㅇ교
회’를 세운 뒤 근거지를 중국의 흑룡강성
에서 하남성으로 옮겼다. 하남성에서는 그
이름을 바꾸고 교리를 만들어 세력을 키워
갔다. 조씨는 조직 중에 일곱 사람을 선택
하고 그 중 양ㅇㅇ씨 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전능한
신’으로 바꾸고 그녀가 ‘동방ㅇㅇ의 여
자 그리스도(교주)’가 되었다(현대종교
참조).

‘동방ㅇㅇ’는 최근 ‘전능ㅇㅇ하나

님교회 전능ㅇㅇ’, ‘애ㅇ교회’라는 기
성교회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며 포교활
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이단척결 사업
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전능ㅇㅇ’가, 종
교 활동이 자유롭고 가까운 한국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나아가 전능ㅇㅇ 측은 건
물을 매입해 ‘집단생활’을하고, ‘난민
신청’을 시도하며 한국에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 ‘전능ㅇ
ㅇ’의 한 신도가 포교활동을 하다가 응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포악한 방법으로 포교활
동을 하는 이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국
내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될 가능
성이 매우 크다. 

‘베니’의 주인공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 

지난 화요일(11일) 캐릭터 ‘베니’의 주
인공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씨가 전주대학교
채플에 함께 했다. 구경선 작가는 두 살 무렵
청력을 잃고 난 후 현재 시야가 점점 좁아지
면서 실명을 하게 되는 망막색소변성증을 앓
고 있다. 그래서인지 청력이 뛰어난 토끼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베니'를 그리며 활동 중
이다. 구작가가 그린 토끼 캐릭터 베니는
2010년 싸이월드 스킨숍 베스트 3에 선정
됐으며 현재 카카오톡 인기 이모티콘으로 사

랑받고 있다. 신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구작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한 강의를 시작했다. 

“캄보디아로 첫 해외선교를 갔을 때 처음
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 계기를 통해
그림으로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꿈을
품었고 현실적으로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
님이 꼭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다. 당시는 많
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이용하고 있을
때였는데, 기도하면서 ‘싸이월드’ 스킨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 믿음의 발걸
음을 내딛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9개월 동
안 꼬박꼬박 그림을 올리며, 선정이 되지 않
아도 인내함으로 꾸준히 올렸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손
이 내 앞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
고, 그 글씨가 ‘때가 됐다.’ 라는 것을 보았
다. 너무나 놀라웠고 하나님께 그 꿈의 의미
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 다음

날, 싸이월드에서 정식 스킨작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활동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채움을 받는 시기를 보
냈다. 그런데 싸이월드 회사에 정보유출, 해
킹 사건이 터지면서 매출도 하락했고, 사용자
가 줄어드니 자연히 사람들도 더 이상 내 그
림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피난민으로 모든 걸 잃어 아무것도 가
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사진작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감흥 없이 그 아이
에게 사진작가가 된 토끼를 그냥 그려줬다.
그 후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먹는데, 아이는
밥을 먹지 않고, 제 그림을 한참이나 보고 있
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종이가 구겨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품안으로 안고 밥을  먹
는데, 그 모습을 보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무
언가가 느껴지면서 마음에 가득 찼던 분노가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현지에서 사역하

시는 사모님께 이야기를 들으니 빈민 아이들
은 환경 때문에, 장애 아이들은 건강 때문에
쉽게 꿈을 포기를 쉽게 한다고 하셨다. 그런
데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내가 그린 그림
을 통해 아이들은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가 생겼다. 하나님께 다시 삶을 의탁하면
서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30개국을 모두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싶
은 마음이 생겼고 프로젝트가 진행 가능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하나 소원함을
채워나가게 하셨고 그간 작업했던 그림과 글
이 모여져 <그래도 괜찮은 하루>하는 책을 세
상에 보여주게 되었다. 현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
어 “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라
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
의 신체적 약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라 고백하
였다. 

