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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주관하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양육하
시기 위해 청년들을 이곳 캠퍼스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교직원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파를 헤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
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배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
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사
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의 가슴을 채
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학문과 기

술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맡겨주신 교직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
구실에서 몰두하는 모든 과제와 사업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
시옵소서. 교육과 연구와 행정지원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
소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대학이 추
진하는 모든 사업이 지역과 국가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함께 하는 리더십에
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원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캠퍼스가 예배공동
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간구하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래선 장로(수학교육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기도문>
[알록달록 옷입은 교정]

전주대신문사 학생기자 사진콘테스트 최우수작 / 배종모수습기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강훈교수가 세계 3
대 인명사전인 영국
캠브리지국제인명센
터 (IBC: lnterna-
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2016
년 세계 100대 교육
자 (Top 100 Edu-

cator 2016)’에 등재됐다.
박 교수는 앞서 IBC와 함께 세계 3대 인

명사전으로 꼽히는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에도 연속 등
재되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박교수는 일본어, 영어멀티링구얼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최초로 개발, 운용하고 있
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재학생들을 위해
국내 4년제 대학 학과단위로는 처음으로
‘K-MOVE 스쿨 사업’을 시행해 해외취
업에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교수는‘대학의 구조적인 전환기에서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일문과)가
해외취업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문과(정원 40명)는 지난해 13명이
일본기업 판공서 등에 취업했다. 올해도
벌써 3명의 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 일본
업체에 취업이 예정되었다.  연말쯤이면
10명 이상이 해외에 진출 할 것으로 기
대된다. 한 학과에서 해외 취업자를 두 자

리수 배출하는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
이다.

대학마다 어문계열 학과들이 대학의 구
조조정 1순위에 올라있는 상황이기에 전
주대 일문과의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값
진 것이다. 

일문과가 이처럼 약진하는 비결은 독특
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덕분이다. 일문

과에서는 일본어,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
는 멀티링구얼(multilingual, 다중언어)
수업을 l주에 6시간 이상씩 한다. 일본어
로 영어 문법 회화 등을 배우고 입사 면
접 스킬도 익힌다.

일본의 호텔, 공항 두곳에 취업을 합격
한 4학년 오미래학생은 “영어가 싫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이라 처음엔
‘늑대 피히려다 호랑이 만난 격’ 이라
며 반발하기도 하지만，언어학적 분석과
이해의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다보니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국
어에 대한 기본틀이 잡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고 말했다. 

일문과의 자랑은 또 lT교육에 있다.
JapEN(Japanese+Engineer)’을 내걸
고 l주에 3시간 이상씩 컴퓨터 언어와 앱,
홈페이지 제작 등의 과목을 가르친다. IT
에 능한 인문공학도를 양성하는게 목표
인 것이다. 

일문과 박강훈 교수는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영어강사를 한 경험을

살려 이같은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강훈교수

는 “일본은 IT업계를 중심으로 구인난
을 겪고 있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관광업체 등에서 일본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IT기업과 호텔 등 2-3곳으로
부터 러브콜을 받아 즐거운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일문과는 해외취업 영문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12월 정시 모집에서
경쟁율 8~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가 치솟고 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
럼 몰려오는데 과거만을 고집하면 도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서 새로운 실험
과 시도는 필수적”이라며 “해외취업
무대를 일본 뿐아니라 호주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하는게 앞으
로의 과제” 라고 말했다.

전주대교수진 시국선언

11월 17일(목) 오후 4시 30분 전주대 스타센타앞 전주대교수진의 시국선언

박강훈 교수，세계 3대 인명사전 연속등재

일문과 올해도 10명 이상 해외취업기대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 우리는 일본에서 돌파구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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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김정원 선생(교수학습개발센터) 11/19.(토) 13:40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 
출 산 : 임재형 선생(기획예산실) 득남 11/15
장 례 : 정철모 교수(부동산학과) 빙부 11/3 강남세브란스 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
History 2H 핵심인력양성 특
성화사업단(단장 변주승)이 교
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 특성
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에 계속
선정됐다.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3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인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특성화우수학과로
선정됐다. 이후 고고학 영역,

박물관 영역, 고전번역 영역,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전공 트
랙을 나누고 특성화된 교육 과
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
에게 국내외문화탐방, 전공심
화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 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육부 우수학과 연속 선정
1억 4천만원 지원받아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월
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2016 한·중 3D프
린팅드론 산업박람회’에서 개최
된 ‘3D 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
에서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승연학생(4학년 재학)이 출품
한 ‘아로마사운드’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와 중국 강소성 창저우시

(Changzhou, 常州)가 공동개최
한 이번 산업박람회에는 3D프린
팅과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198개 업체가 참
여 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한·
중 산업교류’를 주제로 △3D프린
팅산업관 △드론산업관 △중소기
업관 등 3개의 주제별 테마전시
관과 함께 △탄소특별관 △ICT특
별관 △VR(가상현실)존 등으로
꾸며졌으며, 3D프린팅 전시관에
는 (주)대림화학과 3D라이프, 두
원상사 등 43개 업체, 77개 부스
에서 3D프린팅 제품, 3D모델링

된 피규어와 생활용품 등이 전시
됐으며, 기타 아이템 등을 3D프
린터로 출력한 후 심사·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3D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아로마사운드’

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
한 불면증, 불안장애, 집중력저하
등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안된 제품으로 옛 선조
들로부터 전해져오는 테라피 요
법인 소리와 향을 합쳐 심신안정
기능이 담긴 스피커를 디자인하
였다. 향이 들어있는 볼을 모드(공
부, 명상, 수면)에 맞추어 꽂으면
향과 소리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상황별 능률을 높여주게 되는 작
품이다. 
또한 이번 작품은 전주대학교 링

크사업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로 지난 주 전주시청 로비에서 특
별전시를 가졌던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작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산업디자인학과 3D프린팅 경진 ‘대상’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숙녀
회(회장 이종희)가 전주대학교
에 대학발전기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평생교육원 숙녀회는 지난달

회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주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400만원의 발전기
금을 모아 최원철 부총장에게
이날 전달했다. 숙녀회는 지난
해에도 200만원의 발전기금
을 기부한 바있다. 이종희 숙녀
회 회장은 “다양한 학습욕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줘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숙녀회가 대학발
전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6년 설립된 전주대
평생교육원은 현재 150여 개
강좌에 1,800여명이 수강하
고 있다.

평생교육원 숙녀회 발전기금 400만원 전달

LINC사업단(단장 김건회)은
10일 교내 스타센터에서 가족
회사를 초청해 ‘2016 글로벌
산학협력워크숍(Global JJ-
Techno Festa)’을 열었다. 이 행
사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
주대학교가 개최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후원했다. 
LINC사업단은 지난 2004년
부터 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
력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의
선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워크
숍을 올해로 13회째 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최

초로 탄소산업분야의 사회맞춤
형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지도를
위한 기업협업센터인 ‘탄소산업
ICC(Industry-Coupled Cen-
ter)’의 구축협약 및 발대식을 가
졌다.
이호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이 산학협력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가족
회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LINC+사업에 선정돼 지역기업
과의 협력체제를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
숍에서는 김창경 前 교육과학기
술부 차관이 “대학을 살리는 창
업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했다.또 기업협업센터(탄
소산업ICC) 협약발대식과 현장
실습 활성화를 위한 장기현장실
습포럼, (사)한국트리즈협회(회
장 주재만)와 (사)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회장 김정곤) 등에
대한 우수 가족회사 감사패전달
식을 가졌다. 가족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 설
명, 산학관 교류회도 진행했다.

LINC사업단, 2016 글로벌 산학협력워크숍 개최

국제교류원(원장 고선우)이
지난 5일 주말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순창 강천
산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온누리교회(담임목사 정

용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탐
방 프로그램은 전주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 80여 명에게 우
리나라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
를 소개하는 한편, 유학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을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의 한

국인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관광 안내를 돕고 정성껏 준비
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돈독
한 우정을 쌓았다.
한국생활 1년째인 과테말라
유학생 오네시모(한국어연수)
씨는 “모처럼 강의실을 떠나
한국의 푸른 하늘과 아름답게
물든 산천을 바라보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가
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선우 국제교류원 원장은

“유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관광
명소를 체험하며 느낀 감동을

고국에 돌아가 전파하게 되면
한국의 문화홍보 사절로서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색다른 체험 
김장 담그기

또한 지난 12일에는 김장담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본관 3층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린
이날 김장 체험은 국제한식문
화재단이 주최하고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이 후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주대에 재학 중

인 유학생 80여 명이 참여했
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김장김치를 만들어 먹어 봄으
로써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정
성 들여 담근 김장김치 중
100포기는 김제시 '하울 장애
인공동체'에 전달했다.
몽골 유학생 빌궁(석사과정)

은 “한국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해봤지만 김치 담가보기는 정
말 색다른 경험”이라며 “한국
인들에게 특별한 음식인 김치
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고 더욱
친숙해진 기회가 되었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제한
식조리학교(교장 민계홍)는 농
림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
주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
식조리사 양성 기관이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김
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돼 김장담기 체
험을 통해 한국의 고유 식문화
와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울긋불긋 단풍 소풍’

9일 전주항병원(원장 이관재)
과 남원추어탕(대표 이명열)이
생활체육학과에 장학금을 기부
했다. 이호인 총장과 이관재 원
장, 이명열 대표가 참석한 가운
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전주항
병원과 남원추어탕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발
전기금을 전달했다. 
전주항병원과 남원추어탕은

생활체육학과 이상행 교수의

권유로 학업에 열성적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 오
고 있다. 지금까지 총 8명의 학
생이 혜택을 받았다.
전주항병원은 2013년 50만

원을 시작으로 매해 100만원
씩 총 450만원을 기부했다. 남
원추어탕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차례 100만원씩 총 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전주항병원과 남원추어탕, 200만원 기부

관광경영학과 (학과장 최영기 교
수) 4학년 문희, 정민주, 윤효심 학
생들로 구성된 '홍깨비'팀이 11월
1일 ~ 2일(2일간)동안 진행된
「2016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축복상을 수상
하였다. 이번행사는 국내·외 공동
체 가치와 흐름에 대한 토론, 다양
한 공동체 구성원과 활동가들의 경
험공유 등을 통한 공동체 발전의 계
기마련과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서 전주대 관광경영

학과 학생들은(팀명: 홍깨비) '금나

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라는 주
제로 전북 장수 장안산 도깨비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출하여 수상하였다.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이러한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모전
에 대비하기 위해 “이벤트프로” 라
는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국 단위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관
광분야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 능력
을 배양하는데 노력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경영학과‘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장관상

<전주대 발전기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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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선  거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이 성큼 다가
온 11월의 어느날,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등 인문고전 독
서법과 인문학 살리기에 앞장선 이지성
작가와 함께 하는 ‘생각하는 인문학’
북콘서트가 있었다. 이 작가는 강의를 시
작하기 앞서, “나는 인문학을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이 작가는
인문학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
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였다. 아래
는 이 작가의 강연을 요약한 내용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모두 영혼
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뿐일까?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영혼을 살찌우기 위
해서는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의 제자들은 ‘피곤한 시장
통에서 나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가능
(타당)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당
신이 말하는 철학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네가 언젠가는 죽
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대답
한다. ‘죽음’,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
스가 바라본 인문학의 지혜이며 방법이
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가운데 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다. 공자는 ‘수신제가평천
하’, ‘조문도석사가의’라는 말과 함
께 그가 생각한 ‘군자’의 개념을 말했
다. ‘군자’는 왕의 아들, 즉 핏줄에 의
한 것이 아닌 ‘인격수양을 잘 해서 바
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라
고 얘기했다. 결국 공자는 우리에게 인
간성을 지닌 사람, 즉 ‘사람다운 사람’
이 되기를 강조한 것이다. 

공자를 사숙(私淑)한 맹자의 제자들은
그에게 ‘공자의 인문학은 너무 거창합
니다. 당신의 인문학은 무엇인가요?’라
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구방
심(求放心)’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달
아난 마음을 되찾아온다’는 뜻이다. 원
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군자였으
나, 세속의 감각적 즐거움을 따라 살다
보니 처음에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을 놓
아버리게 된 것이기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
일까? 우리의 어렸을 적 꿈은 대통령, 혹
은 만화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사람들을
구하고,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는 영
웅이 되고자했던 꿈은 나이가 들수록 점

점 사라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나면서 남을 위해
서 사는 삶은 시간낭비며, 노력의 낭비,
즉 나의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인문학이라는 말은 르네상스시대의
페트라르카가 저술한 ‘스투디아-후마
니타티스’라는 저서를 번역하면서
1970년 윤을수 신부가 쓰신 말이다.
‘스투티아-후마니타티스’란 후마니
타스를 공부하는 것, 즉 인문학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사용한 페트라르카는
‘고백록’이라는 고전인문을 가지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산 정상에 도착한 것이 너무 기뻐서 책
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자신을 생각해본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
게 된다. 이제부턴 독립된 ‘나’를 발견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술한 책이
바로 ‘스투디아-후마니타니스’인 것
이다. 페트라르카는 그 당시 관습에 도
전을 하고, 저항을 했다. 그 도전은 나만
의 작은 틀에서 하는 나만의 생각으로 하
는 것이 아닌 책속의 지혜를 빌려서 시
도하는 것이다. 그 도전의 과정 중에 나
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
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

이고, 그것이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이
다.”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나를 발견하
는 기준은 ‘죽음’이어야 하며, 어렸을
때의 ‘선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도전’
을 해서 그 흐름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라.
새롭게 만들어진 나, 매일 나 자신을 되
돌아보는 것이 인문학의 과정과 목적이
며 완성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특강을 통해 인문학이 단순히 사람이
교양을 쌓고, 덕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있었다. 강의가 끝나갈 무
렵에는 이 작가가 처음 던졌던 “나는 인
문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인문
학이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며, 그것
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
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
로운 경험과 새로운 책을 통해서 깨달음
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의 익
숙한 경험과 읽어봤던 책들 속에서 매일
나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삶을 살아감
으로써 나만의 인문학을 완성시켜 나가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배종모 수습기자>

‘생각하는 인문학’
<이지성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탐방기>

창업 C콘서트,‘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청년창
업 C 콘서트’를 지난 2일 JJ아트홀에서
열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청년 창업의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C콘서트의 시그널‘C’는
Change, Creativity의 의미로, 이것을
모토로 성공한 기업인 명사 두 분을 초청
해 강연을 진행했다.

