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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 힘든 
주변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많은 젊은이들이 
21세기를 향한 
밝은 미래를 그려가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소망의 단비를 부어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세토록 전주대학교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에벤에셀의 하나님  -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며

<기도문>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힌 촛불, 그 촛불을 품은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있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지난 11월 29일(화), 2017학년
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더하
기’ 총학생회장단이 당선되었다.
기호1번 ‘당신의’, 기호2번 ‘더
하기’ 후보자의 치열한 선거유세는
21일(월)부터 28일(월)까지 진행되
었다. 

기호1번 ‘당신의’ 총 학생회 입
후보자들의 공약은 채플 학점인증제
와 채플원격강의 확대, 학생식당 전
면개선(코너화) + 학생식당 1000
원화(시험기간 조식, 석식), 총 연합
(총학생회) 농촌 봉사활동, 무료 프
린트 사업, 학생회 예·결산안 전면
공개 + 공약이행표 상시 계시 등을
내세웠다. 반면, ‘더하기’ 총 학생
회 입후보자들은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 공개 토론회 개최, 봄 축제
개최, 생활비 장학금 제도 확대, 시
내버스 주요 노선에 통학버스 노선
개설, 월 1회 전주대 하루시장/야시
장 오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
최하고 전주대 JEBS교육방송국이
주관하여 23일(수)과 28일(월) 2회
에 걸친 선거공청회가 학생회관에서
있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전주
대 신문방송국을 통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치열했던 선
거 공방은 2회의 공청회에서 달아올
랐고, 당신의/더하기 총학생회 후보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약되
어진 공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발
언으로 29일 1회 징계점수를 받고
사과문을 벽보에 게시하기도 했다.

29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투표는 시작되었다. 투표를 한
학생들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서는 작은 간식도 준비하는 정
성을 보였다. 6시에 투표를 마감하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8시
부터 학생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표
를 진행하였고 JEBS 교육방송국의
녹화촬영도 함께 하였다. 

전주대 재학생 총 10,412명의 유
권자중 5,703명이 총학생회 투표
에 참가했으며, 기호 1번 ‘당신
의’후보는 2,752표, 기호 2번
‘더하기’후보는 2,772표로 20
표의 간소한 차이로 기호 2번 ‘더
하기’후보가 제 44대 총학생회장
단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사범대학에서는 최대 투표
율 71.9%을 기록하였고, 의과학대
학에서는 66.3%로 다른 단과대학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또한 주
목할 점은 의과학대학에서 유일하게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온에어’ 후
보가 득표율 63.3%, 득표수 239
표 차이로 당선된 점이다. 

또한 동아리 정·부회장만 투표하
는 중앙동아리연합회 단일후보로 나
온 기호 1번 ‘당신의’후보 김민지

(정), 김혁인(부)이 95.9%의 득표율
로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소감은
8.9면에 만날 수 있다.    

2017년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장 ‘더하기’후보 당선
54.8% 투표율, 뜨거운 열기속 선거진행

JEBS교육방송국에서 진행한
‘2017학생자치기구장선거’공청회 장면.

제44대 총학생회장단 당선자

<문주희, 박주경 기자>

대학명 기호 입후보자 유권자수 투표자수 투표율 득표수 특표율 무효표 찬성 찬성비율 반대 반대비율 당선여부

총학생회
기호 1 임현주(정),  정상준(부)

10,412 5.703 54.8%
2.752 49.8%

178
기호 2번

기호 2 이주승(정),   박진호(부) 2.772 50.2%

인문대학 기호 1 곽   산(정),  박진호(부) 893 474 53.1% 15 388 84.5% 71 15.5% 기호 1번

사회과학대학 기호 1 오제영(정),  구민지(부) 1,430 815 57.0% 25 691 87.5% 99 12.5% 기호 1번

경영대학
기호 1 신영호(정).  장민주(부)

1,488 798 53.6%
354 45.8

25
기호 2번

기호 2 김태웅(정),  성다빈(부) 419 54.2%

의과학대학
기호 2 최민호(정),  김나연(부)

1,393 924 66.3%
330 36.7%

25
기호 3번

기호 3 유민기(정),  이주애(부) 569 63.3%

공과대학 기호 1 김동혁(정),  신원진(부) 1,649 774 46.9% 18 549 72.6% 207 27.4% 기호 1번

문화융합대학 기호 2 신현빈(정),  박소정(부) 1,644 721 43.9% 20 605 86.3% 96 13.7% 기호 2번

문화관광대학 기호 1 박준영(정),  한혜지(부) 1,012 548 54.2 9 474 87.9% 65 12.1% 기호 1번

사범대학
기호 1 김동현(정),  김세중(부)

903 649 71.9%
346 55.2%

22
기호 1번

기호 2 김재명(정), 김지은(부) 281 44.8%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1 김민지(정),  김혁인(부) 132 76 57.6% 2 71 95.9% 3 4.1% 기호 1번

선거 개표 결과 현황표 <기호 1번 : 당신의 , 기호 2번 : 더하기 , 기호 3번 :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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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례 : 김승종 교수(한국어문학과) 
빙모상 11/30 경기도 구리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역사회복지관인 전주평화사
회복지관(전주평화센터 희망
플랜)과 함께 26일 서서학동에
위치한 취약계층 10가구를 대

상으로 연탄 2000장을 전달했
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인 전주평화사
회복지관(전주평화센터 희망
플랜)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

층 청소년들이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들과 함께 다
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
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재

학생들이 직접 봉사에 참여하
게 함으로써 봉사를 통한 교육
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주대
학교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에 더욱더 증진하는 발
판을 마련하였다. 사회봉사센
터 김광혁 센터장은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와 지역사회복지기
관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다
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아
이들과 소통 및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
다.

