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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
강이 완전히 무너진 대한민국 상황을 모두 아시고 허락하
신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무속적인 자연인이 오랫동안 국가의 최고위 직분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고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온 국민의 참담한 마음은 이보다 더 추락할
수 없는 비참의 맨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정한 다수의 어두운 정치적 경제적 원

흉들이 곳곳에 있겠지만 저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만드
는 것은 주술이 국가의 규범으로 둔갑하고 사욕이 국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민국 교회의 추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금의 무속적인 대한민국 정치는 마치 돈과 권력과 섹
스라는 삼중적인 주술에 홀린 교회의 적나라한 치부를 고
발하는 듯합니다. 

주께서 아담을 중심으로 6일간의 창조를 이루시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만물과 역사를 이끄
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를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
다.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는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부패성을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옵
소서. 

온 교회가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의 무릎을 꿇
게 하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도 거짓과 횡령과

음란과 탐욕을 자복하며 통회의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적
시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대한민

국 교회와 국민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병수 목사(신학과경배찬양학과)

통회의 눈물과 기도로<기도문>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 호남의 명문, 전주대학 ]

지난 27일 전남대에서 열린 2016 호
남·제주권 대학생 창업아이템 옥션에서
창업동아리 ‘Triz’(대표 김예진)팀이 대
상인 ‘Excellent 투자유치상’을, ‘3D
Story’(대표 임솔)팀이 장려상인
‘Good 투자유치상’을 수상했다.

호남&제주권 12개 대학 20개 팀이 참
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는 참가 대
학 간 연합과 창업활동을 통한 선도적 창
업문화 확산과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기
업과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
로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다.

대상인 ‘Excellent 투자유치상’을 수
상한 ‘Triz’ 팀은 집안에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 인해 자연환기를 꺼리는 문제
를 해결하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이 아이템은 한지의 특수 구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을 가진 ‘윈도우

한지필터’로 참가팀 가운데 가장 큰 액
수의 투자를 받았다. 또한 전주대 ‘3D
Story’팀은 고인의 흉상 모형의 유골함
을 3D프린터로 제작하고 동시에 QR코드
를 통해 고인의 다양한 컨텐츠를 담아 서
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Good 투
자유치상’을 받았다.

주송 창업교육센터장은 “매해 치러지
는 호남&제주권 창업아이템 옥션 대회에
서 작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에도 전주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는 전주대만의 특화된 창업 교육 시스템
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이다.”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창업
에 관심을 갖고 창업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 하
겠다.”고 말했다.

지난 28, 29일‘최순실 게이트’소식을
접한 대학가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가운
데 지난 28일 오후 2시 전주대 총학생회(회
장 김민재)와 전북대 총학생회(회장 허재무)
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오늘 대한민
국의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모든 주권과 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선조
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대
한민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의‘꼭
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결
코 있을 수 없는 나라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파일의 의혹과 관련 인물들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19일 발표
된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호
남지역 사립대학 중 1위에 올랐다고 밝
혔다. 국내 전체 사립대학 중에는 영남대
가 1위, 전주대는 9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학평가는 인문·사회·공학·
자연과학·의학·예체능 등 6개 계열 중
4개 이상 계열을 가진 전국 대학을 대상
으로 ▲교육여건 ▲교수연구 ▲학생교육
노력과 성과 ▲평판도 등 4개 부문 33개
지표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강의 규모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평가에서 국&
공립&사립대학 통틀어 전국 9위에 랭크
되는 등 교육여건 부문에 두각을 나타냈
다. 특히 ▲창업교육 비율 전국 1위 ▲현
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10위 등 산학협력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대는 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우
수 교육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친화대학 평가에서도 ‘상’을 획득
했다. 중앙일보가 올해 첫 시행한 ‘여성
친화대학’평가는 여대를 제외한 74개
대학중 ▲여성교수비율 ▲여학생 취업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 10개의 지
료가운데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다.

이근호 전주대 기획처장은 “현장실습
과 창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
학의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등과 긴밀
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창의융합형 인
재양성에 힘을 쏟은 결과”라며 “학생
만족도 1위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말했다.

창업동아리 Triz, 대학생 창업아이템 대회‘대상’전주대, 전북대 총학생회 동시 시국선언

전주대, 호남지역 사립대학중 1위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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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여대 제외한 74개 대학 중 평가점수
상위 10%까지 최상.상위 25%까지 상

상

전주대가 완전히
호남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중앙일보 호남지역 
사립대학평가에서 
또 1위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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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김희수 선생(학생지원실) 11/5(토) 2:30 전주 The-K웨딩홀(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류경호교수(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장녀 류가은 11/5(토) 오전 11시40분 N타워 컨벤션웨딩홀

장 례 : 엄수원 교수(부동산학과) 빙모상 11/30 해외(태국 방콕)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내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10월28
일부터 30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 8층 서비스라운지 옆

에서 ‘새로운 옷, 새로운 디자
이너’라는 주제로 액세서리 포
함 많은 의류들을 판매하였다.
이 동아리는 LINC사업을 결

연으로, ‘FIT A PAT’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리이다. ‘fit a
pat’이란 ‘심장이 두근두근 거
리다’라는 뜻으로, “심장이 두
근두근하는 옷을 만들겠다”고
다짐으로 학생들이 핸드메이
드 제작하여 진열대에 올린 것
들이다. 예쁜 액세서리들과 의
류들이 많았다. 액세서리는 레
트로컨셉인 제품들이 많았고,
의류는 가을과 겨울을 겨냥한
아우터들이 많았다. 또한 SNS
사용자들에게는 @fit_a_pat 팔
로우 시 5% 할인하는 이벤트
도 있었다. 패션산업학과 학생
들의 창의적인 발걸음을 응원
한다.

_ 취재: 이승환수습기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팝업스토어 개장
패션산업학과 롯데백화점내 개장

전주대 음악학과 김정미 교수가
대한민국 최대 음악잡지 ‘스트링
앤 보우 String & bow’ 10월호

표지모델이 되어 화제다. 올해만
2월, 4월, 5월, 10월 총 4회에 걸
쳐 모차르트 바이올린소나타 전
곡시리즈를 연주하여 주목을 받
은 것이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모차르트 대장정, 그 마지막 이
야기’라는 제목으로 김정미교수
의 음악인생, 교육관 등을 실었다.
월간 ’스트링 앤 보우‘는 깊이

있는 내용과 전통 아티클만을 게
재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이
야기와 그들의 음반소식 그리고
국내 현악계 전반에 걸친 공연 및
풍부한 뉴스들을 담고 있는 현악
전문지이다. 전주대 도서관에서
도 만날 수 있다.          

_ 편집부

김정미 교수, 음악계가 주목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원
장 서재복)은 10월 24일(월)
80명의 원생이 참가한 가운
데 전주 샹그릴라 CC에서 제
1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골
프대회를 열었다. 이날 숙녀
회 회장(이종희)은 최원철 부
총장에게 400만원의 대학발

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호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호 친목과
우정을 필드에 펼치고 아름다
운 매너와 스포츠 정신으로
당당히 겨뤄 주길 바란다.” 고
했고, 서재복 원장은 “소중한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해 감사

드리고 더 좋은 골프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숙녀회 회장은 “우
리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신속
하게 반영해 줘 감사드리고
양질의 평생교육이 되도록 더
욱 힘써 달라.” 고 주문했다.

전주대 총장배 골프대회 대학발전기금 4백만원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서 레슬링 선수단이 금 1개 동
2개, 씨름 선수단이 은 1개 동
3개, 태권도 선수단이 금 1개
의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고 밝혔다.
‘전북도민일
보’와의 인터뷰
에서 이호인총장
은 “선수단의 땀
과 노력으로 마
침내 대학 체육
의 위상을 높이
게 되었습니다”
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레슬링 종목에서 그레코로만

형 59kg급의 이하늘 선수는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
달을 딴 것을 출발로 이번 금메
달로 눈부신 금빛성장을 이루
었다. 자유형 125kg급 조영

민과 자유형 61kg급 김슬기
는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씨름  종목 에 서  장 사급

(150kg 이하) 서남근은 은메
달을, 역사급(110kg이하) 한
창수, 용장급(95kg이하) 최귀
동, 소장급(80kg이하) 오준형
은 각각 동메달을 땄다.
여자태권도 73kg급에 출전

한 유경민(태권도학과 2년) 학
생은 최근에 출전한 국방부장
관기대회 겸 국가대표 예선대
회, 전국 여성태권도 대회 등
에 이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
며 명실상부한 국내 1인자의
자리를 굳혔다.

전주대학교 교수축구회(회장 경기지도학과 박경훈교수)는 10월 29-30일 인천에서 열린 제13
회 전국교수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다. (사진: 결승전 상대인 경남대와의 시합전 기념사진)

전주대 전국체전 ‘1인자’자리 굳혀
씨름, 女태권도 금2, 은1, 동5 획득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제
자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선행을
12년째 이어와 화제이다. 
19일 전주대 본관 접견실에서는

이호인 총장과 가정교육과 교수들
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가정교
육과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가정교육과 왕석순, 임양미,
남수정, 정은영 교수 등은 72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긍심 및 만족도 향상, 학업성취
도 제고를 위해 매년 발전기금을
모아 학기별 학년별 성적우수자와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수장학
금 수여해 오고 있다.  

가정교육과의 교수 장학금은 현
재 명예교수인 차용은, 서혜경 교
수가 발의하여 2005년 4명의 학
생에게 120만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1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2011년부터는 동문들도 참여하
고 있다. 장학금은 지금까지 총
12년 동안 60명에게 2300여 만
원이 지급됐다.