‘d'strict’의 최은석 상무는 가상현
실, 증강현실의 실현이 코앞에 다가왔음
을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알려주었다.
그는“현재 일선의 디지털 기술을 보여
주고 청년세대의 창업에는 트렌드와 미
래까지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창업도전을 위해서는 학점, 토
익보다 창업에 꿈을 꾸는 사람들과 아이
디어를 추진하는 스터디그룹을 하라”고

제시했다.
'Google'의 김태원 상무는“학점과 취

업을 위한 대학생활 보다는 지식의 활용
을 준비하는 재학기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며 더불어“현재 광고계에서는
데이터를 모아 뚜렷한 가치를 찾아내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욕
구를 찾아내는 데이터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라고 했다. 타인들
이 가지 않은 길을 밟고 성공한 인물로 인
정받는 이 두분은“성공을 이루는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우려에 휘
둘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
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정효 수습기자>

e-복지관 의료,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실시

2016년 10월 28일, 전주대학교 e-복
지관의 의료복지팀과 장애인복지팀은 노
인환우들과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먼저 의료복지팀에서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들의 생활만족도향상을 위한 집단 미
술활동 프로그램인‘걱정 말아요, 그대’
를 전주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에서 진행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만성
질환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이 날은 5회기‘러브하우스’퍼즐
조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에
서는 각자 러브하우스의 다른 부위를 그
림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봄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
었다.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 사회사업 팀장

최금희 선생은“병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이렇
게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줘서
매우 고맙다.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내 자
원 발굴 및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주대학교 e-복지관 학생들
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감사하다”라
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팀은 김제시장애인종
합복지관에서 지적장애학생(14~16세) 8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집단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성역할의 이해와
성지식을 교육하여 지적장애학생들이 성
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원만한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e-복지관 김응삼
장애인복지팀장은 “활동을 통해 지적장

애학생들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
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지적장애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교
육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애린 사회복

지사는 “복지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
행해 준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고맙고 앞
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e-복지관은 사회복지학 전
공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전적 경
험’, ‘실용적 실천’, ‘끝없는 배움’
이라는 목표 아래에 사회복지의 각 분야
에 따른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
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 걱정 말아요, 그대’ & ‘신비한 성(性) 서프라이즈’

‘Google’ 김태원 상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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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의 제32회 정기공연‘flashback 태(胎)’가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11일(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4시, 7시 30분) 2회에 걸쳐 공연하였다.

이번 정기공연은 조선시대 수양대군 왕위찬탈사조(계유정난)와 유신정권 시절 시국선언으로 소급계엄령에 저항하다 죽어간 8명의 의대생의 이
야기를 다룬 공연으로서, 끝없이 되풀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죽음’이라는 어둠과 공포의 대가로 얻어지는‘생명’이 고귀하고 값진 것이
라고 말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표현주의 연극 답게 한국적 정서를 강렬하게 발산하기 위해 시각적 무대연출력이었다. 뿐만아니라 이어지는 사건들의
일련의 회상과 세조의 몽환, 사육신의 픽션이 가미되면서 또 다른 한국적 미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연이였다.

이 작품은 지난 2011년 우리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가 요코하마국립대학 초청을 받아 와세다 대학에서의 공연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 한국 연극을 크게 알렸던 작품이다. 이번 제33회 정기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5년 만에 재공연 함으로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한국 현대 희곡 중에 손꼽히는 명작 중의 하나임을 증명하는 공연이었다. 

<공연개요>

○ 작가: 오태석

○ 총감독/연출지도: 박병도 교수

○ 지도교수: 유성목 교수

○ 학생연출: 노은비

○ 기획: 김소슬, 유상오, 김예진, 최한성, 노민아

‘flashback 태(胎)’
죽음과 맞바꾼 처절한 피의 역사

연출, 총감독 박병도교수와의 인터뷰

Q. 이번 “태‘ 작품의 소개와 작품이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태”작품은 작가가 유신정권 때 대학생들이 시국
에 저항하다 체포된 사건을 보고 작품화했습니다. 계유정
난이 연극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하나의 왕위찬탈을 극에
서 그려나가는데 비천한 신분인 종의 아이를 통해 존귀한
생명이 이어지게 됨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극입니다. 임금
의 거대한 권력을 숙부가 찬탈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려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의 가치와 힘
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나와 있는
슬로건의  같이“자궁은 다 똑같은데 누구의 것이라고 운
명이 달라지는가”라는 말처럼 생명은 평등한데 계유정
난으로 말미암아 일족이 멸족하게 되는 순천 박씨 집안의
종 박팽년의 아들과 바꿔치기하여 종의 아들이 대신 죽고
박팽년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 멸족을 면하게 되는 이야
기입니다. 이 흐름에서 아무리 엄청난 권력이라도 여린
민초에 힘에 의해서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우리의 현시대
를 바라볼 때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조는 왕
위를 찬탈하였고, 야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몽에 자주
시달리고 많은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도 이와 같이 비슷한 역사의 흐름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극을 볼 때 현실을 반영 한 연극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피를 직접 봐서 살육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현 시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인“탯줄”과“umbilical cord”의 생리
학적인 뜻을 보자면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자양분을 의미
하지만, 이것을 철학적으로 보면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이어짐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든
지, 주변 강대국에서 어떠한 횡포를 부리든지 우리는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는 조금 어려울 수 도 있
지만 극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4학번 
최리원(종부 역) 인터뷰

Q. 자기소개와 맡은 배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태”연극에서‘종부’역을 맡게 된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4학번 최리원이라고 합니다.

Q. 이번연극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A. 이번에 공연한“태”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한 오태
석작가님 작품이여서 참여하고 싶었고, 선배들이 했던 영
상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 직접 참여해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Q. 배역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의 배역은 아기를 낳자마자 주인댁의 대를 이어

가기 위해 아기를 잃어버린 천민 어머니입니다. 또한, 그
아기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이어져 가는 의미 있는 역할
입니다.

Q.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A. 배역이 과거의 종 노예이고, 제가 아직 아기를 낳아

본 적도 없다보니 극 중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
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와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기
도 했고,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내용을 다룬 영화를 많이
찾아보면서 자식 잃은 어머니의 감정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장면들이 많다보니 몸에 많
은 멍이 들었었지만 멍의 개수가 늘어갈 때마다 더 열심
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 학우 분들에게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A. 저희 과는 수업의 일환으로도 연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공연 준비는 방과 후에 개인의 시간을 내어 단체로
저녁에 모여서 밤샘작업을 하며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렇
기에 학우 분들에게 저급한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
라‘열심을 가지고 준비한 공연이구나’라는 생각을 가
지실 정도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연극에는 항상 시대가 반영되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
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5학번 
조우철(성삼문 역) 인터뷰

Q. 자기소개와 맡은 배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5학번 조우철입니다. 맡은 역할은 사

육신 중에서‘성삼문’을 맡았습니다.

Q. 이번 연극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A. 학과에서 준비하는 연극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특히“태”라는 큰 작품에 배우로서 도전해보
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학창시절에는  진로가 배우였는지?
A. 사실 저는 배우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

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연장에서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만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전공으로 공연
장에서 이일 저일 마다하지 않고 스텝의 자리에 있다 보
니 연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때 연기가 제게 큰 매력
을 주어 배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명 전공이
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칭찬을 받게 되었고 적성에도 맞
아 기쁘게 배우고 있습니다.

Q.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A. 사육신이라는 여섯 명의 같은 캐릭터가 각자 다른
캐릭터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론 캐릭
터가 매우 똑같기도 하고, 때론 매우 다르기도 하다는 양
극화된 지적을 받게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배우 여섯
명이 연습장에 가장 먼저 와서 연습하고, 모든 연습이 끝
난 후에도 모여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사육신 리더인 저를 잘 따라 준 다섯 명의 사
육신 배우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후기>
이번‘태’공연은 현 시대의 사회를 정확하고도 통
쾌하게 담았다. 권력의 부패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
회 가운데서도 민중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생명
은 이어진다는 교훈이 인상 깊었다. 연극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민중 속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인해 조선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듯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도 생명
의 질긴 속성과 존귀함으로 인해 반드시 정의와 공의
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취재: 김승철 기자, 배성우 수습기자/ 정리: 배성우 수습기자>



5제859호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사  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
민하고, 가장 많이 신경쓰고, 거의 매일 같
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뭐 먹을까?’일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
으로 ‘점심 뭐 먹을까?’등 비슷한 질문
까지 생각하면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집
착과 신경 쓰임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생
물들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힘든 강의 후, 잠시 뒤 찾아올 식사시
간 직전에‘오늘 뭐 먹을까?’ 라고 고민
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검색창에 무엇인
가를 찾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맛집을
향해 네이비게이션과 블로그의 도움을 받
아가며 어디론가 달려 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여러분
은 벌써 미각 노마드족이 되었습니다. 미
각 노마드 족은 미각과 노마드의 합성어
로 미각은 미식을, 노마드는 철따라 이동
하는 유목민을 뜻하는 단어로‘일상 속 작

은 행복’을‘ 맛 ’으로부터 발견하여 맛을
찾아 유랑하는 사람 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인
터넷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간의 정보와 레
스토랑과 고객과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주
고 받을 수 있으며, 정보의 확산과 신뢰성
향상으로 다양한 레스토랑 즉 맛집 정보
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해진 현상입니
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노마드는 디지
털 기기를 휴대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덜 받으며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
들을 의미 합니다.
또한 노마드란 공간적인 이동뿐만이 아

니라 버려진 곳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재
창조 하거나,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창조
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
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카드에서 분류한 노
마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로 무장한 디지털 노마드 : 디지

털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
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커뮤
니케이션을 나누는 사람들
2. 유비 노마드 : 디지털노마드의 진화형

으로 유비커터스환경에 맞게 더욱 정교화
된 사람들
3. 핫딜 노마드 :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사

기위해 오픈 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
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4. 주택 노마드 : 비싼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살면서 계약이 만료되
면 다른 전세로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사
람들, 돈이 충분히 있어도 집에 투자하지

않고 환경과 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
5. 파이낸셜 노마드 : 본인의 금융 니즈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기존의 거래기관에
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사람들
6. 브랜드 노마드 : 특정 브랜드만을 고집

하는 사람들 ( 나이키 노마드, 아디다스 노
마드 등등)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마드들이 있으며,
더 다양한 형태의 노마드들이 생기고 있
습니다. 미식에 있어서도 한끼의 식사를
위해 멀리 있는 맛집 또는 다른 맛집을 찾
아가는 수고를 감수 할 수 있다는 것은 현
대인의 또 다른 외식 소비 감각일지 모릅
니다. 가정식을 지나, 외식의 시대를 거쳐,
미식의 시대로 들어선 현대에서 한끼의 식
사가 한끼를 때우고 채우는 시대가 아닌
즐기고, 누리고, 느끼는 미식문화의 시대
로 탈 바꿈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러한 현상은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트
렌드코리아 2013에서‘미각노마드족’
이라 이야기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서‘ 2016년 국내외식비트랜드 전망’
에서 3대 트랜드 중 하나로 채택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점심 뭐 먹지?’,‘오늘 뭐 먹을
까?’,‘어디서 먹을래?’고민하고 계신
가요? 하지만! 좋은 맛집 보다 좋은 사람
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라면 더욱더 행복
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집 탐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
분은 분명 미각노마드족입니다.

참고 자료: 2016년 국내외식소비트랜드 &농림축산식품부
트 렌 드 코 리 아  2013 &김 남 도  교 수 sbp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samboopack/220641765656       삼성카드 블로그

위기가 없는 나라는 없다. 어려움이 없는 나라
는 없다.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내용에 관계없
이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고, 위기가 발생
하면 수습이 안 되어 주저앉는 나라도 많이 있
다. 국가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
모든 국민의 소원이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
하거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나라는 흔치 않
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

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1997년 IMF관리의 위기가 왔을 때는 전 세

계의 이목을 모은 금모으기뿐만 아니라 IMF관
리체제로부터 가장 빨리 초고속 탈출한 나라, 
온 나라가 국가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어이없

음으로 멘붕 상태가 되어버리고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며 계산하느라 국민과 국
가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우
왕좌왕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답답한 이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 국민의 뜻을 자유롭게 펼
치고 전달하는 나라.
100만 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으면서도 아무
런 폭력행사 없이 민주적, 비폭력으로 집회를
마치며 집회를 마친 후 쓰레기까지 주워가며
마음을 표현하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가득한 나라.
누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불렀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을 정확

히 보여주는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것
이다.
그렇다면 헬 조선의 실체는 과연 누구이며, 대

한민국의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가? 금번 최
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헬조선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
이다.
헬 조선의 실체는 국민도 아니요, 대한민국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섬겨야할 국민을 오히려 낮
게 보고 개,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정치권과 초
고위 사회 지도부야말로 헬 조선의 실체가 아닐
까? 이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
민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삼아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국민의 뜻’을 들먹
이는 정치권과 초고위 사회 지도부는 더 이상 신
성한‘국민’이란 이름을 팔아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절대 한
몫 잡으려 시도하지 마라! 조선말기의 이완용만
역적이 아니라, 이완용의 등장 배경을 만들어준
주변도 똑같은 역적이다.
최순실 사태를 마무리하면 우리나라에 정의가

정착될까? 절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최순실,
김순실, 이순실 등 많은‘순실’이 나타날 것이
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순
실’이를 막아내고 접근 할 수 없도록 뿌리를 끊
어낼 장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철저한 법
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임
을 잊지 말길 바란다. 민주화도 국민이 이루었
고 경제도 국민이 이루었고 현재 2016년 대한
민국의 대혁명도 국민이 이루어가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를 세상에 깔아 자신들의 실책을 대충 덮어보려
하지마라!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절대 아프지 않
다. 대한민국의 청춘은 작은 촛불이지만 뜨거운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기
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헬 조선을 지금 멋진 대
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 갈 역동적인 힘찬 생명
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그 촛불은 모두가 청춘

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춘들이여!! 뜨겁게 세상을 비출

때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교수칼럼

이대희 교수
(외식산업학과)

헬 조선! 국민이 답하다!