삶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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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that we feel that we can offer ex-
cuses when it comes to things of the
church. Have you ever wondered what
would happen if people were as intense
and committed about church as they are
about sports or other joys we have in life.
In Exodus 3 God tells Moses that He has
heard the cries of Israel. When God con-
fronts Moses that He wants him to do God’s
work, Moses offers excuses. Have you
ever responded that way? Sometimes our
excuses hold us back from accomplishing
things for God. Moses felt he had his “rea-
sons” for not following the call of God and
gives five basic excuses in today’s pas-
sages. 

Excuse One - The “Who Me” Excuse.
(3:11-12) 

The first excuse that Moses offers is,

“Who Me?” Does that sound like something
that some of us may have said to God.
Verse 11 says,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God an-
swered Moses in verse twelve; “I will be
with you.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When we think, “Who am I and no one
will listen.” God says, “I will be with you.” 

Excuse Two? “By What Authority” 
(3:13-15) 

“Then Moses said to God, “Suppose I go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and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didn’t ask Moses to
go and explain what he did not know. He
just asked him to go and explain what he
did know about God. God says, “I AM who
I AM.” God told Moses it doesn’t have to do
with who you are, but who I am. In any
conflict or challenge it important to know
who is sending you. When God tells Moses
that “I AM who I AM,” he is literally saying
He is not only the giver of life, HE IS LIFE! 

Excuse Three -The “What If’s” (4:1- 9)
Moses answered “What if they do not

believe me or listen to me and say, ‘The
LORD did not appear to you’ ” Moses’ third
excuse began with the words. “What if...”
and it is was totally hypothetical. Have you

ever used that as an excuse for not sharing
your faith, “I would but I am not an expert
on the Bible. They might ask me a question
that I do not know the answer to.” What ifs
are victory killers! Excuses will relegate us
to second best. Moses was so concerned
about what might happen, he didn’t hear
what God said would happen. 

Excuse Four ? “But Lord I Don’t Speak-
Well” (4:10-12)

Moses now says, “I am not an eloquent
speaker and I talk funny. He may have
been slow of tongue but he seems fast
enough with the excuses. That seems odd
because Stephen indicated in Acts 7:42 that
Moses in his first forty years of his life in
Egypt was a man “mighty in words and
deeds.” The Lords’ response to Moses in
verses 11-12 is that our inadequacies are
not a problem for God because he made
us the way we are. But if we do not make
ourselves available then God’s plan for our
lives cannot go forward. 

Excuse Five - “Send Someone Else”
(4:13-17)

But Moses said, “Pardon your servant,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No mat-
ter what, Moses does not want to go! This
last objection was not based on the
slimmest shred of a reason. Moses just does
not want to do it. Moses is simply telling
God, “No!” Exodus 4:14 “Then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Put this in
your head and sink this truth into your

heart. God becomes angry at our excuses.
His blessings are withdrawn from those
who whine. It is not because the Lord has
no patience for questions but Moses is re-
fusing to trust God’s answer. When Moses
begs God to send someone else, he is in
effect telling the Lord, “I don’t trust you.”
This angers God. The sin of excuses will
someday come to judgment. Not only do
excuses anger God, they also cause hard-
ship within the body of Christ. Excuses
force the few to carry the weight of the
many. We do not need someone else to do
what God is calling us to do. God’s perfect
will is always better than His permissive
will! The great thing is Moses finally re-
sponds in obedience! Exodus 4:20: “So
Moses took his wife and sons, put them on
a donkey and started back to Egypt. And
he too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
Moses ultimately did as the Lord asked.
Think of the lives that he touched because
of his obedience. Over 2 Million Israelites
under Moses eventually walked out of the
land of slavery. When we walk in obedi-
ence, we will touch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The cost of obedience is noth-
ing when compared with the cost of dis-
obedience. Can’t or Won’t  Christians need
to be very careful which one they choose.
Although we often choose to say we can’t
it really is a case of I won’t. Is your excuse
“I can’t” or “I won’t?” When we refuse to fol-
low the Lord it is a, “won’t.”
Today I ask us, would you rather serve the 
Lord to your full potential, or rather not?