가정교육과 교수들 12년째 제자사랑 장학금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박병도
교수(전주대학교 공연축제전문연
구소장)가 전남도립국악단이 제작
하는 전라남도브랜드공연 총연출
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제작되는
브랜드공연은 해상왕 장보고를 소
재로 청산도의 과거와 현재를 조
망하는 총체음악극(제명: 나비야
청산도 가자)으로서 약 120여명
의 출연진이 무대에 오르는 대작
이다. 박교수는 히로시마아시안게
임 한국문화사절단 공연(대춘향
전) 총연출은 물론 중국순회공연
총연출, 국립극장의 세계연극제
축하공연 연출, 동경아리스국제연
극제 한국대표작 연출, 국립민속

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초빙연
출, 요코하마국립대학, 와세다대
학, 사천전매학원 초청공연 연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로서
명성을 쌓아왔다. 또한 강택수 객
원교수가 이번에 새로 개관한 ‘대
둔산미술관’에 관장으로 취임했
다. 강택수 관장은 전주대학교 영
어영문과를 졸업했고, 전주국제사
진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개
인전을 3회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객
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번 ‘대둔
산미술관’ 개관식과 함께 관장으
로 취임하였다. 

호남에 명성 떨치는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박병도 교수 전남 브랜드공연 총연출
강택수 교수 ‘대둔산미술관’ 관장 취임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최광근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
래드호텔에서 이슈메이커가 주관
하고 한국의 인물 선정위원회가 주
최하는 ‘2016 대한민국최고인물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2016 대한민국최고인물
대상’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
십과 전문성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
높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최광근 교수는 태권도지도자 부문
에서 수상했으며, 선도적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회 발전과 국
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가 커 수
상하게 되었다. 최광근 교수는 교
육지도자 부문 스포츠서울 ‘2016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로 선정된 바있다.

최광근 교수 ‘2016 대한민국최고인물대상’ 

<교수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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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의 빛 되어 어둠을 밝히길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10월 27
일(목)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간호학과장 장혜숙교수의 개회인사로
시작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갈하고
단정한 예비 간호사 후보생들이 단상위

에 차례로 올라 촛불 점화식을 진행했다.
장혜숙 교수의 지도아래 촛불에 불을 밝
힌 후 후보생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을 선언한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과 여러분 앞에서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
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놓
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
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
니다.” 질서 있게 자리한 총 62명의 후
보생들의 선서 후에는 김종훈교수(의과
학대학장)가 “힘든 자에게나 가난한자
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똑같이 간호를 베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비간호사 후
보생들에게 격려와 발전을 기원했다. 마
지막으로 간호학과 1학년들이 선배들을
위한 감동적인 축가를 부르면서 식은 마
무리되었다. _ 김윤혁 수습기자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산업디자인학과, 전주시와 도시재생 디자인 연구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이진영)
졸업작품 발표회가 10월25일 오후3시
스타센터3층 아트갤러리에서 김승수 전
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회
도시디자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이번 졸업작품은“전주시 도시재생 디
자인연구”라는 테마로 전주시와 산학협
력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일반인을 대
상으로 졸업작품전시회가 열리게 된다. 졸
업전시회 이후에는 전주시의 요청으로 전
주시청로비에서 일반 시민관람을 위한 특
별전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전주 남부시
장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전주의 숨,
쉼’이라는 작품을 디자인하게 된 4학년
정세희 학생은 “전주시라는 구체적인 장
안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내고 제안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현
재의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의 부
지가 넓어서 활용방안이 다양함에도 불구
하고 주차장과 이동통로로만 쓰여지는 점
을 개선하고자 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
었고, 기존의 주차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주차를 돕고 옥상에 쉼터와 활
동공간을 만들어 전주 남부시장의 이용
객 및 관광객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

공하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라고 말
했다.

한 시간 이상 학생들의 작품발표를 꼼
꼼하게 경청한 김승수 전주시장은“학생
들의 수준 높은 디자인에 감명을 받았으
며 우리지역에서 이런 유능한 젊은 인재
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 벅차
다.”는 소감과 함께“학생들의 작품 중
에 2~3작품은 반드시 현장에 반영하겠
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학생들의 작
품을 많은 전주시민들이 관람하고 자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시청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열어줄 것도 요청하였다. 

_ 배성우 수습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디자인연구’테마로 2016 졸업작품 발표회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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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보니까 사과 하나를 얻으려면 먼저
사과 잎을 떼고 사과를 햇볕이있는 쪽으로 
돌려준 후 병충해랑 유해조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하나 봉지에 

싸야 한다던데

맞아. 그마큼 굉장히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농사야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와! 제인아 웬 사과야?

사과농사 하시느라  
엄청 힘드셨겠다.

응 맞아  
우리 부모님이 사과농사로 

날 대학에 보내주셨어

우리 부모님이 
사과농사를 하시는데 이번에

추수해서 보내주셨어

추수감사

어느 나라에나 국가와 민족적 시민사
회를 포함하는 시민사회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주민들을 개입시키고 국가 정책
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지난
2014년 고려인들의 러시아 거주 150
주년을 기념행사에, 고려인들이 통합되
어 있는 것과 러시아 연방 다민족의 중
요한 일부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러시아연방이란 150개가 넘는 민족
이 사는 다민족국가이다. 이러한 관계에
서 민족 단체의 역할과 지위가 규정될
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
계 강화와 사회 내의 평화, 합의의 달성
에서 국가와 사회조직의 상호작용의 새
로운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역사적 흐
름에서 고려인들은 다양한 사회단체를
조직하는 첫 번째 민족들 중의 하나였다.
고려인 단체는 민족문화자치회, 협회,
문화센터 와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의
지부 형태로 약 80개가 넘게 존재한다.
그 가운데 고려인들의 삶은 항상 변화하
게 마련이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광활

한 공간, 각 지역의 질적 차이에도 불구
하고 그 모든 것을 조정해주는 중심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해
결하는 일은 상당히 난해했다. 

1937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와 카
자흐스탄으로의 강제 이주, 1990년대
초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중앙아시아에
서 러시아를 향한 한인들의 재이주, 그
리고 현재는 구 소연방에서 대한민국으
로 고려인들의 노동이주를 목격할 수 있
다. 이것은 물질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
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발적 강요와 더불
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국에 고려인 조직에게는 문화
적 적응과 사회경제적 통합도 중요하지
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려인들의 정
체성 유지이다. 그러나 이것을 고려인들
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 모
국, 즉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하고, 상호 조화 속에서 지속
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우리는 서로 ‘낯선 이들 속에서 우
리들, 우리들 속에서 낯선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소속감과 국민
적 애국심을 지녀야 하는 고려인으로써
한국의 분단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기 때
문에 민족 간,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가
긴요하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러시아, 카
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
즈스탄의 국가 간 협력의 발전과 심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지닌 이들이다. 더불어
이들은 정신적으로 한인이자 러시아인이
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들의 상호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려인 러시아 거주 150주년 행사로
진행된 자동차 랠리의 목표는 남한과 북
한 간의 상호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
다. 고려인들은 남북의 갈등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고, 러시
아의 푸틴 대통령은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누구도 패하는 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조직들은 인간적
협력과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에 조력
해야만 한다. 이에 동방경제포럼에 회동
한 러시아와 한국은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의 해’를 실행한다는 제안을 채택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인들이 한국,
한국문화, 한국의 정신, 역사 그리고 업
적 등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기
대한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는 광범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상연될 것
이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특별히 고려
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창의 동계
올림픽 유치를 지지한 전(全)고려인연합
회 조 바실리 회장은 “러시아 고려인들
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
란다.” 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진
심으로 기원하였다. 

6강.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와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조 바실라 (전고려인 연합회 회장)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I)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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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우리 전주대학교 학군단 4학년 후보생(ROTC 55기)들은 대학의 지원을
통해『선열들의 항일 독립유적지를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으로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4주간 혹독한 하계입영훈련을 마치고 난 후 해외탐방이어서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군단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장교후보생으로서 조국애 함양과, 국가
관 확립을 갖추기 위해 3학년은 제주도 한라산을, 4학년은 중국으로 백두산 일대를 탐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북한의 테러위협 및 북·중 국경지대의 치안불안 등의 이유로 백두산 일대 탐방은 하지 못하고 하얼빈~상해
~항주를 잇는 선열들의 독립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근 장군 의거와
일본만행의 현장인 731부대가 주둔했던 하얼빈을 방문하는 것에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 첫 번째 방문지 하얼빈
하얼빈은 중국 북방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겨울추위가

아주 매서운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남하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군이 오래 주둔 하여 영
향을 받아 음식과 건물들이 러시아풍을 띄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에게 마루타로 잘 알려진 일본의 세균
전 부대인 731부대가 1940~45년까지 약 5년간 생체
실험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지역입니다. 

관련 기념관을 둘러보니 하루빨리 일본이 자국의 이익

을 위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
여 피해국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
은 아픈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
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족의 영웅이자 동양
평화론을 창시한 위대한 사상가 안중근 장군 기념관을 찾
았습니다. 기념관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잘 정돈되어져
있었고, 중국정부가 타국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해
준 것을 보면서, 안중근 장군이 대한민국만의 영웅이 아
닌 동양의 영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람하는 내내 순
국하신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유해를 찾지 못하
고 있는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영정 앞에 고개를 들
지 못했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행정실장님은 장군의 영정
앞에 절을 하시고 차마 일어나지 못하
는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이 더욱 아팠
으며, 같이 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
음이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모친인 조마리
아 여사의 마지막 서신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아들 보아라 네가 사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선의 2천 동포를 대
신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받은 형이
니 항소하지 말고 받아 들이거라 행여
늙은 어미를 대신하여 먼저 세상을 떠
난다고 마음 아파한다면 이 어미는 세
상의 조롱거리가 되니 그런 마음은 버
리고 어미가 지어준 옷을 입고 기쁜 마
음으로 저 세상으로 가거라! 훗날 천국
에서 다시 만나자” 세상 어떤 어머니
가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죽으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장군에게 감
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 두 번째 방문지 상해
2, 3일차는 중국의 세계적인 국제도시인 상해를 방문