여러분은 미각 노마드족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 대
학학력고사 분할모집이었던 당시 전기대
를 실패하고, 충격과 상처를 안고 후기 전
주대에 입학한 신입생임과 동시에 전주대
를 떠나기 위해 애쓰는 재수생이었다. 어
느 날, 나는 우연한 계기로 전주대학교 사
범대 신문에 ‘신입생의 포부’라는 사설
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글의 내용 중 ‘만
일 학교가 내 인생의 간판이 되어 나를 비
춰줄 수 없다면, 내 이름 석 자로 이 학교
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라고 쓴 글귀가
한 교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분께서
나를 연구실로 부르셨다. 커피, 설탕, 크림
을 한스푼씩 섞어 타 주신 커피를 주시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글을
읽고, 내가 전주대에서 전주대 학생들에
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절감하였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네가 네 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앞으로 내가 너
를 지켜보겠다. 열심히 살기 바란다.” 
흘려들을 수 없는 독려의 말씀을 들으

며 마시는 커피는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
는 느낌이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와
도서관(現 본관 건물)에 오르는 내내 눈물
이 났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까마득했
으나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끓어오르게 하
는 선생이 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 나
는 그 어느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
기에 잠들기 전에 한 줄, 한 장을 더 보고,
더 써야 했다. 결국 새벽이 푸른 빛으로 밝
아오는 것을 보며 하루를 설레임 가운데
시작하며 남들이 잠자는 시간만큼 나는 더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해 진 후에라
도 한 걸음씩 더 걷다보면 어느 날 내가 바
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리란 믿음이
있었다. 이는 지켜보고 계신 선생님께 부
끄럽지 않기 위해서였고, 전주대를 빛내
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가 추월하기 힘든 사람들을 수
도 없이 만나야 했다. 그런 잔인하고 절망
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잠잠히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던 것은 선생님께서 나의 GRIT
수치 (비인지능력의 요소 중 Growth,
Relatedness, Intrinsic motivation, and
Tenacity의 약자로서 대인관계력, 자기동
기력, 그리고 자기조절력을 통한 성장을
의미함)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버텨
낼 수 있었다. 내가 전주대 전임 교수로 임
명되는 날,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
시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만찬을 베풀어 주
시고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다. 23년 전 신
입생인 저에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내게
사명감과 숙제를 안겨주셨다. “이 사람이
단순히 자리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전
주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

자 하시는 일이 있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하
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품어
왔던 포부를 맘껏 펼치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벗이 되어 주시어 지
혜롭게 풀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23년 후, 65세 정년을 맞았을 때에 정말
유감없이 참 잘 살았노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지켜주옵
소서. 지치지 않는 사랑의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
해 23년 전 신입생인 나에게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내게 사명감과 숙제를 안겨주
셨다. 선생님께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실
것이며 나는 그런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
기 위해 교육자로서 지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했을 ‘유다’를 찾기에 급급하고 나보다
더 용기 있을 ‘베드로’ 찾기에 급급하
다. SNS에 ‘좋아요’, ‘멋져요’, ‘기
뻐요’, ‘슬퍼요’, ‘힘내요’를 달아
줄 뿐 나서서 야단치거나 다가가서 안아
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
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인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자. 지치지 말고 사랑하자.
한국인은 회복력이 강하다고 그냥 두고 방
관하지 말고 두 걸음 먼저 다가가서 긍정
적인 에너지와 활기로, 사랑으로 서로의
GRIT을 북돋아주자. 이것이 지금 세계에
만연한 ‘이기주의’의 역사 위에 선 교
육자가 교육의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의
무가 아니겠는가. 

유경민 교수
(국어교육과)

Live is Love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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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장로교선교부는 전주와 군산에
차례로 선교부를 세우고 이어 1896년
나주에 선교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보다 앞선 1894년에는 이미 선교
사가 전주, 목포, 해남 등 호남지역 일대
를 답사를 겸한 전도 여행을 했다. 

A. M. Nisbet의 『Day in and Day out
in Korea』에 보면
- Exploring South-The month of

May of that same year, 1894, had
been spent by Mr. Reynolds and
Dr. Drew, who with his wife had
come from America to join the orig-
inal seven, on a long exploring and

preaching trip from Seoul to Pusan,
via Kunsan, Chunju, Mokpo and
Soonchun, and many other points.
They touched at many places that
were later to become centers of our
work. -

이 후  유 진 벨
(Eugene Bell, 한
국명 : 배유지)선교
사가 1895년부터
목포와 광주 지역
선교를 책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미 거론한 바 있
는 데로 애초에 전
남의 선교부 설립
대상 지역은 나주

였다. 당시 나주 목(牧)은 전라남도의 행
정중심 도시였고 영산강 수로를 이용, 선
박의 왕래가 원활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선교에 적합한 지역으로 간주 되었다. 

이에 1897년 유진벨은 해리슨과 함께
나주로 내려가 땅을 매입하고 한옥을 구
비해 수리하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러
나 나주의 보수적인 양반들이 저항하였
다. 심지어는 살해하겠다는 거센 반발이
계속되던 이 무렵 곧 목포항이 개항 된다
는 소식이 들려 왔다. 개항이 된다는 것
은 외국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
다. 또한 목포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
들이 많아 목포를 거점으로 하여 도서 지
방 전도도 용이한 점 등 목포가 나름대로
입지적인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나주를 포기하고 목포에 선교부를 설립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1898년 가을에 목포선교부
가 설립되었고 유진벨이 맨 먼저 목포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 오웬(C. C. Owen,
한국명:오기원)의료선교사 그리고 스트
래퍼(Fredrica E. Straeffer, 서여사) 가

함께 선교팀을 이루었다. 이는 의료와 여
성교육이 같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꾸려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목포선교부 설립이 결정되자 유진벨은
변창연과 함께 유달산 아래에서 첫 목포
교회를 시작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木浦府陽洞敎會가 成立하다 先是에 宣
敎師裵裕址와 賣暑邊昌淵이 當地에來하야
陽洞에 帳幕을 布陳하고 宣敎를 始作하야
熱心傳道하야 魯學九, 金萬實, 金顯洙, 任
成玉, 池源根, 馬瑞奎, 金致道 等 二十餘人
이 信從하야 敎會가 遂成되고 醫師吳基元
이 適來하야 醫藥과 福音으로 예수의 慈愛
를 實現하니 信徒가 逐日增加하더라’ 

1898년에 양동 언덕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목포교회는 1909년 평양신학교
출신 윤식명 목사의 부임으로 예배 참석
교인수가 550명이나 되는 등 목포교회
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을 복음전파에 힘써온 양
동교회, 양동제일교회는 6대 윤식명 목
사를 비롯하여 8대 이경필 목사, 10대
박연세 목사(전북 김제 출신, 군산에서
3.1독립 만세 운동 주도. 양동교회 시무
중 일경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순
교), 15대 김성배 목사(후일 전주 중부교
회 시무) 등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진 목
회자들의 고귀한 신앙적 정신에 의해 교
회의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오웬 의료선교사(후일 과로로 광
주에서 소천)는 프렌치기념병원을 세우
고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헤리슨도 아
내(7인의 선발대 리니 데이비스)를 잃은
슬픔을 딛고 목포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였다.

지역명대로 양동교회가 되었고 1911
년 사진의 석조로 건물이 완공되어 교세

확장을 이어 오
던 중 1950년
대에 발생한 교
단 분리 사건으
로 인해 양동교
회는 기장 측이
되었다. (김수진
목사, 양동제일
교회 100년사)

예장 측인 현
양동제일교회는 1953년에 이곳에 교회
를 세웠다.

학교 설립 -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시
키는 일 또한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
각하여 1899년 목포에 온 스트래퍼 선
교사에 의해 1902년 정명여학교가 시작
되었다. 이듬해에는 유진벨이 사택에서
남자 아이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 하였는
데, 이것이 곧 영흥학교이다. 남녀 두 학
교 학생들은 3.1만세 운동에 적극 가담
하였다. 그것은 학교에서 발견된 자료들
이 이를 증명한다. 정명학교 구내에는 독
립기념비, 독립선언서, 독립가 등 자료들
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정명여학교내의 선교사 사택(석관 1
호)에서 발견되어 독립만세운동 자료들
이 현재 석관 2호에 전시 전시되어 있다.

유달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목포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헌신한 선교지역이
었고 그들과 한국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
의 신앙적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 44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항구도시에 설립된 목포선교부

▲ 1900년대 목포

▲ 예장 측인 현 양동제일교회는 1953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 만세운동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석관 2호 ▲ 현 정명여학교 전경

▲ 1910년선교사들

▲ 프렌치기념병원

▲ 유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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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감독 : 스콧 데릭슨      ·장르 : 어드벤처/판타지/액션/SF
·주연 : 베네딕 컴버배치, 레이첼 맥아담스, 틸다 스윈튼, 

매즈 미켈슨, 치에텔 에지오포 
·제작국가 : 미국        ·개봉시기 : 2016.10.26 개봉 
·관람가능연령 : 12세 이상 관람가                                       <출처 Daum 영화>

마블 코믹스의 만화 작품에 기반하여 슈퍼
히어로 영화, 드라마, 만화 등등 작품을 제
작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마블 페이
즈3의 두 번째 작품이자,‘시빌 워(civil
war)’의 바통을 이어받은 올 해 두 번째 마
블 영화.“닥터 스트레인지!!”.

영국 드라마‘셜록’의 주인공인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뛰어난 연기력과 화려한 영상미
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화. 어지러
움증이 없으시다면 꼭 IMAX로 관람하세요
~!!

골 청 출 어 람

든 첩

스 장

테 배 구

이 지

트 레 이 서 터

시 빌 워 스

리 펜 로

어 션 터 번

스 리

 <858호 정답자>

1.강슬기 법학과    2.김은정 보건관리학과
3.송제영 기독교학과 4.이지헌 사회복지학과 
5.이예슬 경배와찬양학과
6.오예은 경배와찬양학과
7.김세희 사회복지학과 
8.조성민 국제한식조리학교

박 효 신 차 두 아 메 리 카 노 벨

이 두 밖 근 절 대 영 돌 상 벰 옥

어 질 다 세 종 대 왁 이 불 버 베

버 커 서 정 섬 유 유 연 제 짱 네

이 버 성 이 상 작 지 복 주 머 딕

천 사 호 호 넘 사 벽 솜 브 라 트

아 숨 카 인 카 자 키 사 직 구 컴

제 주 도 총 피 맨 사 설 네 아 버

고 오 급 장 터 휴 잭 사 이 비 배

공 차 스 님 팬 무 도 오 버 워 치

곰 인 형 제 스 타 누 리 모 콘 끝

◎
영
화
소
개
◎ 

외과 의사로서의 자신감 넘치고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닥터 스
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 그는 고급 자
동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도중, 병원
에서 급한 연락을 받게 되고 문자를 확인하
려는 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는다. 이 사고로 스트레인지는 양손의 신
경이 크게 손상되어 의사로서의 삶을 마감
하게 된다. 재활치료를 받지만, 회복되지 않
는 양손의 신경 때문에 상심하던 스트레인

지는 하반신마비를 이겨내고 재활에 성공한
‘팽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후에 팽본이
알려준 정보대로 네팔에 있는‘카르마-타
지’를 찾는 스트레인지. 그 곳에서‘소서러
슈프림’의 존재 ‘에이션트 원’(틸다 스윈
튼)을 만나게 되고 마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데...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고 부정하던 스트
레인지는 에이션트 원을 통해 유체이탈과,
다중 차원,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되
고 이를 통해 마법을 믿게 된다.

◎
줄
거
리
◎ 

천재 외과의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고 후
두 손이 망가지자 에이션트 원을 찾아와서
마법을 배워 세상을 구한다. 어떻게 보면 평
범한 스토리 같지만, 그것을 보충해 줄 신비
로운 시각적인 효과로 보는 내내 지루하거
나 따분하지 않았다.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낸 CG로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놀라웠고
마치 뒤틀린 공간에 있는 듯해 마법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었다. 거기에 베
네딕트 컴버배치(닥터 스트레인지역)의 작품
속 캐릭터의 해석이 탁월해 이질감이 느껴지
지 않았고 거기에 뛰어난 연기력과 약간의
아재개그들이 영화의 성공에 한 몫 한 것 같
다. 마블의 영웅들 중 가장 강력한‘스트레인
지!’