사랑의 연탄 배달 ‘따뜻함을 나눠요’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나눔 실천할 것

남을 돕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살리는 일
<한국어지도 사회봉사활동 소감문>

최보람(가정교육과 3년)씨는
주변에서 ‘엄친딸’로 통한다.
늘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후 3
년간 한 번도 성적 장학금을 놓
친 적이 없다. 사회과학대의 정
루치아(사획복지학과 2년)씨
도 같은 과 70여명의 학생 중
성적이 톱을 달린다. 두 학생의
공통점은 ‘코넬노트’를 쓴다는
것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30일

수업노트를 활용한 학업 분위
기 확산을 위해 ‘코넬노트 경
진대회’를 열었다. 최우수상은
최보람ㆍ전초희(과학교육과)
ㆍ강세미(작업치료학과) 학생
등이 받았다.
전주대는 기억력 향상과 학습

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코넬노트를 매학기
1500여 권을 제작해 학생들
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 또 6
월,11월 매년 두 차례 경진대

회도 갖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원철

부총장은 “강의 노트필기 작성
이 시간 관리나 기억력ㆍ환경
전략 보다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코넬노트로
스마트하게 공부해 다가올 4
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넬노트는 1950년 미국 코
넬대학의 월터 교수가 제시한
5R(Recordㆍ기록→ Reduce
ㆍ축약 →Reciteㆍ암송 →Re-
flectㆍ성찰→ Reviewㆍ복습)
이론을 근거로 만들었다. 노트
는 강의 내용을 적는 ‘필기영
역’, 핵심 단서를 기록하는 ‘키
워드 영역’, 중요 내용을 압축
해 쓰는 ‘요약영역’ 으로 구분
돼 있다. 공부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고 기억력 유지, 복
습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
져 있다.

“우등생의 비결은 코넬노트” 
코넬노트경진대회 개최

산학협력단 연
구팀(책임자 이
정상 바이오기
능성식품학과
교수)이 지난
28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에서 열린 ‘2016년도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날 이정상 교수와 산학협력단 연구
팀이 공동연구 및 개발한 남원미꾸
리추어탕(협)(대표 김병섭)의 ‘통추
어탕의 각 지방별 레시피 개발 및
레토르트 포장, 소독 시 맛변형 방
지기술 개발’과제가 대상으로 선
정됐다. 
이번 고부가가치평가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마케팅·기업지
원 분야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가
시각·후각·미각의 관능심사와
사업성 및 경쟁력 등 기능성과 차
별성을 평가해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정상 교수는 “농식품분
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
한 산학연 과제의 모범사례로, 레
토르트 맛변형 방지기술, 추어두부
등 특허 2건을 기초하여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상품개발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연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남원미꾸리추어탕(협) 한회영 이

사는“이번 과제를 통해 기존 제품
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신제품을 개
발하여 새로운 판로확대가 기대되
며 향후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
원사업에 지원하여 박람회 참가 등
본격적인 사업화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부가지원사업’
란, 창의적인 아이템은 있으나 기
술력,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부족
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를 통
한 개발 사업이다.

이정상 교수팀, 고부가가치식품 성과품평회 대상 수상

과학교육과는 지난 10일
2012학년도부터 격년으로 진행
되어 온 가리온 학술 축제를 개
최했다. 가리온 학술 축제는 과학
교육과 재학생들의 과학적 시야
를 넓혀 예비교사 역량을 강화하
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
고자 연구소 현장 특강 참가 및
견학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11월 10일 목요일

진로탐색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
원에 진학하고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졸업생 선배의 특강을 진행
하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기술원, 서천
국립생태원에 방문했다. 
먼저 진행된 특강을 통해 대학

원 및 연구소에 대한 배경지식과
실제 연구소로 진로를 선택한 선
배의 경험을 듣고 연구소에 방문
했다. 또한, KIST전북분원, 탄소

융합기술원에 방문하여 각 연구
소에서 진행하는 실험 및 활용하
는 실험기구들을 직접 시각적으
로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특강을
들음으로 과학적 시야를 넓혔다.
과학교육과는 가리온 학술 축제
를 진행함으로써 맹목적인 진로
가 아닌 다양한 지로탐색을 통해
취업활성화 및 예비교사의 능력
을 향상시켰다.

과학교육과 가리온 학술 축제

최경주(무역
학과 89년졸)
동문이 미래
에셋자산운용
의 리테일&연
금 마케팅 부
문을 총괄하

는 대표(사장)에 선임되었다. 최
경주 동문은 1998년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을 시작
으로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
업본부장과 퇴직연금컨설팅부
문 대표, 홀세일부문 대표, 기업
RM 대표, WM부문 사장을 역
임했다. 바쁜 경영 일정에도 불
구하고, 모교인 전주대학교의 발
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
전기금 기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물류무역학과의 객
원교수로 위촉돼 후학들은 지도
하는 한편,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현장체험학습을 물심양면
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경주동문,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선임

K리그 챌린지(2부 리그)로 강
등된 성남이 전주대 문화융합대
학 경기지도학과 교수 박경훈 감
독(55·사진)을 신임 사령탑으
로 선임했다. 지난 12월 1일 성

남은 “2017년 새로운 도약과
클래식(1부 리그) 승격을 위해
박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집부>

저는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를 전
공하고 있는 재학생 황옥주입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을 통
해 알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수님
께서 제가 맡게 되는 학생이 중국 유학생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전공에서 배
운 중국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
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한편으로는 설
레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중국인
친구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도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친구들과의 첫 수업이 시작했던 날

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두 명이었고, 두
친구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
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자

기소개로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
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웃는 일도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
는 의미 깊은 첫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이 두 친구의 한국어 실력
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두 명에게 똑 같
은 수준으로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
각도 했지만 다행히도 저를 잘 따라와 줘
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학생인 신분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
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한
국에 와서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을 턴데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매일매일 열
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가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수업해 줄 시간을 기다리

고 다음에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 고민하
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더 다양하고 중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 음악도 배우고, 수
업을 마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도 다니면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중국인 학생
들과 함께 나들이했던 일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학교에
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두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
생들에게 서로의 문화,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이 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
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항상 애써주신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옥주(중국어문학과)

경기지도학과 박경훈교수, K리그 성남 사령탑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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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동아리, 절주동아리‘SULOW’

지난 11월 18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가
주관한 2016년도 전국대학 ‘절주(節
酒)서포터즈 실적평가대회’에서 전주대
절주동아리 SULOW가 사업부문 장려상
을 수상했다.  