“I Would Rather” (Exodus 3:10-15; 4:1-17)

By Scott Radford

Admiral Yi Sun Shin was the most
famous  Korean naval commander
best known for the battles he fought
against the Japanese navy. When
Japan tried to invade Korea in 1592,
it was Yi Sun Shin who was responsi-
ble for defeating their fleets. His vic-
tories against unbelievable odds,
earned him great respect and admira-
tion from his countrymen as well as
from his rivals.But there is a lot more
to his story that makes it more of a
legend.

Before he commanded the navy, Yi
had already made a reputation for
himself as a brilliant military strate-
gist, winning many battles against Ju-
rchen raiders in the north.
Unfortunately, his success made sev-
eral of his superiors jealous and they
accused him of deserting his post
during battle. He was stripped of his
military rank and thrown in prison,
but when he was finally released, he
joined the army again and worked his
way back up the ranks and was
named Commander of the Jeolla
Navy just in time to begin prepara-
tions to fight the invading Japanese
forces. Part of these preparations in-
cluded the development of the fa-
mous turtle ship which Yi used to
help him win the war.

Yi fought more than twenty naval
battles against the Japanese and never
lost a single encounter. This was re-
markable on its own, but even more
so considering he had never had any
previous naval training. His most no-
table victory was in the battle of
Myeongnyang. The Japanese fleet
had over 130 warships, and nearly
200 smaller ships against Yi’s much
smaller force of only 13 Korean war-
ships. Nevertheless, Yi managed to
resist the overwhelming odds and de-
feated the Japanese, destroying over
30 of their warships in the process
and not losing any of his own.

It was largely due to this amazing
feat that he is still regarded by mili-
tary historians as one of the greatest
naval strategists ever to have lived, if
not the greatest. However, it was not
just his victories that made him a
hero. It was also his reputation
amongst his countrymen as a man of
great courage, honour, and wisdom.
His unwavering
loyalty to his
troops and his
country remains
a testament to his
nature and a
model for all
leaders to fol-
low.

Admiral Yi Sun Shin

If you read these newspaper articles you
may recall that at this time last year I wrote
an article about the potential of Korea’s one
and only Son Heung-Min. The English Pre-
mier league is 7 games into the season and
Son is one of the stand-out players so far.
Let’s look at what he has been up to.

Son plays for Tottenham Hotspur or ‘Spurs’
to most football fans. Spurs is one of the
many famous football teams from London
which was founded 134 years ago. Spurs
main striker Harry Kane has been injured
and will probably be out for another month
so the manager Mauricio Pochettino has
been playing Son in a more forward position
recently.  

He actually wanted to leave Spurs in the
summer due to his under whelming first sea-
son in the premier league. He wanted to start
more games and felt he could do that at an-
other club with Wolfsburg particularly inter-
ested in bringing him back to the
Bundesliga. He only started 13 premier
league games last season scoring four times
and 8 in all competitive games. It often takes
players a year to settle in to a new league
and overall scoring 8 times in a first season
is nothing to laugh at. 

So far this season he has already bagged
five goals from just six games. His ferocious
work rate is to be admired. The Daily Mail
has given him a rating of 8.5/10 for the sea-
son so far. As I mentioned last year he never
gives up, always chasing down the opposi-
tion players and his tireless attitude is loved
by the fans. He was voted man of the match
in their recent win over title favourites Man-

chester City.
He also contributes his better form to his

improved level of English. He can under-
stand what his manager and team mates say
now. Personally I think there are many stu-
dents at this university and in Korea who
could follow in his footsteps but are likely to
ultimately fail because of their lack of Eng-
lish skills. Pochettino himself used to use a
translator in his first season as manager even
during press conferences but studied so hard
on his English it has to be admired.  

Son also played in the Olympics with the
Korean national team a few months ago in
Brazil. The team did superbly early on but
were disappointing in their defeat to Hon-
duras in the quarter-finals. Son missed sev-
eral chances in that game and apparently
cried all day. He blamed himself for the de-
feat. The defeat is extra significant consider-
ing that if Korea had won a medal at the
Olympics, the players would have been ex-
empt from Korea’s compulsory military duty.
This mandatory duty is also a potential stum-
bling block for some clubs who want to buy
Korean players.