다음 시즌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다른
영웅들과의 매치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
하고 기대가 된다. 아직‘닥터 스트레인지’
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3D나 아이맥
스로 보길 추천한다.                <문주희기자>

성공한 의사로서 만족스런 삶을 살았던
‘스트레인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이

최고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그리고 살
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리는 의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게 되고 손
을 고칠 방도가 없자 네팔의‘카마르-타지
란’곳을 찾아가게 되고, 이후 그곳에서 수련
을 거치며 마법사로서의 자질을 보이게 되
는 스트레인지는 손을 고치려 왔을 뿐인데,
마법사로서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는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깨우
침을 준 에인션트 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
고, 우주(수많은 생명)를 지키기 위해 자신
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진정한‘닥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비록 손은 낫지 않았
지만, 그는 그 손으로 의사였을 때 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다.

영화를 보며 화려한 CG와 배우의 연기력
도 돋보였지만, 거대한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나’라는 존재가 이 세계를 위해서 무
엇을 할 수 있으며, 그게 무엇이 됐든‘나’라
는 존재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메시지를 느끼게 된 소
중한 시간이었다.                    <배종모기자>

◎

학

생

기

자

평

◎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세탁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옷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탁보조제. 이제 ○○○○○○ 없이 세탁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
다.#다우니짱
2. 지난 10월 26일 개봉한 마블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인공.
#영국드라마#셜록
3.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총장님 성함. 모르면 안 됨. 모르
면 간첩#‘총장님’포함
4. ○○○○는 분쟁의 세계를 무대로 영웅들이 팀을 구성하여 전투를
벌이는 슈팅 게임입니다.#졸잼#석양이 진다
5. 박효신의 7집 앨범 ‘I am A Dreamer'의 곡들 중 하나. 전체 앨범
들 중에서도 선 공개되어진 곡. #김이나#정재일
6. TV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중식의 대가로 불리며 직업
은 요리연구가이다.#중국 요리전문점#목란#대표
7. 1월부터 12월 중에서 뱀과 벌이 자취를 감추는 달은 몇 월 달인가
요?#아재개그#미리 죄송
8.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종종 이렇게 말하죠. ‘○○○ 지
식in에게 물어봐’#인터넷#첫 화면
9. 커피의 한 종류.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하여 마시는 방식으로
그 농도는 일반적인 드립 커피와 비슷하지만 풍미는 다르다.#10cm
10. 스타홈, 스타빌, 스타타워에 이어서 신축한 전주대학교의 기숙사.
스타빌쪽으로 가는 길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몇몇 학우 분들은 모르고
있다는게 함정#Hint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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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풀 (Deadpool, 2016.02.17.)

올해 2월에 개봉한 마블 히어로
영화중 최초의 19금 영화입니다.
죽지 않는 캐릭터인 데드풀이 탄생
하는 이야기는 잔인하지만 영화에
서는 코믹하게 해석하여 팀 밀러
감독의 재치 만점 연출력이 돋보이
는 영화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
(Captain Amerca : 
Civil war, 2016.04.27.)

올해 마블 최대 기대작!‘시빌 워’
는 액션 신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캡
틴아메리카의 충돌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고뇌 등이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답답했던 시리즈입니다.

엑스맨 : 아포칼립스
(X-Men : Apocalypse, 2016.05.25)

어벤져스 시리즈와는 세계관이
매우 다르다. 어벤져스에서는‘스
칼렛 위치’나,‘퀵 실버’가‘인피니
티 스톤’으로 인해 초능력을 가지
게 된 것으로 설정되지만, “엑스
맨”에서는 비슷한 초능력이어도
돌연변이라는 설정을 두고 있습니

다. 이런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이‘아포칼립스’를 막기
위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Doctor Strange, 2016.10.26.)

가장 최근에 개봉한 마블 영화입
니다. 이제까지 나온 마블 영화들
중에 가장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하
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만큼은 꼭!!
3D, 또는 IMAX로 관람하시길 바
랍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2016년에 개봉한 마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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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정)  김 민 지 경영관리전공

1995 전라남도 강진 출생
2008 서울 동신초등학교 졸업
2010 전남 대구중학교 전교부회장 역임

전남 강진교육청교육장상 표창장 수상
2011 전남 대구중학교 졸업
2014 대한적십자사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단원 총재 

표창장 수상
성요셉여자고등학교 교내성가경연대회 대상 수상
성요셉여자고등학교 RCY 단장 역임
대한적십자사 남부지부 총무 역임
성요셉여자고등학교 선행상 수상
성요셉여자고등학교 NBN 우수학생 선정
성요셉여자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입학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35기‘RCY' 가입 및 활동
대한적십자사 학생지도자 21기 연수 수료

2015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RCY’ 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RCY 주관 농촌봉사활동 수료
2015 유니브엑스포 전주 동아리부분 수료 및 
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더-나이스 사업 자원봉사활동 수료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동아리‘CEO' 가입 및 활동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주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 
취업캠프 수료

2016 전주대학교 제31대 두드림 중앙동아리연합회 
문화복지차장 및 봉사 분과장 역임
전주대학교 취업동아리 ‘처음처럼’ 총무 역임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IST' 가입 및 활동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 수료
전주대학교 취업지원단주관 5사5색 취업역량 
캠프교육 수료
전주대학교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주관 
PPT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전주대학교 식품경영커플링사업단주관 HACCP
팀장과장 수료

1995 서울특별시 출생
2007 제36회 전국소년체전 태권도겨루기 헤비급 1등
2008 대전 자운초등학교 졸업
2009 제5회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국내부 

남자 -69kg 3등
2010 2010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남자중등부 미들급 2등

제40회 대한태권도 협회장기대회 겸 국가대표예선
대회 L헤비급 3등

2011 대전 체육중학교 졸업
2012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체고체육대회

미들급 남자고등부 3등
2013 제43회 대한태권도 협회장기대회 겸 국가대표예선

대회 남자고등부 -80kg 3등
제50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대표1차 선발대회남자대학부 -74kg 3등

2014 대전 체육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입학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3차 선발대회 
남자대학부 -80kg 1등
제51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대표 전라북도1차 선발대회 남자대학부 -80kg 3등
제26회 전라북도도지사배 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대표 전라북도2차 선발대회 남자대학부 -80kg 3등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선수단 1학년 부주장 역임

2015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선수단 2학년 부주장 역임
전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AMF동아리 부회장 역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3차 선발대회 
남자대학부 -80kg 2등
전주대학교 제5기‘서서히 해나가다’국토대장정 완주
전주대학교 보건복지부 지원‘인구와 사회’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 
취업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1학기성적 최우등상 수상
전주대학교 2학기성적 우등상 수상

2016 전주대학교 1학기 성적 최우등상 수상
육군학생사관학교 제144학군단 ROTC 입단
전주대학교 제31대 두드림 중앙동아리연합회 
대외협력차장 및 문화예술 분과장 역임
전주대학교 학사모니터링 요원 위촉
보훈교육원주관 나라사랑캠프 및 안보교육수료

학생회관 지하 리모델링, 동아리 축제, 
기념품 사업, 가정의 날 이벤트, 

동아리 홍보 박람회, 다목적실 개설, 
대표자 회의, 대표자 회식, 

중간고사 이벤트, 동아리 평가 수시보고, 
대여물품 확대, 프린트 사업, 

택배수령

공약사항

세 부 공 약

이 력

(부)  김 혁 인 태권도학과

Ⅰ.

Ⅱ.

Ⅲ.

Ⅳ.

Ⅴ.

행사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개선
중앙동아리연합회 임원진들이 좀 더 편하게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중앙
동아리연합회페이지에 공지사항,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민원신고&건의사항 4개의 서브
메뉴를 만들어 공지사항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회의, 행사 등을 공지사항에
올릴 것이고, 행사계획서는 교내 안전한 행사에 경우에만 컴퓨터로 제출할 수 있게끔 제출
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드릴예정입니다. 결과보고서도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했지만, 결과
보고서는 행사계획서와 다르게 모든 행사를 영수증과 사진만 첨부한다면 컴퓨터로 제출가
능합니다. 민원신고&건의사항은 중앙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올리면 됩니다. 평가부분에서는 현재 동아리 모임 같은 경우는 2점인데 행사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내면 각각 1점씩 부여할 것 입니다. 또 과거에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교수님 확인
을 모두 받아야 했지만, 저희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고나 교내 간단한 행사에 있어서는 생
략할 것 입니다.

동아리방 리모델링 콘테스트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아리 회원들이 2017년을 중앙동아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동아리방 리모델링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동아리 방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동아리홍보박람회 이후 동아리방 리모델링 콘
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규회원들이 중앙동아리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상
금을 부여함으로써 동아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평가는 얼마나 잘 깨끗하게 정리했나, 동
이라만의 특색을 잘 살렸나 등 평가를 하여 1등, 2등, 3등을 선정해 상금은 대표자회의에서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대학생 동아리 경진대회
중앙동아리연합회와 KT&G에서 주관하는 상상유니브와 함께 전북권 대학생 동아리 경진대
회를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전주대 뿐만 아니라 전북권 대학생 동아리들이 함께
모여서 경진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경진분야는 각 동아리 특색에 맞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
이며, 상상유니브와 협의하여 동아리의 날을 만들어 동아리의 축제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동.연 청년봉사단
과거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소속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중.동.연 청년봉사단이라는
네이밍을 만들어 봉사기회가 생긴다면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 청년봉사단과 함께 봉
사를 할 예정입니다. 봉사는 헌혈캠페인과 교육봉사와 농촌봉사활동을 콜라보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동아리생활을 함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봉사, 농촌봉사활동 등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중앙동아리 모
든 회원분들이 폭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앙동아리 리그
중앙동아리는 70여개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자는 의미에서 중앙동아리
리그를 개최하여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만의 단합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
E-스포츠(오버워치, 피파온라인 등), 당구 등을 개최하여 동아리 회원분들이 몸으로 하는
스포츠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중앙동아리 리그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 민 지
201431029

경영관리전공/3학년
(연합회장 후보)

김 혁 인
201431029

태권도학과/3학년
(부연합회장 후보)

기호 1번 “당신의” 중앙동아리연합회 

(정)  곽 산 신학과경배찬양학과

1994 서울특별시 출생
2006 전라남도 함평군 향교초등학교 졸업
200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중학교 졸업

학다리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날개봉사단’ 
임원 역임

2010 학다리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갓피플’ 
회장 역임

2011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함평노회 모범상
국제로타리 3710 지구 함평로타리클럽 모범상

2012 전라남도 함평군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입학

2013 사)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주관 제4기 
‘두드림’ 하계국토대장정 
해남-파주루트(553.94KM) 완주
대한민국 육군 306보충대 자원입대

2014 육군 제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사단장 표창장
우수상 수상
육군 제1사단 58포병대대장 표창장 주특기 
우수병사/교육우수상/모범병사 수상

2015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병장 만기 전역
2016 전주대학교 총장상 최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신학과경배와찬양학과 
학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 수료

1996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9 전주 전일초등학교 졸업
2011 전주 중앙중학교 졸업
2014 전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입학
2015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학생회 기획차장 역임
2016 전주대학교 제12대 두드림 인문대학 학생회 

기획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진로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 수료

게시판, 전신거울 설치, 사물함 증가, 
우유급식 개선, 택배 대리 수령, 대여물품 증가, 

인문대학 월별 행사 달력 게시, 
시험기간 전공 강의실 24시간 개방, 
인문대학 방면 계단 가림막 설치, 

공약 이행표 게시, 믿음관 금연구역 강화, 
사범대학과 함께하는 올스타전, 
믿음관 건물 외부벽면 보수, 

프린트 무료 사업

공약사항

세 부 공 약

이 력

(부)  이 주 미 영미언어문화학과

Ⅰ.

Ⅱ.

Ⅲ.

Ⅳ.

Ⅴ.

인문대학 조경 개선
2017학년도 여름방학 중 공약 시행 예정,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음침한 분위기 및 벌레
들이 많아 학과방을 이용하는 학우여러분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문대학 학생
실장님과 학장님께 건의 후 사업실행 예정입니다. 진리관 앞에 있는 잡초를 완벽히 제거 후
학우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ex:산책로)을 설치하겠습니다.