하였습니다. 상해는 일제강점기 최초로 임시정부가 세워
진 곳입니다. 청사를 둘러보니 터가 허름하여 민망할 정
도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끼니도 거르면서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헌신하셨을 선열들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
까지 풍요롭게 입고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습
니다.  상해는 국제도시답게 국제금융센터 및 무역의 중
심지이었습니다. 특히 동방명주 일대의 고층건물들은 세
계를 호령하던 중국이 다시 한 번 용트림을 하는 듯한 착
각마저 일으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다시
한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피부에 확 와
닿았습니다. 독립유적으로는 윤봉길 의사가 폭탄의거를
한 홍커우 공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의거 당시 나이
26세의 젊은이가 자신의 처자식을 뒤로한 채 목숨을 버
려 가면서까지 독립을 갈망한 그 헌신의 원천은 무엇이었
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군은 나와 의거 당일
아침을 같이 들게 되었는데 나는 밥이 차마 목에서 넘어
가지 않는데 윤군은 마치 새벽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드는 농부처럼 많은 양의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나에게도 권하는데 오늘 죽으러 갈 사람이 저리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윤군은 내게 ‘저
의 시계는 5원짜리 이고 선생님의 시계는 3원짜리이니
바꾸시죠’ 하자 나는 ‘자네의 시계가 더 좋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였지만 윤군은 ‘저는 이제 3시간만 있으면
필요가 없으니 바꾸시죠’ 하며 끝내 바꾸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윤군! 지하에서 다시 만나세!’
라는 말을 하고 배웅을 하였다. 백범일지에 기록되어진
의거 당일 김구 선생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일화를
보며 ‘나는 여지껏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자문이 들면서 역시 큰 그릇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중국의 장제스는 100
만 중국대군이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젊은이가 해냈
다며 임시정부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니 그 당

시 윤의사가 해낸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금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 세 번째 방문지 항주
항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요

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전자 상거래
그룹인 마윈 회장의 ‘알리바마’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최근 G20회의가 개최되는 등 그 명성이 자자한 지역입
니다. 명성답게 항주는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
다.‘중국 내 단일 도시 중에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
는 가이드의 설명이 허풍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항주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곳인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일본 군·경의 탄압이
심해지자 임시정부는 일본을 피해 항주로 이주하게 되었
고 그 이후에도 난징, 충칭 등을 거쳐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로만 보더라도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면서   
이번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 스스로에게 자

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장군, 윤
봉길 의사였다면 그 분들처럼 조국과 민족
을 위해 나의 모든 것(목숨, 사랑하는 가족,
행복 등)을 희생할 수 있을까?”질문에 마음
이 무거워지며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다시 한 번 애국지사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육군장교로, 곧 임관을 앞
둔 사관후보생으로서 안중근 장군이 옥중에
서 쓰신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글은 대
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군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상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이호인총장님과 우리 대학교의 전폭
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주대학교가 나
의 자랑이듯, 나 또한 전주대학교의 자랑이
되어야겠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뜨거운 조국애 체험

“

”

[전주대 학군단 ‘해외 전사적지 탐방’기행문]

사관후보생 오예준
(가정교육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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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읽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의 뇌’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질
볼트 테일러(Jill Bolte Taylor)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자격으로
뇌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충실히 하고 있
었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로 한창 잘 나
가던 그녀가 1996년 12월 어느 날 아침
왼쪽 눈 부근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
에서 깹니다. 뇌졸중에 걸린 것입니다. 뇌
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지기능
과 몸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좌뇌 기능을 상실하

자 오히려 우주와 하나가 된 듯 평화롭고
아늑한 기분, 다시 말해 열반(Nirvana)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비교와 경쟁, 부정
적 생각을 일삼는 좌뇌가 활동을 멈춘 덕분
이었습니다. 이 같은 평화의 느낌은 우뇌의
작동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에도 좌뇌를 잠재우고 우뇌만으로 현재 순
간에 몰입하여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

하고 아름다운지 느껴보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재잘대

는 본성을 지닌 좌뇌 위주로 사고하고 있
어서 과거 기억으로 인한 걱정, 미래에 대
한 불안, 우울, 폭도처럼 날뛰는 감정의 동
요로 고통스러워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낭
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경쟁하고 비교하는
좌뇌의 강한 충동을 잠재우고, 현재 순간
에 집중하여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
들이는 우뇌에 접속하여 보다 높은 수준
의 기쁨을 누리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평
생 뇌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
기 뇌졸중에 걸려 오랜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
달은 과학자의 말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
는 것 같습니다. 좌뇌 본위의 사고에 치우
쳤던 삶에서 벗어나 포용력 있고 늘 긍정
을 원하는 우뇌 본위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서 양쪽 뇌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이 그녀가 뇌졸중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
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입시

중압감은 가히 살인적이어서 성적에 매달
리며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실력을 어느 정도 높여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
과정에 반드시 키워야 하는 문제제기 능
력, 사려 능력, 통찰력, 자립심과 책임감
같은 것은 조이기만 한다고 올라가는 것
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할 만한
여유야말로 대학생의 진짜 실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4년이란 기간은, 일생을 통틀어, 당장의
절박한 의무로부터 놓여나 삶과 세상에 대
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일
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란 게 뭔지 등
에 대한 여러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이로
써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어떤 에너지를
부여하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
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다 긍
정적인 에너지가 넘쳐흐르도록 하는 게 어
떨까요? 좋은 에너지의 선택이 우리의 삶
을 부유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가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기꺼이 몰입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마음의 정원을 충실하게 가꾸고, 하루에도 수
천 번 긍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식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사항”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더 찬찬히 
살펴보고 싶은 것. 
•내게 대단한 기쁨을 안겨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공감은 개방적인 의식과 기꺼이 도와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몰입
하는 일이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http://www.ted.com/talks/jill_bolte_t
aylor_s_powerful_stroke_of_insight

몇 년 전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다.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
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왕과 얼굴이 똑같이 생긴 천
민‘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
을 할 것을 명한다. 저잣거리의 한낱 만담꾼에
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
선. 허균의 지시 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
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 노릇을 시작
한다.(네이버 영화 발췌)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다.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다.
가짜 왕이 신하에게 ‘거 웬만하면 궐내에서

는 임금과 신하 정도는 구분토록 합시다.’라
는 장면이라든지, 신하가 가짜 왕에게 ‘그대
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뤄 드리리
다.’라며 거꾸로 명령을 하는 웃기지만 슬픈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
왕을 대신하는 왕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궁

에 들어가 왕의 부재를 대신하며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상황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모습 중
에 화장실이 급한 가짜 광해가 화장실이 없어
당황해 하던 중 내시의 도움으로 왕의 이동식
화장실인 매화틀을 들이게 된다.
이 장면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왕이 볼일을 마치자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

던 궁녀들은 일제히 ‘경하 드리옵니다. 전
하’‘감축 드리옵니다. 전하’ 라고 외치며
왕의 볼일 마침을 축하하는 축사를 쏟아 내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답답함과 왕의 불편함을 느
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한걸음 더 깊이 생

각해봐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판단력’에 대한 대중성

혹은 객관성의 부재인 것이다.
자신의 냄새나는 배설물을 배출했는데 축하

를 받는 이 어이없는 상황과 어이없는 축하를
해주는 사람으로 주변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온전할까?
처음에야 부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날

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함을 넘어서
서 당연시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
발전한다면 축하를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
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환경으로 자란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판단력에 대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의 배설물을 배출하고 난 이후 뒤처리도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이 해주는 이런
사람이 과연 백성을 위한 정상적 상황판단과
정치와 정책을 펴낼 수 있었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백성의 입장에서 답답함이

가득하였다.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이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음에 대한 억울함이 마음을 짓누
르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왕이 아니고, 통치가 아닌 시대로... 
그럼에도 이 시국의 억울함은 왜일까?...

교수칼럼

문경아 교수
(예술심리치료학과)

매화틀을 대령하라!

긍정의 에너지 살려 풍성한 대학생활 누리길

올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
생과 지속된 여진,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 부산, 경주지역에서의 피
해, 10월 20일 고속도로에서의 관광버스
화재로 10명 사망자 발생 등 최근 며칠 사
이 재해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
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
출범을 기점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여러 곳
에서 재난 대책의 부재와 대응 그리고 사
회 안전 그물망에 많은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히 벡((Ulrich
Beck)”의 ‘현대 위험사회론’에 직면
한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난으로 이어지는 하는 것이 사람에 의
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스스로 위
험사회의 소용돌이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

는 모양새다. 외부환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는 재
난으로 이어질 수도 단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잡은 물

고기는 순식간에 모두 빠져나가는 법이다.
비록 다른 곳이 멀쩡해도 한 부분의 그물
이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빈 고깃배 신세를 면할 수 밖에 없다. 
재난·재해 관리가 이러하다. 한 곳이라

도 구멍이 있으면 다른 안전그물망이 무
용지물이 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적 피
해를 보게 되거나 위험을 넘어 사회적 쇼
크(Social Shock)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
다. 사회안전 그물망(Safety Net)을 다시
손보거나, 다시 짜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지금시점에서 우리는 고속성장에
가려져 주변 곳곳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과 불안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대응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거대담론들을 쏟아
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가치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
어 내어 철학적 기조가 내제된 정책과 행
정제도들을 다시 다듬어 안전그물망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율리히 벡”이 언급한 재해의 재난으

로서의 발전은 결국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제도에 의해 허술한 그
물망을 국민들의 사회질서와 규칙과 규범

을 지킴으로서 피해를 줄이거나 이후 수
반되는 위험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
의 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 기본에
충실한 행위가 수반된다면 위험한 사회에
서 행정상의 안전그물망이 제 기능을 하
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안전그물
망을 생성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치타 태풍에서는 예방대비자원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강변과 해안가에 사전 경
고방송이나 차량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비
전문적 재난대응행정의 모습과 태풍 속에
서 위험을 무릅쓰고 택배 업무를 지시하
거나 지진이후 KTX 선로작업 중단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하게 만드
는 기업환경과 경주지진 발생정보를 국민
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공직보고
체계를 더 중요시하는 국가행정 등의 단
면들에서 우리는 전문성과 안전이 최우선
시 되고 국민이 우선인 행정이 반드시 중
심에 있어야 함을 되새겨야 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
고 여기에 “정치”라는 변수가 개입되면
더 큰 혼란과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회
학자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김동현 교수
(소방안전공학과)