Son has shown that hard work on and off
the pitch with his training and study towards
improving English has been worth it. My
words to you would be
that even when times
are tough and things are
not going your way,
keep at it and perse-
vere. Nothing comes to
those that give up too
easily.

Hard work and perseverance pays off

By Daniel Kilduff By Matthew Ham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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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물에 육수 팩을 넣고 끓여 주세요. 2.고등어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떼어내고
손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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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의 물로 쌀뜨물을 사용하면 고등어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③의 김치는 머리부분만 제거하고 따로 썰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어김치조림!

4. ①에 김치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5. ④에 손질한 고등어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
주세요.

6. ⑤에 채썰기를 한 대파를 넣어주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7. 완성!

건강한 한 끼를 위한 제철요리!

3. 김치의 머리부분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주세요.

재료 (2인분)

- 고등어 1마리, 김치 1/4포기
대파 조금, 육수 팩 1개, 물 3컵(종이컵)

고려인이란, 러시아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아제
르바이잔·조지아(그루지야) 등 독립국
가연합 내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총
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러시아어로
는 '카레예츠'라고 하며, 현지의 한인 교
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 (Koryo-
saram)이라고 부른다. 

>> 그렇다면 왜 한인들은 러시아로 이주
하여 살았는가? 

19세기 말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
개척을 위하여 조용한 성격에 노동력이
뛰어나고 법을 준수한 한인들을 선호했
고, 재정적으로 궁핍한 한인들은 그 지역
으로 아예 이주를 하여서 살게 되면서 자
식들에게 자연스레 러시아 문화를 가르
쳤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고국의
땅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소비
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 후 러시아 영토에
서 150년간 거주했던 고려인의 역사가
국내외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 재조
명 받기 시작한다. 

>> 겨우 50만명에 불과한 구소련지역의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
가?

1864년 러시아로 이주를 시작한 한인
들은 러시아가 강요하는 규칙 즉,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통합시키려는 소련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여
기서 고려인들은 전통사회구조와 이에
해당하는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
한 민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소
련(러시아)을 제 2의 조국으로 생각하였
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땅에서 살고자 하
는 소망과 러시아 문화에 적응하려는 마
음이 고려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환경
에 쉽고 평이하게 적응해가는 고려인들
의 성격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고
려인들은 제정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련시
대에도 부지런한 농민으로 인정받았고,
극동의 농업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
다.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은 극동에 소비

에트 정권을 세우고 제국주의 간섭군으
로부터 극동을 해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후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공산당학교를 졸업

하여 공산당 기관과 농업 및 수산업 콜호
즈(주, 집단농장)에 당지역위원회 선전원
으로 발령을 받거나, 기계트랙터 배급소,
국영농장 정치부 그리고 문화 교육기관
에 들어가 공산당 이념을 강화시키려는
기여를 하였다. 이 후 소비에트 정권은
고려인들의 민속명절을 정치적이고 반종
교적인 선전을 위해 이용하였는데, 이것
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중 전연방공산당(볼) 연해주 집행부의 두
가지 결정서 - 1934년 12월15일 고려
사범대학의 활동에 대한 결정서, 1935
년 9월 25일 조선극장 및 중국극장에 대
한 결정서 - 에서 고려인들의 기관 내 역
할과 의미, 그리고 극동에서 고려인을 위
한 교육 및 문화센터들의 지속적인 발전
에 대한 소련정부의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조치는 옛 소련이 극동
의 국제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목적
으로 이용되었다. 