절주동아리 SULOW는 보건관리학과
주미현교수와 이아름(회장), 외 전주대
재학생 62명으로 구성된 중앙동아리이
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가 지원
하는 대학 절주동아리 사업에 2014년
이후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캠퍼스 내
의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 홍
보, 절주교육 및 각종 절주 캠페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특히, 2015년부터 그 활동영역을 대

외적으로 확대하여 전주시 보건소, 전주
시 자원봉사센터 및 전주시 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 등과 연합하여 전주시민들의
음주폐해예방과 전주시의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절주홍보 및 절주 캠페
인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건전한 대학문화만들기 앞장서

음악학과 채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합격
올해 2월에 졸업한 전주대학교 음악학

과 12학번 채지원이 2017학년도 한국예
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에 최종합격
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순수 국내파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를 양성하는 곳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국내 예술
교육의 최정상이다. 

이번 2017학년도 모집에 현악부문만
117명이 지원하였으며, 채지원은 8.4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더블베이스 전
공으로는 유일하게 합격하였다. 전주대학
교 음악학과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진
학한 경우는 처음은 아니나, 졸업한 후 단
번에 합격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채지원은
앞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3년간 오
케스트라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현재
음악학과 졸업생들은 전북 예술문화에 선
두주자로서 큰 몫을 해내고 있다. 

지도법부문 금상, 경영법부문 은상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봐. 도서관이 24시간 개방을
하고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시국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하는거야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이 해야할 일이지

그래..그렇겠지?  
그럼...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볼까? 

제호야 
지금  뭐하고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제호야? 
요즘 시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  내가 이러려고
대학생이 됐나 자괴감이 드네.

공부는 해서 뭐해~ 

그냥 핸드폰하는 중,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드네

자 기 본 분

사회봉사 학점 연계, 외국인유학생 한국어지도

국제교류원(원장 고선우)은 우리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
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봉사 학점 연계 외국
인 유학생 한국어지도 자원봉사’를 실시하
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교양필수인 사회봉사 과
목을 연계하여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된 캠퍼
스 내 봉사활동으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활용
하여 한국인학생과 외국인학생이 1:1로 결연
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경지(한국어문학
과 2년)학생은 “유학생 한국어 지도 자원봉
사 모집 공지가 떴을 때 ‘내가 한국어 지도라
니.. 자신 없어’라는 생각으로 주저했어요.
하지만 제가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유학생 친

구의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거예
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생활 3개월째인 중국 유학생 어소진
(한국어연수)은 “같은 또래의 한국 학생과 만
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만
남을 통해 잘 이해되지 않는 학습 내용을 중국
어로 설명해주고,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와 교
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마
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한국어문학과, 중국어중국학
과, 영미언어문화학과, 국어교육과 등 한국인
학생들 중심으로 20개 팀이 진행되었으며,
11월 21일 국제교류원 한국어문화센터
2016-3학기 종강을 앞두고 지난 17일 봉사
참여자들과 평가회 및 종강모임을 가졌다.

한국어 가르치고, 사회봉사점수 따고

전주대 태권도학과，전국태권도장 경진대회 금·은

12번째수업에서 고려대학교 김윤희 교
수는 ‘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해 강의
를 진행했다. 김윤희 교수는 “현재 존재
하는 다양한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넘어선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고, 분배정의와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체로써의 경제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9세기 초에 일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산업화와 화폐의 유동성이 확대 되면서 노
동자, 농민들은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되
었고, 분배불균형에 대한 동아시아 민중

저항운동(일본 쌀소동, 조선 3.1운동, 중
국 5.4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윤희 교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서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코드는 사회사업,
즉 복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복
지가 구축되지 않은 자본의 이동은 1919
년과 같은 아픔의 역사를 다시 겪을 수 있
다고 말하면서 ‘복지’의 중요성을 피력
했다.

<배종모 수습기자>

| 조선족의 변천, 조선족 갈등은 아직도?
이번 강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와 아시아 공동체’라는 주제로 김광희(중
국 연변대)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조선족
인 김광희 교수는 특유의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강의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
갔다. 김광희 교수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 “2004년 조선족은 동포와 외국인
사이에서 타자로 크게 부각되 종족성이 약
화되었었지만, 재외동포번을 계기로 점점
완화되어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2007년의 ‘방문취업제’로
‘동포’ 로서의 혜택을 다시금 누리게 된
조선족은 인구 규모의 확대는 물론이며,
한국 내 자체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입
국 초기와 전혀 다른 사회양상을 연출하였
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강의를 마치
며 “글로벌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조선족 정체성의 변응 및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혁수습기자>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아시아 공동체

한국의 디아스포라 - 외국인과 아시아 경제공동체

태권도학과(학과장 최광근)는 지난 19
일 가천대 예음홀에서 열린 ‘제 10회 전
국태권도장 경진대회’에서 지도법부문
금상, 경영법부문 은상을 각각 차지했다.

지도법부문에서 태권도학과 4학년 이
인영，이준성，정진호 학생은 ‘백전백
승 실버 태권도 건강 프로그램’을 발표
해 금상을 수상했고, 경영법 부문에서는
3학년 류귀렬，신재현 학생이 ‘펀펀
가족 태권도 콘서트’란 주제로 은상을

받았다.
‘제 10회 전국태권

도장 경진대회’는 대
한태권도협회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도법 및 경영법에 대
한 노하우나 신선한 아
이디어를 발굴하는 취지로 2006년에 시
작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1, 2차 예선을
거친 7개팀 중 전주대 태권도학과 학생

들로 이뤄진 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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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사님께서 찍으신 사진들과 강연을 통해 박사님의 식지 않는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젊은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A.‘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말자’이것이 좌우명입니다.
올해로 제가 68세입니다. 작년에 기독교 역사의 현장

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해 65일 동안 혼자 종교개혁 성
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사람
을 만나게 되지요. 그중‘로빈훗 동네’에서 왔다고 자신
을 소개하는 40대 영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Age is number!(나이는 숫자
일 뿐이야). 