낚이지 않는 사회 안전 그물망 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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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1등만 쳐주는 경향이 있
다. 1등과 근소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2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는 1등 하려고 기를 쓴다. 물론
달리기 등 육상경기를 비롯하여 기록 위
주의 경기에서는 등수가 매겨져야 하고
1등한 사람에게만 환호한다. 그렇지만
마라톤의 경우는 끝까지 달려 완주한 사
람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는 과정을 중요
시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
진 자에 대한 찬사이다. 하물며 복음을 전
하는 일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겠는가?
호남지역의 기독교 전래는 미국남장로

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한
국 전역은 서방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몸을 돌보지 않는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전킨
(Junkin)은 복음 전하기 위해 시골길을
다니다가 논에 고인물이 탈을 일으켜 고
생을 하던 중 좀 쉬라고 환경이 좋은 곳
으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
을 멈추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오웬
(Owen)은 순천을 비롯하여 장흥, 고흥,
보성, 광양, 여수 등 여러 지역을 책임 맡
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과로로 질
병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그도 역시 세
상을 떠났다.
포사이드(Forsyth)는 전주 인근 지역

으로 오후 늦게 왕진 갔다가 타국 군인으
로 오인 받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치료가 되지 않아 본국으로 후송되었는
데, 완치 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의
료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는 목포에서 광
주로 가는 도중 나주에서 나환자를 만났
다.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나환

자를 친히 자기 말에다 태우고 자신은 걸
어서 광주까지 온 일도 있다. 포사이드가
나환자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부축하는
광경을 본 젊은이가 감동을 받았다. 

그 젊은이가 최흥종이다. 사연인즉, 포
사이드 선교사가 나환자에게 하는 행동
이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나환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포사이드가 옆에
있던 최흥종에게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
고 말했으나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
환자가 쥐고 있었던 고름 묻은 지팡이를
집어들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포
사이드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서 환
자에게 쥐어 주었다.(머뭇거리던 최흥종
이 용기를 내어 집어주었다는 얘기도 있
다.) 아무튼 최흥종은 포사이드의 나환자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후‘나환자
의 친구’그리고‘거지들의 아버지’라 불
리웠는데, 그는 목사로서 복음의 사회적
실천가(한인수,『호남교회 형성인물』,
p.217)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듯 초기의
선교사들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활
동과 죽기까지 사
명을 감당한 모습
은 한국인 목회자
및 신도들에게 영
적으로, 정신적으
로 귀감이 되었다.
이처럼 복음을 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을 감
동시킨 선교사들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들과 함께 또는 이들을
이어서 활동한 한국인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우선 한국 교계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목사 일곱 분이 있다.
1907년에 선교사들과 한국인 장로들이
회합을 가지고 조선장로회 독노회를 발족
시켰고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등 7인을 안수하
여 목사로 세웠다. 장로회 사기에 보면

1907年(丁未) 九月 十七日에 朝鮮예수敎
長老會獨老會가 成立하다. 至是하야 美國
南北長老會와 가나다와 오스트렐냐長老會
四敎派宣敎師의 公儀會決定에 依하야 朝

鮮예수교長老會獨老會를 組織하니 會員은
宣敎師三十八人 朝鮮長老四十人合七十八
人이요會長은 宣敎師馬布三悅副會長邦基
昌 書記韓錫晋 副書記宋麟瑞 會計宣敎師
李吉咸이러라. 
1. 公儀會時에 試取敎授한 神學第一會卒
業生 徐景祚, 邦基昌, 韓錫晉, 梁甸伯, 宋
麟瑞, 吉善宙, 李基七人을 牧師로 將立한
事 
2. 牧師李基豊을 濟州宣敎師로 派送한事

이리하여 한국에도 정식 목회자가 생겨
났고 선교사들과 협력하면서 때로는 독
자적으로 복음전파의 일익을 담당하였
다. 지면상 이들의 면모를 상세히 피력할
수 없지만, 서경조는 서상륜의 동생으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매서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송천교회 설립에 초석이
되었다. 방기창은 황해에서 태어나 천도
교의 지도급 인물이었으나, 개종하여 장
대현교회 장로로 시무하였고 목사안수
받고 반석교회, 송호교회, 진남포의 노정
교회, 용강읍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한석
진은 북장로회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 받
고 그의 조사로 활동하였다. 한석진은 이
른 바‘평양교회 박해 사건’으로 평양 감
영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후에 일본
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유학생선교와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양전백은 독립
운동가로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다. 목사가 된 후에도 독립운동
을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105인 사
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
였다. 평양 출신인 송인서는 마펫과 한석
진의 전도로 교인이 된 후 한천교회를 설
립하는 등 전도사 시절부터 활약하였다.
당시 개신교 박해 시 체포되어 사형위기
에 몰리기도 하였다. 길선주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1897년 미국북장로회 리(G. Lee)선교
사에게 세례 받고 장대현교회 영수로 시
무하였다. 1907년 민족대부흥운동의 주
역이었다. 목사 안수 후 장대현교회에서
시무하였다. 특히 길선주 목사는 종말론
적 신앙운동을 지도하여 일제강점기에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이기풍
은 한국 최초의 외지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주민들의 기
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위협에 시달
리기도 하였다. 이 후 광주에서 광주북문
안교회 초대 목사로 시무하였고 제주도
성내교회, 순천교회, 벌교교회 등에서 시
무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반대운
동으로 체포되어 여수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고문으로 위독해지자 일경은
출감시켜 주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금오
도 우학리교회에서 소천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남 지역에 조

상학 목사가 있다. 조상학은 1906년에
오웬 선교사와 그의 조사였던 지원근에
게 전도 받았다. 그는 후배들을 먼저 신
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게 하였고 자신은
늦게(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광양읍교회, 여수장천교회, 여천우학리
교회에서 시무하였으며, 매산학교 교목
으로 부임하였다. 조상학 목사도 일제강
점기에 많은 고초를 당했으며, 애석하게
도 한국 전쟁 때 북한군에게 연행되어
1950년 9월 28일 여수 초입 미평에서
처형당했다. 손양원 목사도 이곳에서 총
살당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살
당한 조상학 목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한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43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2등도 있습니다.

▲ 수많은 한국인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사역에 헌신하였다.

▲ 광주선교동산에 있는 오웬(Owen) 선교사 묘

▲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 최흥종 목사

▲ 조상학목사와 손양원목사 순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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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그대들의 웃음보를 
터뜨릴 영화 : 럭키
·감독 : 이계벽      ·장르 : 코미디      ·제작국가 : 한국
·주연 : 유해진, 이준, 조윤희, 임지연  ·개봉시기 : 2016.10.13 개봉
·관람가능연령 : 15세 이상 관람가                                  _출처 Daum 영화

어느 덧 낙엽이 조금씩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도 움츠러들고 마
음도 움츠러들지는 않았나요? 차가운 날
씨를 호쾌한 웃음으로 날려버리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기막힌 반전과 코미디로 여
러분들을 즐겁게 할 영화 럭키!!를 소개합
니다. 
영화 럭키는‘유해진의, 유해진에 의한,

유해진을 위한’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
도로 배우 유해진의 원톱 진행이 눈길을
끄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연출한 이계벽
감독은“유해진의 노련함을 느꼈던 장면
이 하나있는데, 진지하게 김밥을 써는 단
순한 형욱의 표정에서 웃음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전하며 그의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 내공에 감탄을 전했
다고 합니다.

팻 베

매 살 바 도 르 달 리

판 타 스 틱 듀 오 나

팀 니 헤 르 미 온 느

입 닥 쳐 말 포 이 베

터 갈 르

족 베

가 르 마

자 외 선

 <857호 정답자>

1.김남희 영어교육과 2.김은진 중등특수교육과

3.양   미 물리치료학과 4.김은지 경배와찬양학과

5.김한솔 물리치료학과 6.이현진 국제한식조리학교

7.정연희 경배와찬양학과  

8.최선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멀 티 골 트 레 블 청 출 어 람 각

돈 유 든 점 왕 이 첩 경 장 관 구

불 펜 스 가 랴 명 장 이 덕 관 상

가 라 테 권 도 벽 장 난 배 구 상

변 칙 이 대 박 성 서 신 지 도 자

명 상 트 레 이 서 민 구 터 전 면

시 빌 워 크 래 스 타 크 래 이 지

패 라 리 모 빌 펜 독 자 로 빈 슨

핸 드 어 록 스 션 모 니 터 번 데

장 기 스 트 라 이 크 동 리 비 자

시 가 지 중 추 바 로 펜 니 베 아

◎
영
화
소
개
◎ 

잘 나가던 킬러 형욱(유해진)은 의뢰를
해결한 후 피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 목
욕탕에 가는데 그 곳에서 실수로 비누를
밟아 기억을 잃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
고 현장인 목욕탕에서 삶을 살아갈 의지를
잃은 재성(이준)이 부유해 보이는 형욱이
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고 있자 형욱의 사
물함 열쇠와 자신의 열쇠를 바꿔치기 하고
형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고를 당
한 형욱은 기억을 잃고 자신을 재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형욱은 과거의 기
억을 찾기 위해서 재성의 부모님께 가게

되고 아들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재성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재성의 삶을
살아가는 형욱은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며
배우로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
니다. 그 후로 형욱은 소방대원인 리나(조
윤희)의 도움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
반면 열쇠를 바꿔 형욱의 삶을 살게 된 재
성은 자신의 이상형인 은주(임지연)를 만
나게 되고 킬러로부터 은주를 지키기 위해
피신계획을 구상하게 되는데... 후에 계속
되는 형욱과 재성의 코미디한 이야기는 영
화를 보며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
줄
거
리
◎ 

킬러였던 유해진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새로운 삶을 알아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영화, 또 연기자가 꿈인 백수가 완
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영화이다. 현대
사회에서 취업 준비나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사회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해진의 진지하면서
능청스러운 명품 코믹 연기가 답답했던 마
음들과 스트레스를 대변하여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쉬운 점은 예고편에
본편을 유추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제공되
었다는 것 과 이 영화가 유해진의 연기로
만 승부를 봐야하는 점, 전체적인 스토리
나 조연들의 연기가 아쉬운 점이다. 그야
말로 유해진의‘하드캐리’라고 봐도 과언
이 아니며 주연과 조연의 밸런스가 맞았다
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_김윤혁 기자