1950년대에는 고려인들의 노동업적
에 대한 명성이 국가 전체에 알려졌고,
수백 명의 고려인들이 사회주의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성실

성과 남에게 뒤지지 않은 성과를 이루려
는 성격 덕분에 고려인들의 재산은 지속
적으로 늘어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백만
장자 콜호즈(집단농장)도 나타나기도 하
였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을
받거나 경제적 분야를 개척하며 위 계층
을 올라가려는 전략을 실시해 왔으며, 이
것은 고려인들이 노동과 교육에 대한 열
정과 고려인들이 결부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들의 변화된 세계관은
러시아에서 전개된 사회 정치적인 변화
로 말미암은 것으로 집단적으로뿐만 아
니라 개인적으로도 생존과 적응전략을
선택해야 했고,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
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 결론
고려인의 세계관은 유일무이하다. 왜
냐하면 이 세계관은 유전적으로 고려인
문화의 가치에 바탕을 두면서, 시대의 부
름에 응답하고 세계화 과정을 조화롭게
적응하는 세계문화의 일부분이 러시아
문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5강 -“위대한 고려인”
송잔나 교수 (모스크바 경제대)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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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이윤 기자(이하 윤): 대인관계 속에서 호의를 표하
기 위해 주고받는 것 까지도 제한 받아, 사회가 경직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박주경 기자(이하 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시도
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들을 줄이게 하는 시도로 훗날 후손들에게도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인 것 같다.

김형만 기자(이하 김): ‘김영란 법’이 시행 된 취
지와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행방법과
적용대상의 범위가 탁상공론적인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 합리적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정서의 소통까
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배종모 기자(이하 배):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
자들은 자신이 재배한 산물들을 선물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취지는 좋으나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쉽다.

◉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전까지는 ‘당연’했던 것
이 문제가 되고, 잠잠했던 것들이 이슈 혹은 새로운 방안을
이루게 된다. 세간의 관 심이 '새로운 법 제정' 자체에 초점
이 몰릴 가능성이 큰데, 그 이면에 대학생인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할 가치관 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김: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
게 인성과 지성도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땅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이 후‘조기
취업 불가’,‘캔커피 사건’사례를 통해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격, 하나의 공동체보다 보다는, 이제껏
우리가 당연시 여겨 왔던‘월급받는 사람’만들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대한민국 대학의 민낯이 드
러나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초심의 마
음’인 것 같다. 스승 혹은 어른께 크기와 상관없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그 순수한
의미이다. 우리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기
전에는 은사님들을 향한 선물들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의 어른들과 학교에서는 학생
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준비하고 포장도 직접 하는 정성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 초심의 마음, 진심을 전하는 마음, 애정 어린 표현
의 정서까지 제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걸맞게 본질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 ‘김영란 법’의 1호 고발 사건이 학생이 교수
에게 캔 커피를 건넨, 이른바 ‘캔 커피 사건’이었
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
에서 교수에게 매번 커피를 가져다주는 학생의 의중
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상상 혹은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을까? 가끔은 유별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의식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로와 다수를 위한
배려가 필요 할 것 같다. (물론 긍정적인 본보기도 될
수 있지만 법이 있으니까!)

배: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이 되면 학점으로 인정되
었던‘취업계’가‘김영란 법’을 통해 재조명되었
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이 취업계가 부정청탁에 걸리
게 되면서 이것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이 법이 학생들
의 취업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안타
까움을 느낀다. 이것은 학생에게는 취업기회가 주어
지는 이득, 교수에게는 학과의 취업률 혹은 교수평가
가 올라가는 이득이 상충되어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사안이기도 하다. 엄밀히 본다면 결코 옳다고는 볼 수
는 없지만 취업률이 대학들의 평가 기준인 현실을 보
았을 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면밀
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단, 법은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 법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보완의 필요성이 충분이 이야기
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김: 우리는 이 원칙의 '3,5,10', 즉 방법론적인 것에
관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가로 얻어지는‘몇 천 만원, 몇 억’이라는
규모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높
은 권력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
‘건강한 리더십’은 원칙을 넘어서는 더 높은 상위
개념이라고 본다. 즉, 이 시대의 리더가 법을 준수하
고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한다면 부정을 척결하는 좋
은 본보기가 되어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을것
인가? 법에 주도되는 개혁을 넘어서서 리더쉽이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혁의 본보기로 삼아
이 시대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척결이 필요하
다고 본다.