인문대학 정수기 추가 설치
학기 시작 후 3월중 진리관 2층과 4층에 정수기 설치 예정입니다. 학우여러분이 물 마시는
것에 있어 1층과 3층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기 자리 확보 후 업체
를 선정해 계약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리관 2,4층 & 믿음관 2층 (렌탈) = 60만원 예상 (렌탈 가격*12달)

화장실 개선
한겨울 추운 화장실로 학우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
장실에 온수기 또는 비데를 설치함으로 학우여러분이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벚꽃축제 특색화
기존의 벚꽃축제와 다르게 진리관의 벚꽃길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판매사업 이웃돕기
먹거리, 문화부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물품을 보급하거나
금액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곽   산
201212004

신학과경배찬양학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이 주 미
201511023

영미언어문화학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당신의”

●중앙동아리연합회 (단일후보)

●단과대학 인문대학 (단일후보)

(정)  임 현 준 상담심리학과

1992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5 전주 송원초등학교 졸업
2008 전주 용소중학교 졸업
2010 전주 완산고등학교 WBS 방송부 축제위원회 역임

전주 완산고등학교 선행상 수상
2011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선행상 수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1학년 
과대표 역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그루터기’ 
학년 장 역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족달’ 
가입 및 활동

2012 대한민국 해병대 병1158기 자원입대
장성 기계화학교 후반기 교육 교육단장 표창장 수상

2013 대한민국 해병대 2사단 병장 만기 전역
2014 전주대학교 제10대 청춘예찬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정책기획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청춘마라톤 남자부문 3위 입상

2015 전주대학교 학생복지위원장 역임
전주대학교 제42대 신드롬 총학생회 기획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사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취업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주관 취업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제5기 ‘서서히 해나가다’ 
국토대장정 완주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생’ 농촌봉사활동 수료
전주대학교 제43대 두드림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입후보

2016 전주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사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촌봉사활동 
‘또드림 두 번째 이야기’ 수료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 수료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허슬러즈’
가입 및 활동
전주대학교 항공승무원 양성과정 수료

1993 전라남도 순천 출생
2006 순천 성동초등하교 졸업
2009 순천 삼산중학교 졸업

순천 공업 고등학교 입학
순천 공업고등학교 부 학생회장 역임

2010 순천 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역임
2011 순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 역임

순천 고용센터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수료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표창장 수상

2012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입학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관리전공 1학년 
부과대표 역임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CEO’ 
가입 및 활동

2013 대한민국 해군 병600기 자원입대
2015 대한민국 해군 병장 만기전역

전주대학교 제8대 신드롬 경영대학 학생회 
홍보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D.O’가입 및 활동
전주대학교 제5기 ‘서서히 해나가다’ 
국토대장정 완주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 
취업캠프 수료

2016 전주대학교 제9대 경영대학 학생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진로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수료
전주대학교 총장상 우수상(사회봉사) 수상

국토대장정, 대동제 활성화, 기념일에 맞는 이벤트,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영화
상영 및 판매사업 이벤트(노천극정 or jj아트홀), 학과 MT 지원, 취약지역
LED 가로등 점진적 교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더 좋은 등록금 마련(성적
장학금, 봉사장학금 비율UP), 자동차 운전면허 할인특혜 및 무료 장학생 선발,
명절귀향버스 이벤트,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촉구, 시험기간 총학 택시 이
벤트, 스타센터 분수대 앞 흡연부스 시범운영, 스쿨버스 정류장 냉/난방기 설
치, 전주대 학생 예비군 훈련자 아침식사 제공, 자취생을 위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 제공 및 공동구매, 전학대회 확대 및 학생총회 시행, 슈퍼스타 제도
SP/CP 프로그램 활성화, 전주대학교 대나무숲 개설, 총학에게 부탁해(소리
함), SNS 총학생회 페이지 활성화(빠른정보제공과 행사 활동 알림), 자취생을
위한 중고거래장터, 플리마켓 시행, 퀵매치 시스템(축구, 족구, 농구), 여성자
궁경부암(학생가족포함) 예방접종 실시, 라식 라섹 장학생 선발, 치과 제휴 할
인 혜택, 수업 원 점수 공개, 토익 및 직종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각 분야 명사
초청 특강, 전주대 제휴업체 어플 쿠폰제 도입, 클린 캠퍼스 정책, 학생 모니터
링단 활성화(학생식당, 스쿨버스, 종교)

공약사항

세 부 공 약

이 력

(부)  정 상 준 경영관리학과

Ⅰ.

Ⅱ.

Ⅲ.

Ⅳ.

Ⅴ.

채플학점인증제와 채플원격강의확대
설문을 통해 채플 내에 문제와 학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교지원실 및 수업학적지원
실과 협의해 졸업학점(140학점)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채플 1학기당 0.5학점을 부
여해 학우분들의 채플 참여도를 높이고 지금까지 좌석제로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채플 원격강의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당신의 학생식당 전면개선(코너화) +학생식당 1000원화 (시험기간 조식, 석식)
구내 학생식당의 운영이 올해 2층 식당이 폐점될 정도로 학우여러분의 이용빈도수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지원실과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식당 품평회로 문제점을 찾고, 학
생식당 모니터단과 학사 모니터단 요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학교 본부만 아니라 업체와의 조
율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겠습니다. 또한 학우여러분이 시험기간에 맑은 정신과 좋은 점
수를 받기를 기원하며 학생식당 메뉴를 업체와 협의하여 시험기간 동안 1,000원(시험기간
조식, 석식)에 값싸고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연합(총학생회) 농촌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을 가지 않는 단과대학 및 농사일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학우들을 대상으로 총
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15학번부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사회봉사학점! 경험과 봉
사 그리고 1학점 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회봉사센터와
연계해 마을 선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알찬 농촌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학생회 임
원들과 전주 인근 농촌마을로 답사 및 프로그램 구성 150~200명 이상의 학우들과 함께 특
정 지역을 정해 농촌 일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교육봉사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Free4(Free +A4) 무료 프린트 사업
현재 우리 대학 구내에 큐브라는 무인 인쇄기가 있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잦은 고장과 한정
된 개수로 대기시간이 길며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단과대학 학생
회 앞에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학우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 인쇄, 복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OA상사(프린터대여업체)에서 무제한 잉크가 제공되는 프린터를 대여하여 모든 단과대
학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업체와 협의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겠습니다.

당신의 학생회 예/결산안 전면공개 + 공약이행표 상시 게시
‘내가 납부한 학생회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모든 학우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부분일거
라 공감합니다. 이러한 의구심과 반대로 학우여러분의 관심과 신뢰는 학생회가 존재할 수 있
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하여 학생회의 떨
어진 위상을 세우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학우여러분을 대표하는 2017년 당신의 총학생회
가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 첨부된 총학생회 내 예/결산안을 스캔해 학교 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실하게 공
개, 학생회관 1층,2층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공약 이행표를 설치하여 현재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완료된 공약사항은 무엇인지 학우여러분께 학생회는 항상 학우여러
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신뢰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현 준
201123177

상담심리학과/4학년
(총학생회장 후보)

정 상 준
201231222

경영관리학과/3학년
(부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당신의” 총학생회

(정)  이 주 승 축구학과

1991 인천광역시 출생
2003 경기도 광주시 광지원초등학교 전교회장
2006 신장중학교 학생자치회 선도부 활동
2007 경기도 하남시 신장중학교 졸업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회 체육부 차장
2008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회장
2009 경기도 호국교육원 글로벌 리더십 심화과정 

제32기 수료
경기도 호국교육원 글로벌 리더십 심화과정 
표창장 ·봉사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차세대위원회 제10기 위원’위촉
경기도 교육감 표창 학업상 수장

2010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졸업
2011 전주대학교 체육학부 축구전공 입학

체육학부 축구전공 1학년 과대표
2013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중앙교회 청년 1부 회장

1학기 학업 최우등상 수상
대강당 채플(열린 채플) 채플 봉사자 활동

2014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복수전공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중앙교회 청년 1부 회장 역임
개교 50주년 기념 슈퍼스타 장학생 선정
대강당 채플(스타채플) 채플밴드 보컬 활동
중앙동아리 ‘언비튼’ 활동
전주대학교 해외봉사단 2기 캄보디아팀 학생대표 
/ 단원활동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제17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연수과정 수료
전주대학교 제42대 디:테일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입후보

2015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표창장 수상
대강당 채플(스타 채플) 채플밴드 보컬 활동
전주대학교 해외봉사단 5기 캄보디아 2팀 체육팀
팀장 / 단원활동

2016 전주대학교 제43대 더블YOU 총학생회 기획실장
예술관 채플(부흥채플) 채플밴드 예배인도자 활동
전북현대모터스 그린스쿨(유소년 축구반)코치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촌봉사활동 
‘또드림 두 번째 이야기’ 활동
전주대학교 제6기 국토대장정 
‘가찌 한바퀴 돌게마심’ 250km 완주

1993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6 전주 문정초등학교 졸업

국회의원 상장
2009 전주 평화중학교 졸업
2012 전주 영생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방사선학과 입학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방사선학과 1학년 대표

2015 제 5사단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전주대학교 취업캠프 수료

2016 전주대학교 제4대 더블YOU 의과학대학 학생회장
전주대학교 진로캠프 수료

학우님의 의견을 듣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학생식당 개선 협의, 교내 여
자화장실 내 안전벨 설치, 지역경찰서와 협의하여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검사,
학생회관 내 구두/옷 수선점 입점 추진, 수시/기말고사 간식이벤트, 수시/기말
고사 무료 야간 택시 귀가 이벤트, 외국인 유학생-한국 재학생 간 교류행사 개
최, 매주 제휴업체와 함께하는 이벤트 열기, 자궁경부암 주사 지원혜택, 기숙
사 출입시간 확대(제한시간 새벽2시->상시출입, but 벌점추가), 제 7기 하계
국토대장정 행사, 다양한 종목이 추가된 제 4회 JJ체전 개최, 제 2회 JJ족구
리그 개최, JJ축구리그 참가팀 지원 확대/ 업그레이드, 전체 농촌 봉사활동 행
사, 도서관 열람실 시험기간 최소 1주전 24시간 개방지속 유지추진, 기숙사 내
세탁기/ 건조기 추가 설치, 추석명절귀향버스 이벤트, 물품대여사업(노트북, 보
조배터리 등등), 호수리모델링 지속 건의, 교양과목 신설 건의(연애 강의, 행복
심리학 등), 학생회관 개방시간 확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학사, 복지, 제
휴정보 제공), 전북현대모터스 경기관람 대학생 50% 할인 유지, 전주kcc이지
스 경기관람 전주대 학생할인 제휴추진, 생필품 공동구매 이벤트, 학교주변지
역 원룸정보 제공, 시험기간 교내카페 24시간 운영 추진 및 협의, 도서관 열람
실 음료 반입 규정 완화, 생활복지국 신설->기숙사/자취/통학생 학우를 위한
디테일한 복지사업 제공. 등록금 동결/장학금 확충

공약사항

세 부 공 약

이 력

(부)  박 진 호 방사선학과

Ⅰ.

Ⅱ.

Ⅲ.

Ⅳ.

Ⅴ.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 공개 토론회 개최
학생회비에 관련하여 전담으로 관리할 부서를 학생회 내에 만들어 관리하게 한 후, 매월 말
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리된 내역을 학우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토론회는 전학대회 때 학회장, 부학회장들에게도 공개하여 대체할 수도 있으며, 월 말
공개하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바로 다음 날에 열어 학우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토론회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하여 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
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을에만 축제? 봄에도 축제! “봄 축제 개최! ”
3월 말에 매년 실시하는 ‘연합출범식’ 행사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모든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생활비 장학금 제도 확대 추진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측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여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고, 학
우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지급기준과 자격을 넓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주요 노선제 통학버스 노선 개설 (165, 3-1, 3-2, 119, 72, 355 등)
통학버스 운영 회사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선과 시간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 1회 전주대 하루시장! 야시장 오픈!
월 1회 학생회관 앞 로터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장에 있는 요
소들을 섭외하거나 초청하거나, 총학생회가 직접 열어 시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주 승
201164088
축구학과/4학년
(총학생회장 후보)

박 진 호
201229015

방사선학과/3학년
(부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더하기” 총학생회

●총학생회



●단과대학 공과대학 (단일후보)

이 력

공 약 사 항

Ⅰ. 공과대학 무료 프린터 설치
공과대학 학우님들의 특성상 프린터 및 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큐브(프린터)를 이용하기엔 느리고 줄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실에 복합프린터를 설치하여 용지를
가지고 오시는 학우님들에 한하여 무료 이용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Ⅱ. 공과대학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 설치
공과대학 학우님들은 늘 늦은 시간까지 학교 내에서 학업에 열중하거나,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 대여물품은 오후 6시 이후 충전기를 빌리지 
못해 스마트폰을 충전을 못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학우님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할 방안입니다.

Ⅲ. 농어촌봉사활동
방학기간동안 진행되는 농어촌봉사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과대학 학우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행사입니다. 
뜻 깊은 봉사의 소중함과 공과대학 학우님들의 단합, 또 1학점 이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Ⅳ. 공과대학에 흥을 더 하는 장학금
학생회 행사를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 장학금을 학우님들께 지급해 드리려
고 합니다. 학점 평균이 아닌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님들에게 한하여 추억과 
함께 장학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Ⅴ. 자취생&기숙사생을 위한 랜덤 기프트박스
공과대학의 학우여러분 중에는 자취생들이나 기숙사생들이 많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사실 때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랜덤기
프트 박스 이벤트를 통해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학생회 대여물품 확대 및 개선
공과대학 1관 2관 표지판 설치
공과대학 E-Sports 게임 대회

중고책 바자회
시험기간 중 간식이벤트 
공과대학 당구 대회

공과대학 페이스북 건의사항 이벤트
택배 보관 서비스
예비군 응원 이벤트

세부 공약

김동혁
201278006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신원진
201352049

기계자동차공학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김동혁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1994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6 전주 완산서초등학교 전교부회장 역임

전주 완산서초등학교 졸업
2009 전주 효정중학교 졸업

전주 효정중학교 방송부 활동
2010 광주전남전북 창업 아이템경진대회 

전남교육감상 대상 수상
2011 전국 중·고등학생 

만화애니메이션게임 공모전 특선 수상
전라북도과학전람회 
산업에너지부문 장려상 수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 
전북예선대회 장려상 수상

2012 완주군 일대 ‘도보행군‘ 수료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생산디자인공학과 입학
JJ스텝업 캠프 수료
JJ전주대학교 제8대 똑.똑.똑 공과대학
학생회 문화체육부임원 역임

2013 전주대학교 제40대 청춘고백 
총학생회 기획팀장 역임
대한민국 육군 자원 입대

2014 제2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 표창 수상
2015 제2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지원대장 

표창 수상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병장 
만기 전역

2016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학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학업 우수상 수상

1994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7 전주 양지초등학교 졸업
2010 전주 양지중학교 졸업
2013 정읍 신태인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입학
대학민국 해병대 병1177기 자원 입대

2015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병장 만기 전역

2016 전주대학교 
제12대 더블YOU 공과대학 
학생회 문화체육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NCS 취업캠프 수료

(부)  신원진 기계자동차공학과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단일후보)

이 력

공 약 사 항

Ⅰ. 새로운 컨텐츠의 제 4회 벚꽃축제
사회과학대학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벚꽃축제에 새로운 컨셉
으로 바꿔 모두가 새롭게 즐기는 벚꽃축제를 열겠습니다.