‘럭키’라는 영화는 줄거리에 나와 있듯
이 배우 유해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
조명되어진 영화이다. 영화를 보면서 킬러
였을 때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형
욱’이 기억을 잃음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아 보였다. 영화 후반
부에서는‘재성’이 삶을 포기하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형욱’이 ‘재성’
에게“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게 얼
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라고 말하면
서 혼을 내는 장면을 통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주었다.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 준 요소

중 한 가지는 영화의 BGM인데 음악의 장
르가 트로트여서 새롭고 신선했지만 코미
디적인 부분에서 어떤 음악 장르보다 잘
어울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_유찬욱 기자

◎

학

생

기

자

평

◎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NBA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프로 농구팀 2015-16시
즌 73승을 기록하며 20년 전 시카고 불스의 72승 기록을 뛰어넘었다.#
스티브커#스테판커리
2.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쳐서
넘기는 구기. 발리볼이라고도 하며, 6인제와 9인제가 있으며, 한 팀은 공
을 3번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그물 너머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김연경
3. 최근 블리자드 게임사에서 출시한 ‘오버워치’의 캐릭터 중 하나로
○○○○는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하는 오픈 마인드의 최고봉이
며 속도감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오버워치 캐릭터이다.#여캐
4. 애니매이션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의 라이벌이며 M자형
탈모를 갖고 있다.#트랭크스아빠
5. 4월27일에 국내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실사영화 시리즈의 세 번째 작
품.#퍼스트 어벤져#윈터솔져
6. 교통이 복잡한 네거리 같은 곳에 교통정리를 위하여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
7.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8.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9. 결혼식, 돌잔치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알리는 글이다. ○○○에는 행사
목적을 드러내는 제목, 행사에 관한 인사말, 초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내용, 행사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행사가 열릴 장소를 찾아오기
쉽게 제시하는 약도 등이 들어가야 한다.
10. 이슬람교도 및 중동 여러 나라 남자가 사용하는 머리 장식. 인도인이
나 이슬람교도가 머리에 둘러 감은 천. 긴 천을 머리에 둘러 심한 더위를
피하고, 또 바람을 막기 위해 쓰기도 하는데 여성모에 응용해 자수를 놓
기도 한다.

※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 선착순 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와 함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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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기술은 질병·고
령화·환경·식량·에너지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고민
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
로 대두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2,448억불에서 2019년
4,273억불 규모로 연평균
5.7%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심의
회 산하에 바이오특별위원
회를 신설하여 생명공학기
반의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
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국내외 실정에서 전주
대학교가 올해부터 환경생
명과학과 개편을 통해 생명
과학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
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의 급
속한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
한 부정적 견해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명공
학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생
명공학작물(유전자변형작
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처

음 상업화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생명공학작물이 안전한지,
위해한지에 대한 견해는 사
람마다 각각 다르다. 최근 생
명공학작물의 위해성을 주
장하며 생명공학작물 개발
및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
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산은
생명공학 연구 의욕 저하 및
연구 축소 등을 통해 국가 기
술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결
국 기술 후진국,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
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농업
생명공학기술 특허를 독점
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인도, 브
라질 등 신흥 경쟁국들도 국
가적 지원을 통해 생명공학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국영기업
인 중국화공이 세계 최대 종
자업체인 신젠타사를 중국
인수합병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8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중국
은 단숨에 세계 농업생명공
학을 주도하는 나라로 도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공학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을 위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
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올바
로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
고 생각한다. 생명공학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수칼럼
생명공학. 

올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범규 교수
(환경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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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 볼 때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지 못해 후회한다고 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그 일은 꼭 해볼걸. 너무 아쉽다. 4년의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라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없길 바라는 취지로 ‘전주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 취재, 사진: 조혜민기자, 문주희, 이윤, 이승환수습기자

도전 list
2016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것인가? 높은 점수를 주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낮은 점수를

주는 학생들이 있을 것 입니다. 신문사에서 학교생활의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활동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1. JJ휘트니스센터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얼짱·몸짱되기.

2. 대학교회에서 예배드리기.

3. 전주대 학생 공연 관람하기.

4.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공부해 장학금 받기.

5. 청춘의 낭만! 동아리 활동하기.

6. 학교 건의함에 건의하기.

7. 학교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 느끼기(예술관 앞, 평화관 앞)

8. 대학의 로망!! 축제 즐기기.

9. 대학생의 특권. 해외봉사 가기. 

10. 해외탐방하자 캐치 더 월드

11. ‘Super Star’나도 되고 싶다. ‘Super Star T’도전하기.

벽화마을 - 진리관 앞 계단 및 스타센터 벽면

가을은 필사의 계절

기독교역사 관람하기 - 호남기독교박물관

지친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 - 본관 뒤 뒷산

올림포스 신전 같은 웅장함 - 대학 본관

학식 하셨어요?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가을바람에 돌아가는 바람개비 - 천잠관 앞

목       록 실    천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장소 중 직접 경험한 사진과 소감문을 간단히 1-2줄 작성해 전주대 신문사에 보내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사진과 소감문은 페이스북 ‘전주대 신문방송국’ 페이지에 게시 예정)

거리에 곱게 물든 단풍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자 어딘가로 떠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주 SNS에 업로드 할 사진은 바로 이곳!
멀지도 않은 바로 여러분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의외의 전주대 명소들이 있습니다.

함께 떠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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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핵심이 되는 마지막
말씀은 ‘세상 끝 날까지’이
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
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
리라”(마28:16~20).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이‘가라지’(마13:24~30)와
‘그물’(마13:47~50)의 비
유에도 나온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밀과 가라지, 그 둘이 함께 자
라고 있다. 밀과 가라지가 섞
여 있기에 세상은 혼잡하고 모
순에 가득 차 있다. 가라지가
불법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 그
물의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이
되풀이 된다. 바다에 사는 온
갖 고기를 다 끌어 올린 그물
안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혼잡하게 뒤섞여 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며,
그물 안에 고기들이 혼잡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뒤섞인 시대
이기에 조그만 방심하면 우리
의 삶의 안팎이 뒤섞여 버린
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
도록 조심하며 시대를 분별하
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
끝의 징조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
문을 듣겠으나… 나라가 나라
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
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니”(마24:5~7). 예수께서
당부하셨다, 거짓 선지자가 많
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
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도‘끝까
지 견딜 것을…’

▼ 그 끝이 언제인가?‘천
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는 그 때’이다. 그 때까지 우
리가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
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에서 끝
까지 견디도록 지켜 주시겠단
다, 성령님께서. 그 좋으신 예
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
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오늘 본문인 6절에서 9절 말씀은‘사울
과 같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절망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묻는 말
씀이라면 20절로 23절 말씀은 1절에서
5절의 선지자 갓이 한 말에 대한 반응으로
서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 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
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도망을 갑
니다. 그곳에 있는 언덕의 굴로 들어가는
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
데 이 굴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
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
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
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
더라.’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도 지킬 수 없는 도망자 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무것도 없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조
차도 없으며 먹을 것도 없어서 제사장 마
을에서 떡을 구걸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
이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
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다윗도 이러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환난 당한 자가 무슨 힘이 되겠
습니까?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환난 당한 건데 이러한 자
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또, 빚진 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원통한자들은 어떤 사람
들이냐면,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
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백 명이 모여
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에 가서 그 곳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지를 내가 알기까지’이 구절은‘내 몸 가
누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도움도 안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가장 큰 핵심입
니다. 우리가 살면서‘하나님이 어떻게 하
실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내 옆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붙여 주시는 건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생각할 때, 하
나님은 저희에게 본문의 5절 말씀을 주십
니다.‘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
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사울이 다윗
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키고 있는 그 땅으
로 가라’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목자가
되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
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했을 때, 주님께서
삶의 제목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삶의 이
름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로 살아가면
많은 희생이 따르고 무거운 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십
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
늘의 주제인‘아둘람 공동체’는 환난 당한
자가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삶의 비전도
없고 의미도 없던 사람들이 삶을 역전시키
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하는
사람 손잡아주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
과 동료와 친구가 있는 곳을 바로‘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대학인 전
주대학교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
하고,‘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
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노재석 목사
(서부중앙교회 담임)

‘아둘람 공동체’(사무엘상 22:1~5, 20~23)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말씀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손에는 성경, 한손
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에
변혁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의 소리에는 관심을 끄고
살아간다면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
다. 우리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은 교회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고,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약자
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칼럼은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드
문제로 국내 민심이 시끄러웠습니다. 국민
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정치인데, 현 정치의 모습을 보면 임
진왜란 때 국가의 운명을 앞에 두고 자신
의 이익을 위해 싸웠던 사대부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미국만 믿으
면 되는 건가? 아니면 주체적인 생각을 가
지고 개혁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지도
자만 믿으면 되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겠지
만, 그 전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

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스라
엘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왕국이 북왕
국과 아람이 연합하여 공격해 올 때 당시
앗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의 왕이 왕궁의 곡간을 앗수르에게 보여주
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
야 선지자를 보내어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
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
지만, 오히려 이스라엘백성들은 이사야 선
지자를 배반자로 몰아쳐 핍박하고 박해했
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의지가 선포되었지만, 이스라
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
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만
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의
지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온 국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의 마음을 밝히 깨닫고, 다른 곳에서 해답
과 대안을 찾기 보다는 우리의 소망을 하
나님께로 온전히 두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칼럼

박주안
(기독교학과 4학년)

믿음과 신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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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 테
러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
계한 반군 세력이 민간인 36
명을 납치, 살해했다. 
AFP 통신과 신화 통신 등

은 26일 아프간 반군이 전날
중부 고르주(州)의 피로즈코
지역에서 주민 36명을 납치
한 뒤 학살했다고 현지 관리
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
시르 카제 주지사는 "치안당
국이 어제 이 지역에서 주민
들의 도움을 받아 IS 지휘관
을 사살했다"면서 "IS 연계 반
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
민들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랍된 주민들은 대부
분 양치기였으며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덧붙였
다. 탈레반과 15년째 내전 중
인 아프간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IS가 최근 동부 낭가르하르
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

고 있다. 7월에는 수도 카불
에서 전력망 설치를 요구하
는 시아파 하자라족을 겨냥
해 IS가 자폭테러를 벌여 80
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
쳤다.