윤: 간단한 다과나 작은 선물, 그리고 편지로 마음
을 담을 수 있는 선물은 어떨까? 법에 제한된다는 이
유로 ‘약소’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글로 적어
표현하는 행위가 확산되어 진다면 하나의 문화로 형
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빛나 기자: '시선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겉치레에 익숙해져 있어서 간소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행동
으로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머리로는
알지만 남의 시선이나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
관으로 오래동안살아왔기 때문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
기 힘들 수도 있다. 공익광고나 캠패인 등을 통해 의
식을 고취시켜서 사회 구성원들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통용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먼저 인것 같다.

배: 성경교양과목 중 ‘크리스쳔 베이직’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수업을 강의 하시는 교수님께

서는 매 강의시간 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한다. 저는 교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크기
나 형식이 아닌 학생들을 향한 사랑임을 배우게 되었
다. 타인에게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학생인 저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
다.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는 진실된 섬김
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진심을  전달하는
태도가 아닐까?

<기자의 변> 

본 기자가 독일에서 어학 연수중 일 때, 외국인 친
구가 필자를 식사에 초대 해주었다. 초대를 받았으니
빈손으로 갈수가 없어서 당시 내가 사기에는 조금 부
담스러웠던 금액을 지불하고 작은 케이크 세 조각을
사서 들고 갔었다. 그것을 들고 방문했을 때, 친구는
나를 엄청 나무랐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아는데 왜 이
런 것을 사왔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 때, ‘아차!’ 싶
었던 것이, 선물을 할 때 내 안에 ‘이 정도는 해야
지’ 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처지보다
그 기준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했다. 집에 있던 둥글레차, 녹차 티백 다섯 개, 직
접 찍은 사진 몇 장을 인화해서 들고 갔을 때, 친구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오히려 서로의 신뢰도 깊어지고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심
이 서로에게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소리 없이 올라간 선
물의 기준들로 인해 ‘예의의 표현’의 수준(?)을 내
리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법을 재정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
두에게 ‘법의 제정’에 앞서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
의 습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이 법을 통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

들’이 상기되길 바란다. 사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본질은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바라지 않는 것’
이지 않은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나눔이 실제
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
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맡겨질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리라
기대해 본다.

요즘 이 법이‘핫’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

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금

품 수수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

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와중에 전주대신

문사 학생기자들은 이 법을 통해 만나게 되는 현상

과 그 이면에 숨겨진 주목해야 할 가치관들에 대하

여 나누어 보았다. 더불어 본질을 되살리기 위한 변

혁 속에서 또 다시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했다.

진행 및 정리: 이빛나, 이정효 기자
참여자: 김형만, 배종모, 이윤, 박주경, 이빛나 기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지켜야 할 것
-‘김영란 법’ 본질에 대하여

<편집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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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문방송국을 만나세요!!
♣ 필수과목 : 좋아요_   꾸~욱! 

‘온·다라’ 인문학
전주시와 전주대학교는 2014년 9월 1일
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도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온·다라’는 전주의 옛 지명인 完州를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온·다라’인문학연구단
063)220-4687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다라인문학연구인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조별황동 및 토론회, 도서관 도서 검색활동
완판본의 의미와 가치 강의, 토론 및 발표와 시상

도서관은 살아있다

인문주간개막식 및 
인문학중장기발전계획 대토론회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명사초청 특강

미래적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주의 명물, '명승지'

전주 정신 그리기 대회 및 폐막식

음악으로 풀어보는 전주 '소리愛' 시와 음악을 통해 알아보는 전주 전주 스토리텔링 발표회

인문주간개막식 선포 및 축사, 
전주시 인문학중장기발전계획 대토론회
(전주시 인문학발전방안발표 및 토론)

최기우(극작가, 최명희문학관 학예연구실장)
음악 : 퓨전국암팀 '소리愛'

전주를 소재로한 시 낭송 
시를 통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 및 정신이해
노래, 악기연주, 이미지를 통한 시 감상

전주 스토리텔링 발표회,
표지판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자 강연, 
여섯개의 키워드로 바라보는 덴마크의 특징, 
덴마크의 성공비결,조합운동의 실제에 대한 강의

풍수지리적으로 유의미한 주요지역 탐방
(모악산 일대)

전주 정신 설명 및 확산, 
전주 정신그리기대회(한옥마을일대), 
인문주간폐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