나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신이 마음먹기
에 따라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마음가짐에 따라
3,40대에도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보름
동안 하루에 20~30km를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비
포장도로가 끝없이 보이는 곳을 빵조각과 미숫가루를 조
금씩 먹으면서 걸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늙었다고 말하겠습니까?

Q. 이번 ‘종교개혁 전시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전시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생

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의 탄생, 어린시절, 학창시절의 배경과 종교

개혁의 발상지,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장소까지
모든 곳을 65일 동안 직접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던 것들
을 전시하는 시간입니다.

Q. 이번 특강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지요?
A. 이번 특강은‘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사실 마틴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

이 시도했었지만 모두 실패 하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
다. 첫 번째는 루터의 이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
클리프’화형 당하면서“나는 거위로 꽥꽥거리다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얀 후스’등 이러한 사람들이 토양과 뿌리가 되어주고
꽃을 피워 루터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

다. 즉 생명을 다해 종교 개혁을 부르짖고 순교하였던 신
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인쇄술의 발달’과‘지역 군주의 도움’이 있
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
베르크교회 정문에 95개 논조를 붙이는 걸로 시작되었
습니다. 95개 논조는 당시 발명되었던 구텐베르크의 활
판인쇄술을 통해 인쇄되었지요. 이를 통해 전보다 빨리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1517년에 논
조를 발표하고 나서는 가톨릭과 개혁파 사이에 분쟁과 싸
움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의 성립과 개신교가 성립 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
다.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후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사람들을 공원에 불러모아놓
고 파문장을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했
던 이유는 용납 될 수 없는 많은 비리를 보고 들었기 때
문이지요. 그 이후에도 황제의 심문을 받는 등 주위의 탄
압이 있었고 루터는 화형 당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그러던 중 작센 지역의 군주가 그를 도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납치를 가장하여 루터를 바르트부르
크 성으로 데려가 11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이
지요. 이 후 성경을 전파하게 하여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Q. 박사님께서는 2년 동안 신문사 가족처럼 함께하셨는데 학생
기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A. 우리가 모든 일에 100프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
니다.‘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지 않는 말은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이 항상 똑같은 것을 하면 재미가 없듯이 누군가가 계
속 채찍질을 해주고 도전을 받아서 더 앞으로 나가야 합
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글을 쓸 때에, 폭넓은 지식과 사고
가 있어야하고 서로 같이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입장은
주관적인 입장이고 이것에 남에게 읽혀질 때에는 객관화
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을 할 때에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잘 알
고 있어야 합니다. 또 조금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을 글에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내고 발전시켜야 합니
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글을 쓴 사람도 그 글을 보는 사람도 서로에게 좋
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지금
도 좋지만 훨씬 더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후기 

사람은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
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안 된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한다.‘나이는 숫
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더라도 자신이 하
고 싶은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
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힘
써주신 분들의 희생과 그 결과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Age is number, Passion is real 
[김천식 박사와의 인터뷰]

좋은 기회 결코 놓치지 않길

우리 전주대학교 신문6면‘호남선교이야기’담당자 김천식 박사!
김천식 박사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유럽지역과 선교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속에 숨 쉬는 선교역사의 발
자취들을 이야기와 사진으로 신문에 싣고 있다. 그간 하나하나 쌓인 이야기들이 지난 10월24일부터 31일 까지 대
학본관 5층 로비에서‘종교개혁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전시회가 시작되는 24일 저녁 7시에는‘종교개
혁’에 대하여 특별 강의가 진행되었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김천식 박사
를 만나보자.

“
”

<유학생 한국어지도 소감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삶의 성공의 비결
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라
는 말들이 있지만, 반대로‘기회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
리기 보다는, 직접 잡으려 움직여야한다.’라는 말도 있
습니다.

저는 한국어 지도를 해 본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대학생으로‘어떻게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야하나?’라는 부담감에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한국어
를 가지고 유학생에게 수업시간을 짜고 수업계획을 하
고 그 시간을 책임지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초
반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
도하는 유학생 친구인 소천이가 원하는 수업방향이 분
명해서 수업준비를 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희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
다.‘유학생 한국어 지도 봉사 프로그램’공지가 떴을

때, 제가‘한국어 지도라니… 나에겐 어울리지 않
아.’,‘자신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저하다가 도전을
안 했었다면 소천이와 만날 수 있는 기회, 유학생의 한
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
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시간을 내 준 소천이에게 최
대한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던 중
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와 닿았습니
다. 이숙 교수님께서 제가“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학
교를 다니며 어려운 점이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교수님의 말

씀을 듣고‘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보다는 더 소천이의 얘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일상
이야기에 더 시간을 가지며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
로그램’하고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봉사 교양
필수 2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어 수업을
구성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전의 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
적으로 두 활동이 서로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좋은 시
너지를 낸 거 같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얻
은 것도 느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봉사활
동을 생각하는 재학생들에게『사회봉사 연계』‘외국
인 유학생 한국어 지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경지(한국어문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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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그저 평범한 토요일일 수도 있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기도 하는 날. 하지만 사범
대학 학생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중등교사 임용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
다. 임용 시험 원서 접수기간이었던 지난
11월 중순, 학생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긴
박감이 떠오른다. 많이 노력했으니 노력한
만큼 실력을 펼쳐야 할 텐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날 날이라도 따
뜻해야 할 텐데, 타지로 가는 학생들은 제
때 도착해야 할 텐데, 온갖 걱정이 앞선다. 