‘아프간니스탄에서 IS와
연계한 반군이 민간인 36명
을 납치,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
미암아 슬픔에 잠겨 있을 이
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들 모두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를 주옵소
서. 그리하여 이들에게 영원
한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
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끊임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IS에
게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하사 참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옵
소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전주대학
교(선교 봉사처장 양병선)가 지원하
고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와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가 주최
하는 ‘행복나들이’ 사업이 벌써
2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행복나
들이’사업은 평소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홀로된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유적지, 건강 명소 나들이를 통해 문
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 사업은 나눔문화를 확산해 더불
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마련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출범되었다.

전주대 객원교수이며 전주동현교
회 담임목사인 이진호목사는 ‘행복
나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직접 손수 운전을
담당하는 등 이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매회 l0
여명의 지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
여 풍성한 나눔을 함께 하고 있다.
2016년에만 지난 3월부터 l1회에
걸쳐 310여명의 어르신들이 나들이
를 즐겼으며, 10월 21일에는 금암1
동 30명의 어르신들이 ‘행복나들
이’를 경험했다. ‘행복나들이’를
통한 문화체험은 덕진구 관내 15개
동을 각 동별로 도내의 관광명소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해양박물관 등
의 코스로 진행하고 있다.

세계를 품는 시간          출처 : 기도24365

아프간서 IS 연계 반군, 민간인 36명 납치·살해
IS 연계 반군, 보복으로 주민들 납치 후 학살

어르신들 미소에서 보람느껴요
전주대, 전주시 덕진구, 동현교회와 ‘어르신 행복나들이’
관내 15개 동 돌아가며 소외계층 유적지·명소 관람

신OO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움직임!
신OO는 지난 3월부터 기성교계를 조

직적이고 대대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
사)해체와 CBS 폐쇄를 외치며 대규모 집
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했다. 지금도 여러
교회 앞에는 신OO 신도들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신도 결집이라는 명목 하에 진
행된 움직임이라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전
국 각지 지역교계가 신OO를 대처하겠다
고 나섰고, 법적으로 신OO의 시위를 제재
한 교회도 있다.

대전 새로남교회는 공격적인 대처로 신
OO 시위를 위축시킬만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신OO가 지난 5월경부터 대전 각 지
역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새로남교회
는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냈
다. 이에 법원 측은 “예배를 드리는 일요
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
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

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
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며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
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들
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역교회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하는 신OO를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판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남지역에서는 교계가 연합하여

신OO 퇴출을 위한 공동대응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4일 ‘전남기독교총연
합회’, ‘순천시기독교연합회’, ‘여수
시교회연합회’, ‘광양시기독교연합
회’ 등 전남주요기독단체들이 전남CBS
공개홀에 모였다. 회의를 통해 릴레이 일
인시위에 동참하고 신OO 척결주일을 정
하는 등 예방 및 속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
들이 제시되었다. 전남CBS는 이단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

으로 신OO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포항에서도 신OO의 움직임이 활발하

다. 포항지역 신OO 신도들은 포항중앙교
회, 포항제일교회 등 20개가 넘는 교회
앞에 정식 집회신고를 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예장통합 포항노회’와 ‘포항
남노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포항
시기독교교회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
원회’가 지난 8월 9일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회에 신OO 대처 현수
막을 설치해 신OO의 실체를 적극 알리기
로 협의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나누었다. 포
항교계 관계자는  “신OO의 횡포에 대해
처음에는 성도들이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무대응을 원칙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
했다.

신OO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에도 저
지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과천과

인천지역에서는 ‘신OO대책범시민연
대’를 결성해 신OO 건물 신축을 막아왔
다. 이는 부산에서 신OO의 건축을 막는데
좋은 선례가 되었다. 또한 최근 전북 군산
에서는 ‘전라북도 시, 군, 구 기독교연합
회’가 신천지 신축 저지를 위해 대응하
고 있다. 강원도 속초는‘피해자연대’를
결성했고, 원주는 시위는 물론 법적, 행정적
으로 신OO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해왔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OO 대항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직접적으로 신
OO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나 교회위
주의 대응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우리교회의 일이
아니어도 내 일처럼 모든 교회들이 관심
을 갖고 응원하면서 대응해야할 시점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이비종교를 주의하라!

2016년 전주대학교 목회자 세미나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처
장 양병선)는 전주대학교 발
전목회자협의회(이하 전발협)
와 공동으로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JJ아트홀에서

‘위기의 한국교회 그 대안
은?’주제로 목회자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는 목창균 교수(목동포
럼 이사장)와 이진호 목사(전
주동현교회 담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가 함께 하며, 목창
균 교수가 한국교회의 위기와
사회참여, 교리 실종현상과
현대설교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고, 특별강의로 이진호목사
가 캠퍼스 선교를 위한 지역
교회 연합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한국교
회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세대
를 세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
해본다.

위기의 한국교회 그 대안은?

10월 31일(월) 한국선교아카데
미 주관 ‘2016가을정기세미나’
가 대학교회에서 열렸다. 원장 김은
수 교수는 “‘N포 세대’를 살고 있
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기성
세대가 해야할 일에 대해 한국교회
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
회예배에서는 ‘오직복음으로’(막
1:14-15)라는 메시지로 KMA이

사 신현파목사
(압해중앙교회)
의 말씀이 있었
으며, 이어진 두
번의 세미나는
허성욱교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청소년
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의 자세와 그

들의 방어기제의 모습들을 생각하
며,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
한 고민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었다. 

위기의 청소년 선교
2016 한국선교아카데미 가을정기세미나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사랑이 가득한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은
혜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
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

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
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
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
실을 운영하고 있다.

-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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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 pastor who loved golf and every
chance he got, he could be found on the golf
course. It was his obsession. One Sunday was a
picture-perfect day for golf and the pastor was
in a quandary as to what to do. The urge to play
golf overcame him. He called his assistant and
told him that he was sick and could not attend
church and drove 4 hours to a golf course where
no one would recognize him. Happily, he began
to play the course. An angel up above was
watching and was quite perturbed. He went to
God and said, "Look at the pastor. He should be
punished for what he’s doing." God nodded in
agreement. The preacher teed up on the first
hole. He swung, and the ball sailed effortlessly
through the air and landed right in the cup three
hundred and fifty yards away. A perfect hole-
in-one! The preacher was amazed and excited.
The angel was a little shocked. He turned to God
and said, "What? I thought you were going to
punish him?" God smiled. "Think about it, who
can he tell about that shot?" You might ask, “Why
would a pastor ever be golfing during the serv-
ice?” Well have you heard this expression used

before: "I did it because I’m only human." I think
many people use that expression as an excuse
for any wrongdoing or error in their life. In our
text Paul and Barnabas did something good by
the power of God and the people wanted to
give them credit for it. Paul was quick to say,
"We too are only human, like you." Today what
can we "humans" do in life and what’s the
proper attitude we should have. 

I. We must do good. 
In verses 8-10 we see God used Paul to bring

healing to the lame man. Paul was God’s instru-
ment of goodness. There have been times when
I wish that I could bring physical healing into a
person’s life. However, just because God doesn’t
heal someone through my prayers it doesn’t
mean I can’t still, do good towards that person.
Gal. 6:9-10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
vest if we do not give up.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
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
lievers." Don’t give up doing good. Others will
be blessed by our good deeds and we will too!
As a man sows, so shall he also reap. Our good-
ness may lead to godliness. That is, doing good
to others may lead someone to Christ, and this
should be our ultimate goal in life! In Acts 10:38
Peter characterized Jesus as a man who went
about doing good because God was with him.
And the same should be true of us. 

II. We must be humble. (11-15)
Robert Roberts writes about a fourth grade

class in which the teacher introduced a game
called "balloon stomp." A balloon was tied to
every child's leg, and the object of the game was

to pop everyone else's balloon while protecting
one's own. The last person with an intact bal-
loon would win. The fourth graders entered into
the spirit of the game with vigor. Balloons were
relentlessly targeted and destroyed. A few of the
children clung to the sidelines but their balloons
were doomed just the same. The entire battle
was over in a matter of seconds, leaving only
one balloon left and of course, the most disliked
kid in the class was the owner of that balloon. A
second class was introduced to the same game.
Only this time it was a class of mentally chal-
lenged children. They were given the same ex-
planation as the first class, and the signal to begin
was given. But the game proceeded very differ-
ently. The one idea that got through was that the
balloons were supposed to be popped. So it was
the balloons that were viewed as enemies. In-
stead of fighting each other, they began helping
each other. One little girl knelt down and held
her balloon carefully in place, and a little boy
stomped it flat. Then he knelt down and held
his balloon for her. It went on like this for several
minutes until all the balloons were vanquished,
and everybody cheered, “We win!” Who got the
game right, and who got the game wrong? In
our world, we tend to think of another person's
success as one less opportunity for us to suc-
ceed. In the church, the rules change. Jesus
Christ is the top. We're just here to serve his pur-
poses, and we do that most effectively by ele-
vating others and humbling ourselves. In our
text, after the healing of the lame man took place
Paul was humble and quick to give God the
credit, "We too are only human, like you." And
then he pointed to the God of heaven as being
the author of that good healing. Be humble.
Give God His rightful glory. 