Ⅱ.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생회의
1학기 초에 한번 2학기 말에 한번 총 두 번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생 회의를 
열어 학우여러분이 사회과학대학에 무슨 행사와 복지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공유하고 학우여러분께서 학교를 다니며 불편했던 점을 들을 것입니다.

Ⅲ. 지하로비 시설 개선
지하 동아리 방을 사용했던 학우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습하고 더웠던|
지하 동아리방 로비에 에어컨을 설치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Ⅳ. 프린트 사업 추진
학생회실에 컬러프린트를 다른 학우님들도 사용하게 하여 모두가 빠르게 
과제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Ⅴ. B-스포츠 대회 개최
사회과학대학 학우들에게 보드게임 대회를 열어 남녀구분없이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로 교류의 장을 열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만의 취업캠프
중간, 기말 간식이벤트

농촌봉사활동 
매달 이색 이벤트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개편
헌책장터 체계화, 판매사업 이웃돕기

사회과학대학과 함께하는 연탄봉사, SNS 활성화
학생회실 대여품목 확대 및 개선

월별행사 달력게시
마음의 소리함 체계화, 시험기간 강의실 야간개방
화장실 전체 비대 설치, 여성용품 자판기 위치변경  

세부 공약

오제영
201423041

사회복지학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구민진
201423007

사회복지학과/3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오제영 사회복지학과

1995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8 전주 덕일초등학교 졸업
2010 RCY 총재상

중학교 전교회장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

2011 전주 덕일중학교 졸업
2014 전주 우석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
제26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기획부원 역임

2015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취업캠프 수료
제11대 신드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기획재정대리 역임
상상프렌즈 6기 활동
사회과학대학 취업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제5기 

‘서서히 해나가다’국토대장정 완주
KT&G 상상유니브 
서부권 취업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취업캠프 수료

2016 제12대 두드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기획재정차장 역임
상상발룬티어 11기 활동
E-복지관 여성복지팀 ‘대학남녀
토의프로그램 ; Awake(깨우다) 수료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촌봉사활동 

‘또드림 두 번째 이야기’ 활동
전주대학교 두드림 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나 농활 간다’활동

1996 인천광역시 출생
2007 군산 대야초등학교 졸업
2010 군산 옥구중학교 졸업
2013 군산 남고등학교 졸업
2014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
2015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도나지’기획홍보팀장 역임
굿네이버스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전북본부 기획팀장 역임

2016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도나지’ 회장 역임
굿네이버스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전북본부 대표 역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농촌봉사활동 

‘또드림 두 번째 이야기’ 활동
대한적십자사 대학생서포터즈 활동
전주대학교 사회봉사 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희망풍차 서포터즈 
홍보활동 표창

(부)  구민진 사회복지학과

기호 1번 “당신의”

기호 1번 “당신의”

10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제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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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문화융합대학 (단일후보)

이 력

공 약 사 항

Ⅰ.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총무팀에서 매주 학생회 예산 내역을 파일화하여 관리
하고 매월 초 예술관 1층 게시판에 공고하겠습니다.

Ⅱ. 예술관 및 예술관 별관 조성사업 추진
문화융합대학 행정실과 함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술관 답게 꾸미고 예술

| 관별관 리모델링을 하여 학우여러분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드리겠습|
니다.

Ⅲ.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문화융합대학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
(culture day)로 지정하여 전시회, 공연 및 체험을 통해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고 문화융합대학의 각 학과를 더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Ⅳ. 문화융합대학 멘토링 캠프 추진
전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취업캠프가 아닌 문화융합대학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예술, 체육, 미디어 등 각 분야에 맞는 멘토와 선배님을 초빙
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고,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Ⅴ. 문화융합대학 자선 사업 추진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에서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재능 기부 형식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우님들의 
필요한 봉사점수 및 CP포인트를 부여하고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하며 학생회
자체에의 플리마켓 및 먹거리 장터를 열어 얻어지는 수익으로 각 학과 
학회장의 추천을 통하여 생활 장학금이 필요한 학우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기호 2번 “더하기”

E-Sports 대회 개최(이번년도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E-sports 대회를 더욱 재밌고 흥미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기존 복지서비스에 자전거 대여, 생필품 대여
컬러프린트 등을 추가하여 학우여러분의 만족도를 더하겠습니다.)
문화융함대학 카카오톡 Q&A(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학우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환경 개선

(방향제 및 비누 설치 등 화장실 환경 개선시키겠습니다.)

세부 공약

신현빈
201264021

생활체육학과/2학년
(학생회장 후보)

박소정
201463030

시각디자인학과/3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신현빈 생활체육학과

1993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7 전주 용흥초등학교 졸업
2009 전주 용흥중학교 졸업
2012 정읍 신태인고등학교 체육상 수상

정읍 신태인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생활체육학과 입학

2013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입대
2015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병장 만기 전역

무주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 
대회 봉사활동

2016 1학기 우등상 수상
전주대학교 하계해외봉사 
몽골 2팀 참여
전주대학교 제2대 더블YOU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기획차장

1995 경상북도 경주 출생
2008 경주 나원초등학교 졸업
2011 경주 화랑중학교 졸업
2014 경주 여자정보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입학
2학기 우등상 수상

2015 시각디자인학과 JJ 학과알림단 위촉
1학기 우등상 수상
2016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취업캠프 수료

2016 제 2대 더블YOU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홍보차장
시각디자인학과 JJ 학과알림단 위촉

(부)  박소정 시각디자인학과

●단과대학 문화관광대학 (단일후보)

이 력

공 약 사 항

Ⅰ. 자전거대여 사업
학기 초에 학생회비를 사용하여 약 10만원대인 보급형 적정가격선의 하이
브리드 자전거를 약 5대 정도 구매해 학생회가 관리하고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 장부와 서약서를 작성해 대여 할 때마다 서명서를 작성한 후 
신분확인 가능한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자전거의 고장 및 분실시 대처에 관한 조항이며, 
타이어펑크나 체인 고장 같으 부분은 학우님이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대여 후
본인의 과실로 분실시 대여하신 학우님의 책임비가 일부 부여됩니다. 

Ⅱ. 달빛 오색 여행
문화관광대학 학우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재능 기부 여행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견학이나 수학여행과 비슷한 느낌의 여행입니다. 문화관광대학의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관광과는 여행 경로, 조리과는 음식 식단이나
식당 조사, 패션과는 티셔츠 디자인 등으로 1박2일 캠프를 꾸며 학업에 지친 
학우여러분을 대상을 문화관광대학 내에서 신청서를 통해 약 50여명을 
선발해 문화관광대학의 화합을 위해 진행하겠습니다.

Ⅲ. 달빛리그
학생회비와 참가비를 사용하여 1학기 말과 2학기 초에 학업에 지친 학우
여러분을 위해 날씨도 선선하고 춥지않은 시기 즈음에 PC방 한 곳을 대여하여
e스포츠를 개최하고 문화관광대학 뒤편 족구장, 농구장에서 미니 운동회를 
열어 상품과 상금을 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Ⅳ. 보조배터리 대여 및 일회용 칫솔 상시구비
학기 초에 학생회비를 사용해 약 만원대의 보조배터리 약 20대정도 구비하여
대여 및 관리하고 일회용 칫솔 3천여개를 약 9만원에 구입하며, 150g짜리
튜브형 치약을 만원대에 10개 구입 후 필요하신 학우분들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필수품인 보조배터리와 칫솔을 학생회에서 대여해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Ⅴ. 무료프린터 대여 사업 확대
학기 초부터 1년 동안 학생회비를 사용하여 약 20만원 정도의 프린터기를 
구매해 7만원 정도의 무한잉크공급기를 장착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달에 
약 5만원 정도 하는 대여 프린터기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큐브프린터 앞에 서있는 학우들을 보며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싶단 생각을 |
했습니다. 무분별한 종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A4 용지는 학생회에서 
일정한 기준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지를 가져올 경우 자유롭게 
프린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호1번 “당신의”

문화관광 테마 이벤트(새롭고 즐거운 이벤트)
연합동아리 개설
물품대여사업 확대

헌책장터, 플리마켓 추진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SNS 활성화, 달빛축제활성화
문화관광대학 체육대회
따뜻한 아침밥상 이벤트
노후시설 개선 및 수리

상비약 구비

세부 공약

박준영
201282015

패션산업학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한혜지
201579054

외식산업학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박준영 패션산업학과

1994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6 전주 삼천남초등학교 졸업
2009 전주 양지중학교 졸업
2012 전주 동암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입학
전주대학교 JJ 스텝 업 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과 동아리 ‘한올’ 참여

2013 전주대학교 으랏차차 문화관광대학
대외협력 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2학년 
과대표 역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축구동아리 ‘MASS’ 회장 역임
대한민국 의무경찰 1041기 자원입대

2015 대한민국 의무경찰 1041기 
전북 지방 경찰청 항공대 만기 전역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2학년 
2학기 부과대표 역임

2016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학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RCY’ 37기 가입 및 활동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축구동아리 
‘MK’ 가입 및 활동
제10회 리폼패션쇼 아러스나인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진로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취업동아리 활동
전주대학교 비즈니스 매너과정 수료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면접캠프 수료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학과 알림단

1996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9 전주 오송초등학교 졸업
2012 전주 솔빛중학교 졸업
2015 전주 솔내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입학
전주대학교 전공연계형봉사활동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멘토링 공모전 특별상 수상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JJespresso’동아리 가입 및 활동
2016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부학회장 역임
전라북도 전주비빔밥축제 
전국요리경연대회 
비빔밥도시락 부문 금상 수상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멘토링 공모전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융합형산학연계교육트랙 수료
전라북도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활동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한배검’ 활동
전라북도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 완주

(부)  한혜지 외식산업학과



●단과대학 경영대학

이 력

공 약 사 항

Ⅰ.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유
한 달에 한번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학우여
러분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질의응답(Q&A)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려 
학생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겠습니다.

Ⅱ. 학우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는 경영대학 축제
축제 전 사전에 SNS or 설문지를 통해 학우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대학 학우들과 같이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Ⅲ. 자유관 문화조성
문화조성 사업을 실행하기 전 기획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자꾸 생각나고, 자주 가고싶은 자유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ex) 포토존 설치, 벤치교체, 휴식 공간 제공, 조명설치 등

Ⅳ. 경영대학 학과의 날
매월 각 학과의 날을 정해 정해진 날이 되면 그 학과의 학우여러분께 많은 
혜택들을 준비해 제공하고 이벤트를 통해 각 과별로 기억될만한 날을 준비
하겠습니다. → 최대한 많은 학우여러분께 나눔 실천

Ⅴ. 셀프 뷰티 ZONE & E-Sports 대회
자기관리를 위한 물품들을 구입해 어느때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학생회실에 마련하겠습니다. 대회 날을 정해 학교 주변 PC방과 협의하여 
온라인으로도 학우 여러분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더하기”

유학생과 같이 가는 경영대학(축제 유학생 주막 설치, 체육대회 유학생 팀
편성 등), 와이파이 ZONE 확대(전 구역 신호가 미약한 곳 신호개선)
핸드폰 급속 충전 ZONE 설치, 경영대학 소식 전달을 위한 중앙 TV 설치
문화별 다양한 소규모 축제 참여(선착순 모집 후 버스대여->문화 활동)
운동경기 관람 지원(농구, 축구 등 특정 경기 티켓 할인 제공), 농촌봉사
활동을 사회봉사로 확대(Cp,Sp 획득 활동 확대), 동아리 콘테스트(학기에
한번씩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시 및 수상(차등분배)), 미화원 분들의
환경개선(편안한 휴식처 제공, 경영대학만의 미화원의 날 지정), 온수기
및 비데설치, 1층 로비 제대로 된 게시판 설치(건의함+학과정보+한마디
+ 공약이행보고), 지폐교환기 설치, 정기적 동아리 임원회의 개최(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같이 만들어가는 경영대학), 사물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물품 학생회에서 보관, 각종 대여 물품 확대 및 보강

세부 공약

김태웅
201431064

물류무역전공/3학년
(학생회장 후보)

성다빈
201551027

회계세무학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김태웅 물류무역전공

1995 전라북도 부안 출생
2003 한 가지 자랑 갖기 대회 최우수상
2004 전북 부안초등학교 공로상
2005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최우수상
2007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최우수상

전북 부안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악장
2008 전북 부안 부안초등학교 특별공로상

전북 부안 부안초등학교 졸업
2009 전북 부안 부안중학교 전교 부회장
2010 전북 부안 부안중학교 전교 회장

전라북도교육감 표창장
2011 전북 부안 부안중학교 졸업
2012 부안고등학교 ‘백권가약’ 

독서프로그램 우수상
부안고등학교 독서 감상문대회 
최우수상
부안고등학교 학생의 달 모범학생 
표창장

2013 부안고등학교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 표창장

2014 전북 부안 부안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입학
회계세무학과 
학술동아리‘디오’ 활동