나는 가정과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학 가
정교육과 학생들에게 의류, 그러니까 옷
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 교육자를 교육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이런 생각
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들 또한 보다 어
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자
가 될 거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 글을 쓰려고 생각을 모으다 보니 반
복적으로 떠오르는 한 분에게 생각이 집
중되었다. 학부 1학년 첫 전공에서 뵈었던
그 분은 우리에게‘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
게 노력하라!’고 하셨다. 워낙 오래 전 기
억이니 정확하지 않지만, 힘을 키울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서 영향력있는 사람이 되
어 주변을 변화시키며 살라는 뜻이었던 것
으로 기억한다.  
그 분도 변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궁금
함이 생겼다.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신 분,
젊었고 열정이 가득했고 스타일이 정말 멋

있었던 그 분이 아직도 그대로일까? 그럴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분의 근황을
친구에게 물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던 친구의 대답은 ‘그대로야~’
였다. 여전히 멋있으시고, 따뜻하시고, 강
하시고, 꼿꼿한 교수님의 모습.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란다. 그때와 똑같은 강직
하심으로 인해 가끔 오해도 있고 모든 이
들과 편하게 지내진 못하신다는 얘기도 함
께 들었다.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 낯이 붉
어졌다. 세월에 따라 변하셨을 거라는 나
의 나쁜 기대가 무색해졌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이런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옷에 대한 지식을 가르
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만
나면서‘따뜻하다’는 느낌을 받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도 나도 서로를 변화시키
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을까? 내
가 그렇게 영향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까? 그렇게 되고 싶다. 작심삼일이라 해도
삼일마다 작심하면 뜻을 이룬다고 하던
데,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한다. 교육자를
교육하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
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가 작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싶다.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부디 날씨가
따뜻하기를, 교통도 원활하고, 우리 아이
들의 컨디션도 좋기를~ 그리고 아이들의
노력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선진화되어있

는데 정치인들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전
근대적 형태로 가득한 2016년 12월
을 후손들에게 어찌 설명해야할지?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향한 촛불을

들었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횃불로 오인하고 왜곡하
는 어처구니없는 정치 상황들은 다음세
대에게 어찌 설명해야할지?
학생들에게 보이는 기성세대의 부끄

러운 민낯 때문에 요즈음 얼굴이 화끈
거릴 때가 많이 있다.
자기 자신이나 본인이 속한 정당의 정
치적 계산법으로만 상황을 풀어 가려하
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큰 뜻을
모아야할 때인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여권은 그렇다 쳐도 야권까지 계산기

두드리느라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당리당략에 흔들리는 정치권은 결국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 전주대 2017학년도 총학생
회 선거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총학 지
도부와 각 단과대 지도부가 결정되었
다.
선거의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최선

을 다한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다음세대의 주역들이 될 학생회는 더
욱더 변모해야할 것이다.
인기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진심

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
민을 깊이 하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
올바르고 진실하며 신실한 철학을 소

유할 때 진정한 미래의 꿈을 흔들림 없
이 그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젊은이들이 기

성세대의 부족한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
고 구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하며 진실하고

신실한 철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2017년‘총학생회’와‘단과대학 학
생회’그리고‘중앙동아리 연합회’
가 되길 소망한다.

교수칼럼

심준영교수
(가정교육과)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 되어야

진실하고 신실한
철학을 소유한
학생회가 되길

주변을 변화시키는 리더

유난히 더웠던 7월 교수 임용프로세스
를 위해 방문했을 때 우리대학의 아름다
운 캠퍼스는 신록으로 무성하였습니다. 저
는 오랜 동안 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 개
발을 해 왔기 때문에 학교 강의 경험이 부
족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단풍도 지고, 벌써 겨울 초입,
한 학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새삼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실감합
니다.
우리대학으로 오면서“강의는 잘 할 수

있을까?”,“학생 지도는 잘 할 수 있을
까?”,“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
까?”,“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
지?” 등등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첫 강의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학생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준 학
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
습니다. 강의와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가
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여러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계 법칙 중에 8 : 2 법칙이라고도 하는

“파레토법칙’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
체 100% 중 상위 20%가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경험적 이론입니다. 반대로
어느 조직이든지 하위 20%는 조직에 적
응하지 못한다는 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부적응 20%를 떼어내고, 잘 적응하는 나
머지 80%로 조직을 구성하였을 때, 그 중
의 20%는 다시 조직에 부적응한다고 합
니다. 저는 이 법칙이 무시되어 우리 전주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에 들지 않도록, 모
두가 슈퍼 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방학입니다. 긴 방학 동안 더 갈

고 닦아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성과가 있
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되면 후배
들이 덕을 봅니다. 선순환이 되도록 다 같
이 노력합시다.

박성수 교수
(과학교육과)

창의적 인재, 전주대 수퍼스타
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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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첫 발을 디뎠다. 미국장로교
와 감리교 선교사인 이들은 서울을 중심
으로 한국에 개신교인 장로교회와 감리
교회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한국 선교 7년 후 안식년을 맞이한 언
더우드는 1891년 안식년으로 귀국하여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한국 유학생
윤치호와 함께 강연을 하였다. 당시 미국
시카고 맥코믹 신학생 테이트와 유니온
신학생 레이놀즈, 전킨 등이 테이트의 강
연에 감동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일곱
명의 젊은 선교 지망생이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파송되었다. 
테이트, 레이놀즈, 볼링, 전킨, 레이번,

데이비스, 마티 테이트 등 일곱 명의 선
교 개척자들은 1892년 말 한국에 도착
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전주에 호남선교

거점센터인 전주선교부를 개설하고 서문
교회를 세우며, 호남지역 선교를 시작하
였다. 이어 개척자들은 군산선교부, 목포
선교부, 광주선교부, 순천선교부를 세웠
고 각 지역에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설립
하였다.