III. We MUST expect some opposition. (19-20)
Here’s the part I don’t like. If you do good in

this world and live for Christ, some will oppose
you. They stoned him and thought he was
dead. Wow! Opposition will come to you no
matter what you do or how kind you are. If you
live for Christ opposition will come. I do believe
that if we speak for Christ, there will be some
who will oppose us or try to do us harm. How
do we silence our opponents? Respond in as
positive a manner as possible. Just keep on
doing our work and do what’s right. People will
see the truth and come to believe in time. We
may say, “I’m only human.” Yes, we are just
human but we are God’s people and that makes
a difference in our lives. Because we belong to
Him, we are different people, better people,
kind people and thoughtful of others. When I
was young I was taken to a ship yard and I no-
ticed a line painted on each ship. "What’s that
for?" I asked. "To show how much the ship is
made to carry. If they put too much on, the line
goes below the water and the boat will sink. If
they put too little, it won’t be full enough to do
what it was made to do. Each ship is made to
carry just the right amount." God has placed a
line in our lives as well. He will not give too
much to bear but sometimes allows “too much”
to cause us to need His help. For example, my
children help bring groceries from the car and
they prefer to carry in the things they like. But
at times I ask them to carry in other items.
Sometimes they reached for items unaware of
the weight and if too heavy they say, “You carry
this one daddy.” God allows for “things” to get
too heavy for us so we can humble ourselves
and say, “You carry this one daddy.”  We will
face challenges but God will help us!

We Are Only Human (Acts 14:8-20)

By Scott Radford

We live in an increasingly busy and chaotic
world. The pace of life is often exhausting, our
minds are always on overdrive, and we're always
doing something.

Keeping that in mind, think carefully, with your
eyes closed,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en did you last take any time to do nothing?
Just 10 minutes, uninterrupted? So that's literally
nothing, no texting, writing, reading, no Internet,
no TV, no chatting, no eating, no praying, no sleep-
ing. Not even sitting contemplating about your past
or planning for the future. 

Now, close your eyes and recall. 
You may not be able to remember when or even

if you have ever allowed yourself that time. Or per-
haps you feel that 10 minutes sitting with your mind
is impossible. That, to me, is a frightening thought,
that we think that just sitting for 10 minutes is some-
thing that we want to avoid because you either
think it’s a waste of time or that being alone with

our thoughts may hurt too much. 
The truth is we need to nurture and care for our

mind just like we need to take care of our bodies
in order help us get the most out of the short time
we have on this planet. 

The mind is our most valuable and precious re-
source. It records every experience and every mo-
ment of every day in our life. We put our minds
through increasing pressure the more that society
puts demands on us.  We depend on the mind to
keep us happy, content, emotionally balanced and
at the same time, to be kind, generous, thoughtful
and empathetic towards others. This is the same
mind that we put huge expectations on to perform
at our very best in everything that we do.  How-
ever, most of us can’t even spend 10 minutes of our
day to care for it, to nurture it, to strengthen it. We
care more for our phones, our hair, our cars, the
way we look on the outside and how we may be
perceived by others. 

When these pressures build up, what is the re-
sult? Yep, not happiness, but stress. Look at it this
way, the mind is like a little untrained puppy. It
runs around and dashes about constantly looking
for and needing attention, lots of often difficult and
uncontrollable emotions, and we have no idea how
to get them under control. Before we know it we
are burnt out. The upsetting thing is we are no
longer present in the world in which we are blessed
to be living. We’re missing out on the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and we respond with ‘Well, that’s
life.’ Then we continue down this obstructive path.
That’s not how life has to be.  

The mind is a powerful thing. It has the ability
to tear us down, but it also has the ability to pick us
up and help us soar through life. 

When I started meditating, I have to admit, 10
minutes was pretty tough. After 2 minutes my mind
was like that uncontrollable puppy then the next
thing, I was asleep. I kept with it every day, trying
to find the balance between effort and relaxation.
Then what was once a chore quickly became a
time where I felt safe.  Meditation became a place
where I could quieten down from my life.  I love
how these 10 minutes are a time where I don’t have
to be anywhere, be anyone, do anything, just be. 

But we need to know how to approach it in the
right way to get the best from it.  When I began
meditating I was always searching for effective
ways to help let my thoughts pass through my
mind without attaching to them. There are numer-
ous techniques you can try, but one that constantly
serves me well is by visualising myself sitting in a
cave behind a flowing waterfall. The waterfall rep-
resents my thoughts. I have no control over the
waterfall and I can’t make it stop. All I can do is
watch the waterfall flow. I always feel a sense of
calm from the flow of water and then I experience
a sense of calm by observing these thoughts and
watching them flow with the waterfall. 

Another visualisation I enjoy is by imagining a
river with small rowing boats floating past me.
When thoughts come into my mind, I simply put
my thoughts in the boat and let them float away.
Again, that image of flowing water brings me
peace and then before I know it, 10 minutes are

over.   Now, before you jump up and move on
with your list of things to do, sit and observe how
you feel compared to how you felt before you
started the exercise. It is in this realisation, over time,
that you begin to appreciate the power of giving
yourself as little as 10 minutes every day to do noth-
ing. There are so many other fantastic techniques
- give them a go.

Meditation is not only something we need to do
when we experience stress, but something we can
do to prevent stress altogether.  Just like any form
of exercise, you will have great days, but you will
also have bad days, too, when you want to give
up, and that is ok. Stick with it!  

Practicing meditation allows you to take a step
back and see the world from a different perspec-
tive, to see that things aren’t always as they appear.
We can’t control and change everything that hap-
pens to us in life, however, we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way that we experience situations.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nd stereotypes
surrounding meditation. You don’t have to practice
sitting on the floor. You don’t have to burn incense
and chant, and it’s not religious - its implementation
can be entirely secular.  All you need to do is to take
10 minutes out of your day to step back, to famil-
iarise yourself with the present moment so that you
get to experience a greater sense of focus, calm and
clarity in your life. 

If you need a little extra assistance to get you
started, I highly recommend downloading the app,
Headspace.  Look at it as “a gym membership for
the mind”.  Check it out!

“Nothing in the world can trouble you more than your own thoughts.”

By Susan 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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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오징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합
니다.

2.당근과 야채를 깨끗하게 씻고 먹기 좋
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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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에 설탕을 먼저 넣고, 나머지 양념장을 넣어주면 맛이 더 진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 볶을 때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 양념 때문에 볶음이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오징어볶음!

4. ③에 ②의 야채를 넣고 함께 볶아 줍니다. 5. 양념재료들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줍
니다.

6. ④에 ⑤의 양념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7. 완성!

사라진 입맛을 찾아주는 오징어볶음!

3.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①을 살짝
볶아줍니다. 

재료 (2인분) - 오징어 1마리, 당근 1개, 
양파 1개, 대파 약간

양념재료    - 간장 2, 다진 마늘 1, 
(밥 숟가락 기준) 고춧가루 1, 설탕 1, 고추장 1

| 후세 다쓰지는 누구인가?
후세 다쓰지는 일본의 미야기현 이시노

마키의 농가에서 태어나 메이지대학 법학
부를 졸업 후 검사로 부임한다. 자식과 함
께 자살하려던 어머니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야하는 사건을 맡으며 검사직에 회
의감을 느껴 사임한다. 변호사 활동을 시
작하는 그는 변호사로써 가장 뛰어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사형 폐지론
을 주장하고 기독교단체와 협력하여 ‘관
리 매춘’ 반대와 식민지를 포함한 보통선
거권 획득운동에 임한다. 1953년 후세는
내장암으로 72년의 생애를 마친다.

| 후세 다쓰지와 조선의 관계
1919. 2. 8 조선인 유학생 등이 도쿄

에서 2·8독립선언을 낭독한 일을 이유
로 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세 변호
사가 2심 변호를 맡아 모두 무죄방면을 받
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애국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조선을 상대로 변호하기
를 지향하여 1923년 7월부터 8월까지 3
가지 목적으로 조선을 향하는 데 첫 번째
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의열단 단원인 김시
현을 변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린, 마지막 신분 차별적 존재

였던 백정의 철폐를 위해 결성된 형평사의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
로는 조선인 유학생의 사상단체인 북성회
가 조선 각지에서 개최하기로 한 여름 순
회강연에서 강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후세는 서울과 남부지방 십여 곳에서 강
연하며 총독부의 강권 정치를 은근히 비난
하였으며. 이 순회강연을 통해 단순히 문
맹퇴치운동이 아니라 한국민족의 정체성
을 강조하였다. 이 후 일본에서 지진이 일
어났고 이 지진을 틈타 조선인들이 일본
각 지역에 약탈, 학살, 방화, 강간 등을 실
시하여 각지를 어지럽혔다는 우언비언을
퍼트려 조선인 대량학살이 시행 되었다.
후세에게는 학살을 막아낼 힘이 없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조선인들에
게 명복을 빌며 학살의 사실해명과 책임추
궁뿐이였다. 후세는 죽을 때까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성을 끊임없이
추궁했으며 일본인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품었다.