2015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물류무역학과 2학년 과대표
물류무역학과 학술동아리

‘JBL’활동
2016 R.O.T.C 입단

R.O.T.C 분대장
JBL 동아리 회장

‘대학생 나라사랑 현장을 가다’ 
교육 수료

1996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9 제9회 전라북도 어린이 대음악제

(한국음악창악부문) 동상
전주 화산초등학교 졸업
전주 신흥중학교 1학년 실장

2012 전주 신흥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실장

2013 전주 청소년운영위원회
‘투게더’ 위원장
완주 사랑의 열매 봉사단 활동

2014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실장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선도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재정지원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선도위원

2015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입학
회계세무학과 학술동아리

‘디오’ 활동
학업성적 우등상 수여
제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서포터즈 활동

2016 회계세무학과 학술동아리 
‘디오’ 부회장 활동
회계세무학과 JJ 학과알림단 위촉
제10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서포터즈 활동

(부)  성다빈 회계세무학과

이 력

공 약 사 항

Ⅰ. 놀 줄 아는 ‘당신’을 위한 축제
매년 봄 자유관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핍니다. 하지만 규모적인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더럽 벚꽃축제를 살리고 규모를
확장하여 더 재밌고 활기 넘치는 경영대학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Ⅱ. 학업에 지친 ‘당신’과 함께하는 청춘 가을여행
가을에 새학기를 맞이하고 학업에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학우여러분께 여행
이라는 테마로 학생회와 학우님들이 함께 순천같은 가을 풍경이 예쁜 지역으로
가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Ⅲ. 열심히 공부한 학우님을 위한 ‘당신의’ 리그
매년 1회 체육대회를 진행하지만 그 이외에는 스포츠 활동을 못하는 점이 많은
경영대학 학우여러분께서 아쉬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체육대회 이외에
경영대를 위한 리그를 개최해서 미니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Ⅳ. 마음도 따뜻한 ‘당신’을 위한 봉사활동
사회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하여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내소외지역에
3박4일 동안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교육봉사는 인원제한으로 한 학교당
30~35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창분교 및 행복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교육봉사는 고창에 위치한 두 개의 분교로 나누어 진행하며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에는 과학, 미술, 네일아트 등 현재 사회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학생만의 아이디어로 벽화그리기, 체육
등 특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기위해 식사비 80만원, 교육자재비용 70만원, 교통비
80만원 총 2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존 농촌봉사활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육체적 피로가 줄어들고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이 될 것입니다.

Ⅴ. 학우님의 상쾌함을 위한 ‘당신의’ 화장실
현재 경영대학 화장실은 1700명의 학우여러분을 쾌적하게 수용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자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칸은 4개지이지만 비데가 설치되
어있는 칸은 단 한 개 뿐입니다. 비데를 설치하는 이유는 비데의 순기능도외에
좌변기 보온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데 설치를 늘려 보온과 
쾌적함이 보장되는 경영대학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용품자판기를 
안으로 이동하여 사용시 민망함을 해소시키며 수요량이 많은 물품으로 판매 
물품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대학 남자화장실에는 전신거울이 없고 
세면대 위에 낮고 작은 거울 한 개만 구비되어 많은 남자학우님께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동식 거울은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벽에 실리콘으로 
부착하겠습니다. 또한 핸드드라이기 및 물비누를 설치하여 낭비되는 휴지쓰
레기를 줄이고 청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기호1번 “당신의”

자유제(자체공모전+학술제) 
자전거 대여, 프린트 사업
헌책장터, WI-FI 증폭 
국제학생 한국기업의 이해

사물함 보수 및 자물쇠, 동아리 활성화
건의함 설치, 학생 휴게실 관리 
자유관 노후 개선, SNS 활성화

벤치 환경 개선 
중앙 행사게시판 
학과 게시판 

도서 대리 반납, 독서실 개선

세부 공약

신영호
201513057
경영학과/2학년
(학생회장 후보)

장민주
201431198

경영관리전공/3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신영호 경영학과

1995 서울특별시 출생
2008 부림초등학교 졸업
2011 부안중학교 졸업
2014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졸업
2015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회 활동
서울시 새미프 기획 
서포터즈 활동수료

2016 대한민국 해군 OSC 121기 
군장학생 예비장교후보생
전주대학교 제9대 두드림 
경영대학 학생회 기획차장 역임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회 
기획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과대표 역임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알림단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필드골‘ 활동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나 농활 간다’ 수료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

‘CEO’ 가입 활동
제2회 홍대 피크닉 페스티벌 기획
서포터즈 활동 수료

1995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8 전주 초등학교 졸업
2011 전주 기전중학교 졸업
2012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 모범상 수상
2013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 모범상 수상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마일리지 모범상 수상

2014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입학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

‘JVP’ 가입 및 활동
전주대학교 창업특기생 &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과정 참여

2015 전주대학교 제8대 신드롬 경영대학
학생회 운영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MST’ 가입 및 활동
2016 전주대학교 제9대 두드림 

경영대학 학생회 운영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두드림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나 농활 간다’수료

(부)  장민주 경영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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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계 농어촌 봉사활동 시행
15학번부터 졸업학점에 필수인 봉사활동 시간을 의과학대학에서 하계 방학
중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시간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하계 방학
전에 받아 면접을 통해 50명 정도 선발해 단대끼리의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Ⅱ. 학생회비 사용내역 월별 공개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위해 매월 예산 사용내역을 월 말에 모든 학우분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Ⅲ. 의과학대학 카카오톡 아이디 개설
기존에는 중요한 행사, 혹은 이벤트 등 학회장과 과대를 통해 전파하거나 
SNS를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그 점을 한층 더 보완을 하여 의과학대학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개설하여 행사, 이벤트 전 날에 한번 더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Ⅳ. 천잠 지하 도서관 개선
의과학대학 천잠관 1층에 있던 도서관이 링크 라운지로 바뀌면서 지하에 
있는 도서관으로 합쳐지게 되었는데 그 앞에 사물함도 있고 학생회실도 있어
방음에 관한 부분은 행정실과 이야기를 나눠 개선 할 것이며 지하에 있어 
냄새, 벌레에 관한 부분은 학생회 사람들과 도서관 관리를 할 것입니다.

Ⅴ. 사물함 지급기준 변경
기존에 학생회비 납부자만 사물함을 사용하였는데 도중에 학생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학우님들의 사물함을 빼 안 쓰게 된 사물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여 사물함의 기준을 학생회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물함은 어느정도 보급을 하여 부족한 사물함을 매꿀 것입니다.   

기호 3번 “ON AIR” 

중고장터 활성
LINC 라운지 활성화

지하 동아리방 히터 지급
학생회실 대여물품 보급률 증가

화장실 휴지보급률 증가(미생물관 포함)
지하공터 환경개선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
분리수거 활성화

단과대학 하계휴양 계획
월별 행사 계획

세부 공약

유민기
201275058

건강기능식품학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이주애
201432034

보건관리학과/3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유민기 건강기능식품학과

1993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5 전주 팔복초등학교 전교 회장
2006 전주 팔복초등학교 졸업
2008 전주 덕진중학교 총학생회 

체육부장 역임
2009 전주 덕진중학교 졸업
2011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북고교 

축구대회 개인상<우수수비상> 
입상

2012 전주 우석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대체건강관리학부
건강기능식품학과 입학
전주대학교 건강기능식품학과 
2학기 과대 역임
전주대학교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수료

2013 강원도 화천 7사단 칠성부대 입대
2014 강원도 화천 7사단 칠성부대 

병장 만기전역
2015 전주대학교 건강기능식품학과

총무 역임
2016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학회장 역임
LINC 육성사업 
융합형산학연계교육트랙
(Agro-산업실무강좌) 수료

1995 서울특별시 출생
2008 전주 덕진초등학교 졸업
2011 전주 전라중학교 졸업
2014 전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입학
중앙동아리 절주동아리

‘주절주절’ 가입
2015 중앙동아리 ‘스카우트’ 가입

중앙동아리 절주동아리
‘SULOW' 활동

2016 보건관리학과 부학회장 역임
전주대학교 제6기 국토대장정

‘가찌한바퀴 돌게마심’ 완주
제15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완주기록증 수여

(부)  이주애 보건관리학과

이 력

공 약 사 항

Ⅰ. 매달 학생회 예산 사용내역 공개
단대 학생회 총무팀에서 매 주 학생회비를 파일화한 예산 사용 내역을 관리
하여 천잠관 1층 로비와 매 월 초 학회장 회의 때 전 달에 학생회에서 사용
했던 학생회비 내역서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월별 학과의 달 이벤트
한 달에 한번 단대에서 한 개의 학과를 선정해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각 학과에 추억을 선물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달마다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해서 방법은 다르게 진행하되 형평성을 위해서 상품은 동일하게 준비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Ⅲ. 농촌 봉사활동 시행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농촌봉사활동이 필요한 지역과 연계
하여 시행하거나, 의과학대학 학우분들의 가족 및 지인들 중 농업에 종사 
하시거나 일손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주시청, 구청과 전라북도 내에 사회봉사기
관과 연계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천잠 숲 쉼터 활성화
방치되고 있는 천잠관 올라오는 계단 옆 천잠숲을 의과학대학 행정실과 
협의하여 천잠숲에 들어가는 입구와 표지판을 만들고 천잠숲 내에 있는 
벤치와 테이블에 니스칠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잡초제거 등 전주대
학교 학우분들이 들어가서 쉼터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천잠관 계단 트릭아트 페인팅 추진
전주대학교 대학본부, 대외협력홍보실과 문화융합대학 디자인학부 그리고 
전주대학교 벽화동아리와 협의하여 천잠관 올라가는 계단에 진리관 계단에 
시행했던 트릭아트 페인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2번 “더하기”

화장실 방향제 설치
미생물관 관리(휴지) 

셀프 뷰티존 설치(학생회실)
동아리방 온풍기 대여
농구장 그물 수시교체
천잠 도서관 문 개선

마음의 소리함 설치(익명성 보장)
단대 행사 활성화(타 단대와 연합)

중간/기말고사 간식 이벤트

세부 공약

최민호
201328027
재활학과/2학년
(학생회장 후보)

김나연
201559005

환경생명과학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최민호 재활학과

1993 전라북도 전주 출생
2006 전주 금암초등학교 졸업
2009 전주 아중중학교 졸업   
2010 2학년 학급 부실장 역임
2011 전주 고등학교 선도부 활동

3학년 학급 실장 역임
2012 전주고등학교 졸업
2013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입학

1학년 과대표 역임
재활학과 봉사 동아리

‘H2O' 활동
육군 35사단 입대

2015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제1회 전주시 수화문화재 
자원봉사 참여

2016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학회장 역임
한국 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골든벨퀴즈대회 자원봉사 참여

1997 전라북도 군산 출생
2009 군산 지곡초등학교 졸업
2012 군산 산북중학교 졸업

영광 선교합창단 활동
1학년 학급실장 역임

2013 2학년 학급부실장 역임
2014 3학년 학급실장 역임
2015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입학
1학년 과대표 역임
CK 특성화장학금 수혜

2016 2학년 과대표 역임
환경보건학과 동아리 

‘ING’ 가입
‘환경생명과학과’ 
학과알림단 의과학대학 
부대표 위촉
전주 한지문화축제 봉사활동 참여

(부)  김나연환경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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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사범대학

이 력

공 약 사 항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매 월 학생회, 각 학과의 임원진만 참여하는 회의가 아닌 학생회장과 부학
생회장이 일반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 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
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학우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대학생활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 부탁해♡
- 학생회가 자선사업을 통해 학생회만의 독자적인 장학금을 학우님들께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순의 지급이 아닌 장학금 지급기준을 다르게
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많은 학우님들이 장학금을 받
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4% 부족할 때...(2,4층 정수기 추가 설치)
현재 사범대학에는 1, 3, 5층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2, 4층에 계씨는
학우님들이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우님들이 정수기를 편하게 사용 하실 수 있도록 2, 4층에
정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봉사와 농촌봉사의 콜라보레이션
이번년부터 졸업학점으로 사회봉사 1학점 이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
한 현재 사범대 학우님들이 졸업과 동시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60시간이라는 교육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많
은 학우님들이 사회봉사 학점이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육 봉사 시
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학우님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학
생회 측에서 이러한 사회봉사와 교육봉사를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캠프를
계획하여 사범대 학우님들에게 필요한 교육봉사 시간과 사회봉사 1학점을
채워드리며 나아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억을 만
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더럽 : 너는 나의 봄이다
매년 4월 초 쯤이면 경영대와 사범대에 벚꽃이 핍니다. 그 기간에 항상 축
제를 진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만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학우님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만 진행하는 벚꽃축제가 아
닌 밤까지 학우님들이 벚꽃을 맞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
다.

Ⅰ. 

Ⅱ.

Ⅲ.

Ⅳ.

Ⅴ.