선교사들은 복음선교와 함께 교육선
교, 의료선교를 병행하였다. 물론 한국에
도 교육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주로 특수
층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교육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며, 기독교 정
신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 민족의식 고취
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것

은, 당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음은 물론
자신의 이름도 가지지 못한 여성의 정체
성을 찾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질병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 치료에 정성을 기울였다. 의료선
교사들은 일반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적으로 버림받은 한센씨병 환자들을 돌
본 일은 예수의 이웃사랑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묻혔다. 광주 선
교사 묘역에 유진 벨, 오웬, 크레인, 서서
평 등 선교사들이 그리고 전주에도 7인
의 선발대 일원인 전킨과 리니 데이비스,
랭킨, 핏츠가 영면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인 목회자들을 양성
하였는데, 1907년에 평양장로회신학교
에서 이기풍, 길선주, 서상조 등 7인에게
목사 안수를 하므로 한국에 최초의 목사
를 배출 하였다. 이들은 한국 교계 뿐 만
아니라 민족과 사회를 위한 일에 앞장섰
다. 서경조목사는 목사 안수 전에 형 서
상륜과 함께 소래교회를 설립하였고 새
문안교회 설립에 기여하였다. 
길선주목사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

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3·1독립운동 시
에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활동을 하
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초대 제주
도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목사는 제주
도와 광주, 순천, 여수 등 전라남도 지역
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에 힘썼다. 그
는 일제강점기에 여수에서 일경에 의해
옥고를 치룬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907년에 이어 1909년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2회 졸업생이 배출 되었다. 김
필수, 윤식명, 최중진이다. 이들은 제3회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김필
수목사는 진안, 장수, 무주 지역의 목사
로 최중진목사는 정읍, 태인 지역에서 그
리고 윤식명목사는 무안, 목포 지역으로
파송 되었는데, 이들의 선교 활동은 호남
지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주 출신으로 서문교회 첫 세례
자 중의 한 사람인(당시 어린이) 김창국
은 신흥학교 1회 졸업생으로 평양신학교
를 졸업하고 광주양림교회 등에서 시무
하였다. 김인전 목사는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으로 이곳에 사재를 털어 민족학교
인 한영서원을 세우고 각 지방에서 온 학
생들을 가르쳤다. 일제 탄압으로 한영서
원이 폐교되자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수
학한 후 목사가 되었고 전주서문교회에
서 시무하였다. 

그가 서문교회에서 시무하던 시기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는데, 이 때 장터에서 김인전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일로 인해
중국 상해로 망명한 김인전목사는 그곳
임시 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김인전목사
이후 서문교회에 부임한 배은희목사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체를
조직하였고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두 목사의 비석이 현
재 서문교회 종각 옆에 있다. 

인근 김제에는 금산교회(기역자교회)
가 있는데, 문화제가 된 교회 건물로 유
명하지만 그 못지않게 주인과 머슴이 장
로 피택 과정에서 생겨난 훈훈한 미담으
로도 유명하다. 미담의 주인공은 그곳 지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다. 교회
에서 장로 투표를 할 때 였는데, 투표함
을 열어보니 결과는 의외였다. 주인은 떨
어지고 머슴이 당선 된 것이다. 그런데,
조덕삼은 승복하고 머슴을 깍듯이 장로
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로 보

내 목사가 되게 하였다. 목사가 된 이자
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되었고
후일 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3번 역임하
는 등 교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인물이 되
었다.

군산 지역에서는 개복교회와 지경교회
의 주춧돌이었던 최흥서, 홍종필목사, 익
산에서 3·1 운동을 주도 했던 박연세목
사 등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
을 이어간 수많은 목회자들 - 순교자 박
연세목사를 비롯하여 두 아들을 죽인 안
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은 손양원목
사 그리고 계엄군 사령관을 만나 총살 직
전에 있는 안재선을 살려 낸 나덕환목사,
어촌과 낙도 선교에 평생을 바친 선한 목
자인 안기창목사 -과 증도의 문준경전도
사를 위시하여 순교한 이름 없는 성도들
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호남지역 교회를 포함하여
선교사들과 초대교회 한국인 목회자들의
소명의식과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이 밑
거름이 되어 세계 선교사상 유래가 드문
성장을 가져 왔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의 헌신과 그들이 이뤄놓은 선교의 역사
를 소중히 해야 마땅할 진데,  

과거 이처럼 이름다운 선교동산이 어떤
연유인지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다. 보
존해야할 선교 유적을 허물고 이곳에 무
엇을 만든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
으며, 선교 역사를 보존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하겠는가!“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기원전 1400년대
에 모세가 강조한 말씀(신명기32:7)이
떠오른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45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호남선교 120여년’

▲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최초의 한국인 목사)

▲ 박연세목사          ▲ 나덕환목사           ▲ 안기창목사

▲ 광주선교부 묘원

▲ 전주선교부 묘원

▲ 호남지역 최초의 선교사들 ▲ 호남 최초의 서문교회와 테이트선교사 ▲ 나환자들, 민둥산에서 집단 움막 생활 ▲ 이들에게 삶의 터전 마련해 줌(애양원)

▲ 김인전목사 기념비 ▲ 배은희목사 기념비



7제860호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아 메 리 카 노

벰

이 버 베

섬 유 유 연 제 네

이 복 딕

호 트

숨 인 컴

총 네 버

장 이 배

님 오 버 워 치

스 타 누 리

 <859호 정답자>

1.안광수(축구학과) 2.김은진(중등특수교육학과)
3.윤한숙(영어교육과) 4.이은지(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5.정명일(건축공학과) 6.최선아(역사문화콘텐츠학과)
7.이은재(물리치료학과) 8.신찬규(전기전자공학과)
9.최주희(상담심리학과) 10.윤한나(사회복지학과)

탑 바 텀 블 러 시 아 덴 마 블 크

이 종 격 투 면 대 면 상 기 하 지

리 멸 열 상 상 아 플 아 말 자 하

퍼 시 가 슴 앓 이 사 장 고 무 소

속 식 장 당 음 폰 팜 상 사 랑 데

뷰 속 상 만 담 스 짐 상 수 건 담

영 적 파 이 리 은 철 승 세 라 테

디 응 찬 도 어 락 무 선 충 전 기

빕 찬 당 독 퍼 쉬 가 화 만 사 성

대 한 민 국 독 저 연 탄 봉 봉 탄

끝 목 도 리 비 아 성 서 신 부 절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성경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2.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하는 일. 괴로움으로 마음을 앓는 일.
3. [성경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
4.‘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 #드라마 name 
5.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림. 우리는 어딜 가고, 

무엇을 하든 ○○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간은 ○○의 동물
6.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학기가 끝날 무렵에

치르는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7. 음료수를 마시는 데 쓰는 밑이 평평한 큰 잔. ○○○의 어원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텀블(Tumble)에서 온 말로 
물·주스 등 음료 등을 마실 때 쓰입니다.