1926년 3월 후세는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한다. 전라남도 나주 교외 궁삼면에서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농민과의 토
지분쟁조사를 위해서였다. 나주 교외 새면

(지죽면, 욱곡면, 상곡면)에 걸친 민유지
1.700정보를 악질 관료가 착취해, 이 땅
을 이왕가 신설의 왕족 집안에 매각했으
며, 농민들이 땅을 되찾기 위해 악전고투
하고 있을 즈음, 경선궁이 꺼림칙한 이 토
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팔아치운 사건
이였다. 
당연히 농민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토지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동양척식주식
회사는 관헌을 동원해 농민을 탄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관헌은 철두철미하
게 후세를 방해하였지만 그는 농민들을 위
해서 조사표를 배포하고, 현지산책을 가장
해 농민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사태파악과
농민승리를 위해 힘을 다했다. 결국 전라
남도 경찰부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나마,
농민이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후
세는 옛 궁삼면에 있는 훌륭한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조선에서 돌아오는 4월 초순, 후세는 우
에노공원에서, 1927년 9월, 히비야공원
에서 조선총독부 정치 비판연설을 열었고,
10월과 12월에 조선공산당사건(박헌영
등 110명) 변호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
쳐 조선에 간다. 이 사건은 일본 최초의 치
안유지법 사건이며 일본 본토 내에서 대대

적인 탄압이 시작되기 이전, 이 법률은 오
로지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피고인은 서울
로 집결해 극히 경미한 혐의더라도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피고전원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미결인 채 구류 되었으며, 오래된 이
들은 그 기간이 30개월에 이르렀으며, 구
류기간동안 고문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
왔고, 옥중에서 사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후세는, 공산당사건 피고들의 독립을 위해
항상 싸웠으며 자신의 일인 것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조선에서도 ‘우리들의 변호사 후
세 다쓰지’라고 사랑받게 된다. 2004녀
연말, 한국 정부는 후세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
켜 구별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우리
에게 후세 다쓰지가 살아온 인생을 배워
나아가는 것은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일
본인과 한국인 간의 새로운 연대가 중요하
며 앞으로 두 양국이 추구해야 될 미래의
역사 속에서는 후세 다쓰지와 같은 가치관
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7강. 인권 변호사 후세 다쓰지와 조선
오이시 스스무(일본평론사 회장)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I)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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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와 인문학이 만나다!
애 플 의  스 티 브  잡 스  (Steve Paul Jobs,

1955~2011)는“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
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고 말한다. 그
의 전공은 이공계가 아니었다. 타이포그래피, 글씨체
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자면‘견고딕’,‘명
조고딕’등을 공부하던 사람이다. 그는 디자인에 있어
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애플의 디자인 총책
임자‘조너선 아이브(Jonathan Paul Ive, 1967~ )’
는“가장 궁극의 디자인은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이다”라는 말을 했다. 애플의 디자인을 보면 단추를
보이지 않게 디자인한다. 애플에서 처음 컴퓨터가 나
왔을 때 모니터에 본체를 집어 넣었다. 이게 애플의
정신이다. 

주커버그 (Mark Elliot Zuckerberg, 1984~ )는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게 취미였다. 말하
자면, 대기업의 오너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한문으
로 읽거나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원전으로
읽는 게 취미인 것이다. 

■ 과연 인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개화기에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쓰시오',

‘중세 철학자들을 나열한 후 그들의 활동시기와 순
서를 쓰시오’이 문제는 바로 SamSung Aptitude
Test (SSAT) 즉, 삼성그룹의 입사문제인‘삼성직무적
성검사’기출문제이다. 현대자동차 입사문제를 보
자.‘몽골과 로마제국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현대
차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우리나라
위인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의해 역사적으로 저평가
된 인물을 골라 서술하라.’이러한 기출문제가 4년 전
부터 제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
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에서 시사 신문 50부를 읽
게 하고 그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보겠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2011년 직원 6천명을 뽑았다. 그 중에서

5천 명이 경제 경영이 아닌 순수한 인문학 전공자라
는 사실이다. 구글의 웹 사이트를 들어가보는 순간,
그 답이 나온다. 첨단 기술보다 매일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구글의 힘이다. 

그럼 왜 이렇게 첨단 기업들이 인문학을 필요로 하
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스타크래프트’게임을
만든,‘블리자드사’를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그회사
에 오너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할까? 그
래픽 디자이너일까? 기술자일까? 우리가 게임을 선택
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게임을 하면서 첨단기
술을 감탄하면서 게임을 즐기는가? 우리는 게임을 선
택할 때 바로 스토리를 보고 선택한다.“우주에서 수십
억년 전 저그, 프로토스, 테란 그 세 종족이 얽혀 싸웠
던 고고의 서사적 스토리!”여기에 소비자들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다. 그렇기에‘스타크래프트’는 고고 미술
학자과 전공자들이 만든 것이다.‘클래시 오브 클랜’
에는 북유럽의 신화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이 모든 스토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인문학적
정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 기술이 아닌 인문학적
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기업의 승패를 결정한
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업 오너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회사를 운영하
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인문학
을 요구하게 됐는지 한번 바라보자. 

■ 왜 인문학? 

그럼 기술 혁신 속도가 느려지면 왜 인문학이 중요
해지느냐? 20세기 초반 세계 최고의 기업은‘제너럴
일렉트로닉스(GE)’기술 혁신 속도가 빠를 때는 발명
가가 필요하다. 전구, 축음기 등을 만든 에디슨을 통해
세워진 이 회사의 슬로건은 'Imagination at work(일
하면서 상상하라)'이다. 그런데 21세기의 애플사는 무
엇인가를 발명해 내는 것이 아닌 그저 그것들을 모아
만 놓았다. MP3와 컴퓨터와 휴대폰을 모아놨는데,
21세기 최고의 기업가가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21세기는 다르
게 생각하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다
르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차이이기 때문이
다. 2차산업은 물질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석유화
학, 나프타(naphtha)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스튜어디스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 스튜어디
스는 땅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 저 ‘마카다
미아 땅콩’이 하와이에서만 자라는지, 하와이에서
자라는 이유가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지가 발달했기
때문인지, 하와이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이 깐 땅콩을 좋아하는지,
안 깐 땅콩을 좋아하는지,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 소비와 인문학
소비사회론의‘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의 정의이다. 친구를 만나 "너 요새
뭐해?" 라고 물을 때, 예전에는 "나 무슨 기업 다녀"라
고 말하며, 사람이 스스로를 생산과 노동으로 정의했
다. 요새는 어떠한가? 어느 광고 의 카피처럼 자신이
소유한 차 종류가 무엇인지로 대답한다. 엄청난 변화
가 일어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규정할 때 ‘생산’
이 아니라 ‘소비’로 규정한다. 그 소비는 실질적으
로 그 물건을 소비하는 실제적 소비가 아니라 이미지
를 소비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화장이 중요한 시대
이다. 실체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잠자기
5분 전 화장을 지운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것이다. 그
래서 우리는‘이미지로 소비한다.‘명품 백’을 들고,
‘그랜저’로 대답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기술 혁신
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기 때문에‘발명이 아닌 혁
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물질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로 제3차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생산에서 소비의 사회로 넘어가면
서 이미지 또한 소비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 이미지
소비를 위해 바로‘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이 시
대가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미
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_‘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CBS TV, 2015.12. 13] / 최진기 대표 (오마이스쿨) 발췌

이번「온·다라 인문학 인문주간」을 맞이하여 10월 25일(화)
에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와 전주시가 주최/주관
하는 2016 인문주간 개막식 및 인문학 중·장기발전계획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인문‘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2014년 9월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세번째이다. 인문주간 행사는 10월30일까지 8차례의
행사로 전주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25일 있었던 인문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토론은 전주시민들이 인문학에 자연스럽게 접
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발맞춰, 전주대 신문사에서는‘인문학은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아래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아래 내용
은‘오마이스쿨’의 최진기 대표의 강연을 요약발췌하였다.  

_김형만기자

Why humane studies demand?

IT는 왜 인문학을 요구하는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15.12. 13>

<기술혁신속도는 과연 빨라지고 잇는가>
15세기 이후 인구 단위당 혁신과 경제성장률

신대률 발견

식문무역시대

1차산업혁명
혁신수(좌측)
실절성장률(우측)

(혁신수/10억명) (% 10년CAGR)

2차산업혁명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관과 함께해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기초융합교육원과 도서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전주대인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J 필독서둑후감공모전
권장도서 중 10권 선정하여 독후감 제출

11월2일 (심사) / 11월3일(시상)

독서능력 경진대회
고양 도서(지정)에 대한 독서골든벨

11월1일-2일 / 11월3일(시상)

자료이용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 다독자, 최다대출자,
희망도서신청,우선정리신청/

11월3일(시상)

도서관행사 사진 및
포스터 전시

2016년 제1회 전주대 독서 주간

전국도시관광안내지도전시
전시에 없 는 도시 찾아 지도 제출하기

특별영화 상영 및 관련도서 전시
전시에 없는 도시 찾아 지도 제출하기

책사랑 도서교환전
중고책을 사고 팔고 기부도 하는 기회

한출의 필사
내가 가진 책의 한 줄을 기록해보기

※ 문의 : 063) 220-2193, 063) 220-2603 (김선희)

10.31(월)~11.4(금)/5일간

■전주대도서관 행사

도서관에서는 기 사용한 수업 및 전공교재 또는 감명깊게 읽은 일반도서를 새로운 도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기증문화 조성 및 도서의 재활용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책사랑 도서교환전]을 개최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책사랑도서교환전

기증도서 접수

행사기간

행사장소

2016년 10월 31(월)
11월 03일(목)

도서관 유피아

기간 : 2016. 10. 4(화) ~ 11.3(목)  
11:00~17:00

장소 : 도서관 대출실
교환 가능도서 대학교재, 전공도서, 일반교양도서
교환 불가능도서
■ 오염 및 훼손된 도서
■ 정답이 체크된 문제집
■ 기관, 단체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도서 
■ 만화책 등 사회통념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 특정 종교에 치우친 도서
■ 복사 및 제본도서

행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지급

참가대상 : 전주대학교 구성원
교환방법  ■기증하고자 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접수하고 교환권 발급

■행사 기간 중 원하는 도서로 교환 
(기증1권 당 교환 1권)

문의 : 도서관 대출실 (220-2198)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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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가족장학금 신청안내
■신청 및 지급대상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일반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일 때 

학부생 1명에게 장학금 지급
- 등록을 한 후 휴학한 자(기등록자) 지급 가능
- 학년 관계없이 신청자를 기준으로 수업료 40% 지급(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변경)

■신청제외대상
- 가족 중 1명이 휴학 중이거나 자퇴 및 제적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가족 중 1명이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정규학기 8학기, 단, 건축학과 10학기)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단, 졸업유예자 중 전액납부자는 신청 가능)

■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안내
- 장학금 문의 및 제출처: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 220-2162)
- 신청기간: 2016. 10. 24.(월) ~ 11. 18.(금)
- 지급예정: 2016. 12. 9.(금) 전후
※ 가족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전년도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액: 수업료의 40%(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 But, 수업료범위내 지급)
- 지급방법: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2016-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 상환지급함)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2)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 1부
- 장학금 수혜자 통장 사본 1부

2016년 10월 17일

학생취업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