기호1번 “당신의”

학생회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핸드폰 충전기, 물티슈)

의료서비스 확대 
진리관 게시판 활성화, 우유급식 실시

사범대 중앙 동아리 지원을 통한 활성화 
학회실 경연대회, 금연 캠페인 실시 
자격증 취득 등록비 교재비 지원 

스터디룸 효율적 사용, 인문대와 함께하는 올스타전 
학생회 무료 프린트, 간식이벤트 실시
헌책장터 실시, 벤치 파라솔 설치

세부 공약

김동현
201243005

영어교육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김세중
201448009

과학교육과/3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김동현 영어교육과

1993 전라북도 부안 출생
2005 제2회 교육감배 검도대회 우승
2006 부안 초등학교 졸업
2007 부안 삼남중학교 대의원회 

차석 부회장 역임
제10주년기념 청소년 예술제 인기상
제3회 교육감배 학생 검도대회 우승

2008 부안 삼남중학교 학생회장 역임
2009 부안군 교육청교육장배 

육상대회 원반던지기 1위 표창장
부안 삼남중학교 충의상 표창
부안 삼남중학교 졸업

2012 부안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년 과대표 역임
육군 9사단 백마부대 자원입대

2014 육군 9사단 백마부대 병장 만기전역
2015 전주대학교 제32대 레인보우 

사범대학 기획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제33대 두드림 
사범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입후보

2016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학과알림단 임명

1995 전라북도 익산 출생
2008 익산 백제초등학교 졸업
2011 익산 원광중학교 졸업
2012 익산시장배 고등학교 농구동아리 

농구대회‘이사블’우승
2013 익산 원광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부장 역임
2014 익산 원광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입학
2015 전주대학교 제32대 레인보우 

사범대학 문화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201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취업캠프 수료

2016 전주대학교 제 144학군단 입단 
및 분대장 역임
전주대학교 제33대 더블YOU 
사범대학 기획부장 역임
보훈교육원주관 나라사랑캠프 및
안보교육 수료

(부)  김세중 과학교육과

이 력

공 약 사 항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한 달에 한번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하겠습니다. 학우여러분
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질의응답(Q&A)을 받겠습니다. 이를 성실히 대
답 하여 궁금증을 해결함으로 학생회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듣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옐로
우 아이디를 개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학우여러
분과 소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학
생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층 화장실 온수기 및 비데 설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리관 각 남,녀화장실에 순간 온수장치를 설치하겠
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학우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피크시간대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국사과목 개설
한국사 자격증은 임용고시 필수 자격증입니다. 학우여러분들이 임용고시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국사 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학점이 인정 되는 기초과목 신설을 위해 수업학적지원실과 협의하겠습니
다.

봄학기 벚꽃행사를 통한 행복 더하기
학우 여러분들이 봄 벚꽃이 필 무렵 학교생활의 풍족함과 즐거움을 더하기
위하여 벚꽃 행사를 주관 하겠습니다. 각종 음식, 사진 찍기, 놀이 등을 준
비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아이디”를 통한 카카오톡 Q&A 소통

기호2번 “더하기”

공약 이행 점검표 설치/관리, 건의함 및 피드백 게시판 신설 
미화원분들 환경개선(편안한 휴식처 제공, 사범대학만의 미화원
의 날 지정), 복지서비스 강화(무릎담요, 우산, 고데기, 축구공,
농구공 등 대여), 도서 대리 반납(매주 수요일 오후5시 반납원칙)
수시적인 이벤트로 즐거움 더하기(성년의 날, 블랙데이,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등),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슈퍼스타 인재 양성
(Cp&Sp 컨설팅), 헌책장터 개최, 사범대 독서실 환경 개선(좌
석 배정 최신화 및 청소), 온라인 교육학 강의 지원(3,4학년을 대
상으로 여름방학에 교육학 강의 지원), 임용 준비 모의특강 및 시
험에 대한 재정지원,임용고시 대비 다양한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전공 및 교육학 콘텐츠 제공)

세부 공약

김재명
201241009

국어교육과/3학년
(학생회장 후보)

김지은
201543009

영어교육과/2학년
(부학생회장 후보)

(정)  김재명 국어교육과

1993 전라북도 익산 출생
2006 익산 이리동초등학교 졸업
2009 익산 어양중학교 졸업
2010 함열고등학교 부학생회장
2011 함열고등학교 부학생회장
2012 함열고등학교 졸업
2012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입학
2016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우등상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과알림단
전라북도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운영위원
전주대학교 제6기 국토대장정 

‘가찌 한바퀴 돌게마심’250km 완주

1996 전라북도 진안 출생
2009 파주 와동초등학교 졸업
2012 파주 지산중학교 졸업
2014 학교폭력예방의 날 진안경찰서장상
2015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상

진안제일고등학교 졸업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
1학기 전주대 제15017호 최우등상
2학기 전주대 제16577호 최우등상
2016 1학기 전주대 2016
-사범대학-190호 우등상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학년 2학기 부과대

(부)  김지은 영어교육과

Ⅰ. 

Ⅱ.

Ⅲ.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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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재학생 총 231명 설문 결과
-리더의 투명성, 소통의 리더십이 우선

‘대체적(학교, 국가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가?’질문에 86.6%가 투표에 참여
한다고 응답하였다.‘후보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 공약’
이 74.1%로 압도적으로 차지하였고 학위가 차지하는 %가 가장 낮았다. 
‘학생리더로서 필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27.8%가‘리더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소통하는 리더십’이 18.7%,‘열매 맺는 리더
십’이15.2%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 ‘정직성’과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대변하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겠다. 
‘2016년에 시행된 학생회 사업’에 대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은 38.8%의‘시험 1주일 전 도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출결 서비스 앱 시행’과‘명절 귀향 버스 유치’가 22.4% 동일한 값으로
높았다. 국토대장정 16.8%, 호수 리모델링 14%, 스타 특강 콘서트13.6% 등으
로 대체적으로 편중 없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회가 추진한 사
항들을 학생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리더가 된다면 어떤 공약에 비중을 두시겠습니까?’라는, 학생들이 가장 지
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질문에는‘등록금 관련’35.7%와 ‘복지관
련’이 32%로 전체의 반 이상 상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가 학생 개개인
에게 재정적, 복지적으로 도움 및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대학생의 정치참여가 미비한 결정적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총6
가지 보기 중 3가지 요인,‘정치를 참여해도 큰 변화가 없어보여서’,‘정치권과 언

론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가 23.7%로 공동으로 높았으며 학업과 알바 취업준비
가 바빠서 미비하다는 의견도 23.2% 차지하였다. 결과를 통해 기존의 정치권을
향한 비(非)-무(無)신뢰와, 직-간접적으로 정치를 통한 사회변혁이나 추구가 충족
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실업 등으로 인해 학업, 알바, 취
업준비에 몰두하는 시간과 개인적 투자의 증가가 정치나 사회를 보는 시야를 방해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 또한 16.2%를 차지한‘무관심함’과 11.8%
의 투표 외에‘정치참여 방법을 몰라서’라는 결과를 통해 비판보다 무서운 무관심
이 청년들에게 자리 잡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청년이
국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기회와 자극이 체계적인 방법이나 캠페인들
을 통하여서라도 함양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심장을 저격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탄환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발언. 그는 한 사람의 권리행사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
함을 알아서였을까?

재선에도 선출된 그는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역사와 미래에 대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투표 한 장으로 인하여 역사가 뒤바뀌는, 그야말로‘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을 리더가 됨으로 당연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 국민(혹은 학우)인
우리가 잠시‘맡겨준 것’임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생각해
본다. 또한 유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
에 지금부터 일조하는 방법은 한 표를 허투루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
는 것은 아닐까.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의 미래가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선택이 아
닌 의무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투표장에서 뵙시다!

다가오는 11월 29일은 전주대학교 제44대 총 학생회장단 선거일이다. 또한 달력을 두 장 넘기면 맞이하는 2017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2월에는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전주대학교 신문사에서는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기 전에, 학생들은 선거와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설문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14일 12시부터 1시30분경까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취재 : 이정효 수습기자, 정리 : 이빛나 수습기자>

2017년 당신의 투표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우님은 대체적으로 투표
(국가,학교)에 참여하시나요? 

■학생리더로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관련      교육관련

복지관련         학생자치 

대외협력 연계사업

대외 학교 이미지 개선 및 홍보

■내가 만일 학생리더가 된다면 
어떤 분야의 공약에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후보자 공약 소속정당

여론조사의 지지율

자신과의 인간관계

출신지역    학위

외모(인상,풍채,매너 등)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스타 특강 콘서트

기업순례

시험 1주 전 도서관 24시간 개방

모바일 출결 앱과 도서관 이용 어플 제작

호수 리모델링

북한 인권을 향한 Dream

문화별 다양한 소규모 축제, 행사개최

국토대장정

■다음 중 내가 알고 있는 2016년 우리 학생회의 공약은 무
엇입니까?

학업과 알바, 취업준비에 바빠서

정치권과 언론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

정치를 참여해도 큰 변화가 없어 보여서

투표 외의 마땅한 정치참여의 방법을 몰라서

정치 공학적 구조와 셈법이 복잡해서

그냥 귀찮아서 무관심함

기타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미비한 시대로 
평가됩니다. 그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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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과 함께하고자 작은 것도 함께하는 친밀감

학생회비를 항상 열람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리더의 투명성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리더

학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용기

성취한 공약을 밝힐 수 있는 열매 맺는 리더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발맞춰가는 적극적인 행동

등록금 조정에 관하여 타협점을 찾는 소통하는 리더십

0         10        20        30        40        50        60        70         80 

29(13.6%)
7(3.3%) 83(38.8%)

48(22.4%)
30(14%)

6(2.8%)

48(22.4%)
27(12.6%)

36(16.8%)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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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긍지와 희망을 되찾아 오기 위해”

모진 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 겨레가 이 땅에 처음 세운 나라가 아니며, 이 땅에서 이루
어진 우리 ‘나라’의 역사는 단지 70년 또는 80년에 그치지 않고 수천 년을 헤아린다. 이 세월 동안 백척간두의 위기에서도 나라와 겨레를 송두리째 잃은
적 없고, 문화적, 정치적, 사상적 성취에서 동시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찬연했던 역사의 시간도 짧지 않았다. 

최근 백 년 동안, 주권 침탈과 동족상잔이 초래한 경제적, 정신적, 인간적 가치의 빈곤 위에, 또 잇따른 독재 아래 신음하면서도 결국 높은 수준의 경제
적 도약과 민주화를 성취한 일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한다. 이 위대한 역사는 탁월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생계와 학업을 위해 자신의 삶과 꿈을 희생하고
일했던 노동자들, 독재자의 서슬 푸른 칼날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나라는 오늘날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한때 긍지와 희망의 원천이던, 우리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불
법적인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이 된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와 그가 아끼고 의지한 모리배들에 의해 우리 손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는 지워졌으며,
그에 연원했던 우리의 긍지와 희망도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다. 

지금 목도하는 국민의 분노가 간교한,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만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누적된 실정에 대한 임계치의 실망과 분노가 종말적
계기에 의해 거슬러 발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정책 실패와 위기관리 능력의 피폐상을
보여 왔다. 취임 후 경제 민주화를 위시한 선거용 공약들을 쓰레기로 만들고도 한 쪽의 미안한 내색 없이 뻔뻔스러웠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처
리와 수습 과정에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심화로 서민과 청년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기업 위주의 경제 정
책을 비롯하여, 미증유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 남북 관계의 파탄과 북핵 외교의 난맥, 도덕적 결함을 지닌 자들의 고집스런 요직 등용,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호도한 매국적 졸속 협상,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 기만과 굴욕 안보, 노골적 지역 차별과 지역 편중 인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저급한 역사관
의 강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합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관철 등 내막을 알 길 없는 기이한 정책 선택이 이어졌다.
남은 임기를 꼽아보며 한숨을 쉬던 국민들은 이 모든 실책과 의혹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저열한 농단의 일각이 드러난 이즈음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
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돌아보면, 박 대통령이, 지적 능력과 소통 능력이 박약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한 나라를 이끌 재목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진작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극도로 피하던 그가, 급기야 후보자 토론에서 보기 드물게 제한된 어휘로 지리멸렬한 구조의 문장
을 더듬으며 동문서답할 때, 우리들 중 절반가량은 그의 정체를 알았다. 스스로 논리와 견해를 체계화하여 표현할 수 없는 자,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
하며 글을 쓸 수 없는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길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립된 신념, 그리고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철학이 결여된 자가 민
주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와 국민의 불행은 필연적인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지난 12일 모인 100만 촛불의 함성은 이러한 국민의 의
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국민의 애국적 결단이 조속히 관철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를 결코 원하
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권자들이 그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사태를 보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위로의 뜻을 다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매일 강의실에서
만나는 우리는 그들이 살아갈 나라를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든 지금 이 나라를 ‘지옥’에 비유하는 미래 세대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참괴의 심경을 피할 수 없다. 긴 세월 우리가 젊음을 바쳐 만든 나라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나 정치적 의미에서나 사람이 제대로 살
아갈 수 없는 곳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끝 모를 참괴의 심경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불행한 이 나라의 모습이 우리 일상과 생활에도 축소된 형태로 스며들어 있음을 본다. 자신의 무지와 몽매를 깨닫지 못한 채 독단에 빠
진 지도자, 그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조력자들, 그의 환심으로 사욕을 도모하는 자들로 움직이는 조직의 존재가 그것이다. 과거 우리 일상과
생활 곳곳에 민주적 시스템이 도입되던 무렵과 이즈음을 비교하면서, 거시적 단위의 비민주성과 독선, 독단은 미시적 단위의 구성과 운영에도 세세하게
개입하고 반영되어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왜곡하고 있음을 본다.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 무능과 독단을 물리친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더 높은 민주적 기
초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일상과 일터를 잠식한 비민주성과 독선, 독단도 쓸어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적지 않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지녔던 긍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멀리 희망을 보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누란의 국가적 위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옳은 길을 열어 놓았던 국민들, 바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오늘의 사태를 참담함과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면서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 자랑스럽고 스스로 믿음직스럽다. 

우리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표명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고 하야하라.
2. 정치권은 특별검사를 즉각 선임하여 국정농단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3.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스스로 해체하라.
4. 전 사회적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5.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고하라.
6. 진정한 대학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전주대학교 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