8. 2007년 1월 9일, 애플이 발표한 휴대 전화 시리즈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양대 산맥이며, ○○○!하면 
스티븐 잡스가 떠오르죠. 

9. 불에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을 뜻하며, 
○○○이 강한 물질로는 수소·에탄올·셀룰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10. 추위를 막거나 멋을 내기 위하여 목에 두르는 의류 용품입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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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만평

판타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신비한 동물사전”

·감독 : 데이빗 예이츠   

·장르 : 판타지/어드벤처

·주연 : 에디 레드메인, 콜린 파렐, 
캐서린 워터스톤

·제작국가 : 영국, 미국

·개봉시기 : 2016.11.16. 개봉

·관람가능연령 : 12세 이상 관람가

1926년 뉴욕,‘검은 존재’가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
들고 미국의 마법의회 MACUSA의 대통령과 어둠의 마
법사를 체포하는 오러의 수장 그레이브스가 이를 추적
하는 혼돈 속에 영국의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가 이 곳
을 찾는다. 그의 목적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한 것.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신비한 동물을 구조해 안에 마법의 공간이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며 보살핀다. 하지만 은행을 지나던 중 금은보
화를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인 니플러가 가방 안에서 탈

출을 하고 이 일로 전직 오러였던 티나와 노마지 제이
콥과 엮이게 된다. 이 사고로 뉴트와 제이콥의 가방이
바뀌면서 신비한 동물들이 대거 탈출을 하고 그들은 동
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 곳곳을 누빈다. 한편,‘검은 존
재’의 횡포는 더욱 거세져 결국 인간 사회와 마법 사회
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뉴트의
소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출처 : 네이버 영화>

◎
영
화
줄
거
리
◎ 

1926년의 뉴욕, 바로 뉴트 스캐맨더가 발을 디딘 그
곳은 '검은 존재'에 의해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 그 가운
데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던 뉴
트는 그가 보관하는 신비한 동물이 도망치게 되고, 거리
를 헤집어놓는 그들 때문에 뉴트가 '검은 존재'이며, 그
가 뉴욕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오
해를 받게 된다. 물론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알 수 있
겠지만 뉴트는 순수하게 신비한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
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
존하고 관리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마법사(?)일
뿐이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사람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에 온갖 사
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
나온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겉모습만 본다면 쉽게 '위
험한 동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섣부른 판단
에 의해 '신비한 동물'들이 멸종위기에도 처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 유용한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는 동물들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어떤 것을 마주할 때 나의 관점 안에서 그것을 쉽게 판
단을 내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
의 장점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배종모기자>

평소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나에게는 정말 흥미를 주는 영화였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판타지 세계에 한 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 들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신비한 동물’의 탈
출과‘검은 존재’로 인해 뉴욕이 파괴되는 것이 뉴트
의 탓이라고만 말하던 마법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
고 있을 때, 뉴트가 자신이 구했던 동물들을 이용해 모
두 해결하였다. 멸종되어가는 신비한 동물들을 구하고
자 했던 뉴트의 상황을 모르고 도망간 동물들로 인해 뉴
욕이 망가져가는 상황만을 보았던 마법사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만을 보
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김승철 기자>

◎

학

생

기

자

평

◎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저자 :김수민        ·출판사 : 쌤앤파커스        ·출판일 : 2015.12.11

요즘 같이 추운 날, 시험으로 예민해진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말
을 하는 책을 소개 해주고 싶다. 상처받은 영혼에 따끔한 말 한마디
보다, 따뜻한 위로로 기운을 먼저 북돋아 주는 책 『너에게 하고 싶
은 말』.    이 책은 친한 친구가 들려주는 일상의 말처럼 우리가 무

심코 지나쳤던 사랑, 이별, 우정, 학업, 진로와 같은 일상적인 우리
의 고민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 책을 통해서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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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는  2017 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당선인터뷰

인문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893명/ 투표율 53.1%/ 찬성비율 84.5%) 

1. 인문대학 각 학과간의 교류가 없었던 아쉬운
점과 인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학우님들과 직접 소
통하며 불편했던 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보안해
함께하는 인문대학을 만들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
습니다.
2. 추위에 염려되어 따뜻하게 입으라는 한마디

와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아내리며 힘듦이 사라졌었
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잊
지 못할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3. 앞으로의 2017년도는 준비기간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앞으로의 인문대학 모든 학우
여러분께 외쳤던 저의 그 당찬 포부를 꼭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는 학생회장이 될 것입니다. 
학우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학생회장, 당당하게 신뢰받고 의미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정말 건강한 제 13대 인문대학 학생회를 꾸리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1,430명/ 투표율 57.0%/ 찬성비율 87.5% )

1. 사회과학대학이 학과간의 왕래는 물론 같은
학과 학우여러분끼리도 왕래가 많이 없는 것을 보
며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학우여
러분 간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
니다.
2. 선거캠프 식구들이 추운 곳에서 후보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것을 본 후보자들이 감
동 받고 기운을 얻어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3.‘당신의’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학우여러분

앞에 당당한 학생회의 모습으로 학우여러분께 신
뢰받고 학우여러분과 의미 있는 전주대학교를 만

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신뢰받아
의미 있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되어 학우여러분께서 당신의 학생회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유권자수 1,488명/ 투표율 53.6%/득표율 54.2%)

1. 경영대학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학우여러분과 보다 더 나은 경영대를 만들고자 출
마를 결심하였지만, 또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대학 동아리들을 더욱 활성화시켜 보다 더

활기찬 학교생활을 학우여러분께 보장해드리고 싶
었기 때문입니다.
2. 마지막 당시 저녁운동에서 너, 나 할 거 없이

유세활동에 참여하기위 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향해 응원하며 외칠 때 전
주대학교에 울려 퍼졌던 그 감동.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 학우님들의, 학우님들에 의한, 학우님들을

위한 경영대학 ”
먼저, 저희는 친근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어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들을 하나하나 이
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우여러분과 소
통하고 신뢰감 있는 경영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의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3번 
(유권자수 1,393명/ 투표율 66.3%/득표율 63.3%)

1. 학생회 활동을 통해 아쉬운 부분과 개선할 점
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과대를 위해 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주변의 응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강의실에서 포부를 이야기 할 때, 긴장하는

부분 때문인지 땀이 얼굴에서 주륵 흘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학우님께 왜 이리 땀을 흘
리냐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다
며 고개를 숙여 땀을 닦은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3. 저희를 믿고 선택해주신 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거만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발로 뛰어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를 갖
고 더 학생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공과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1,649명/ 투표율 46.9%/ 찬성비율 72.6%)

1.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우분이 우선이라는 것
을 배웠습니다. 학우여러분께 보다 더 소중한 추
억을 선물해드리고, 소통을 통해 학우여러분이 힘
을 얻을 수 있는 공과대학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
해 출마하였습니다.
2. 유세기간에 공과대학 학우여러분이 기호나

슬로건을 외쳐주시고 잊지 못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3. 당당하게 학우여러분 앞에 신뢰받고 의미 있

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당신의’공과대

학 학생회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린 공약사항들을 지켜나가며 학우여러
분을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후보자였을 때의 간절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학우여러
분이 학교생활에 있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발 더 앞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
며 임하겠습니다.  

문화융합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유권자 수 1,644명/ 투표율 43.9%/ 찬성비율 86.3%)

1. 학생회 활동을 하며 앞장서서 학우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투명한 문화융합대학을 만들
겠다. 이런 다짐을 통해 이번 제3대‘더하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2. 에피소드보다는 소중한 추억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잠 설쳐가며, 함께 추위에 떨고 함
께 응원하며,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함께’여서
힘든지 몰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
니다.
3. 제3대‘더하기’문화융합대학 학생회장 신
현빈과 부학생회장 박소정은‘처음처럼’이라
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선거 출마를 결심하며 세
웠던 공약들, 계획들 하나하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친근하고 보다 투명한 문화융합대학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더
하기’학생회 슬로건처럼 학우여러분의 발걸음에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학우여러분께
가능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는 문화융합대학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문화관광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1,012명/ 투표율 54.2%/ 찬성비율 87.9% )

1. 학생회를 경험하며 행복한 추억과 많은 사랑
을 받았고 이제 제가 그 사랑과 즐거운 추억들을
돌려드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리걸음인
문화관광대학이 아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관광대학을 학우여러분과 함께 가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2. 잊지 못할 추억을 돌이켜보면 저희‘당신
의’ 선거캠프 후보들과 사진을 찍었던 것, 목이
쉬어라 연습했던 것, 선거유세기간과 투표결과 발
표가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었던 것을 뽑자면 유
세기간 마지막쯤에 저희 후보자들 믿고 도와주는
문화관광대학 선거캠프 친구, 후배들이 감기에 걸

렸을 때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며  제가 더 좋은 결과로 보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세상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천하는 1%에 의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각자 고유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

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뜻을 함께하는 하나의 움직임. 이 움직임을 학우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범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903명/ 투표율 71.9%/ 득표율 55.2%)

1. 저는 사범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업과
취업, 무엇보다 임용고시 준비 때문에 20대의 좋
은 추억을 놓치는 학우님들을 보고 무척이나 안
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진 사
범대학을 만들고 싶었고 그 생각은 점차 꿈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선거 활동 기간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 추위였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추위 때문에
유세 운동 중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을 받
았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
해 버틸 수 있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선거캠프 동
생, 동기, 선배 모두가 옆에 서서 몸을 떨며 소리

치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식구들 덕분에 용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3. 학우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여 사범대학의 문제점들을 고치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학우님들에게 외쳤던 약속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알
찬 행사들과 기획을 통해 20대를 빛내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드리겠습
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132명/ 투표율 57.6%/ 찬성비율 95.9% )

1. 현재 중앙동아리에는 70여개 동아리로 이루
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학교에서
는 취업동아리를 살리느라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전주대학교 동아리를 대한민국 NO.1
동아리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선거 활동기간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희만을 보고 열정적으로 도와주며, 믿고 응원해
주는 식구들과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나 지금뭐
해, 일어나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
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3. 지난 일주일 유세기간동안 동아리 회원분들을 만나며 중앙동아리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열정과 진심을 잊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2017학년도는 회원분들을 위해 당당하고 신뢰
받고 의미 있는 중앙동아리연합회 학생회를 만들어 전주대학교 동아리가 더욱더 발전되
고 각 분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1. 선거 출마를 생각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Q2. 선거 활동 기간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Q3. 앞으로의 포부와 마음가짐을 작성해주세요.

김민지(정), 김혁인(부)

곽산 (정), 이주미(부)

유민기(정), 이주애(부)

김동혁(정), 신원진(부)

김동현(정), 김세중(부)

박준영(정), 한혜지(부)

오제영(정), 구민진(부)

총학생회 당선자 기호 2번 (유권자수 10,412명/ 투표율 54.8%/ 득표율 50.2% )

신현빈(정), 박소정(부)

김태웅(정), 성다빈(부)

1. (정-이주승) 제가 있는 곳을 더욱 나은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
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자 꿈입니다. 이곳 전주대
학교에 와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차례의 낙선을 경험하였으나,
감사하게도 2016년 더블YOU 총학생회의 기획실장을 맡아 일하
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 다시 한
번 도전하여 그 비전을 이루고자 올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
게 되었습니다.

(부-박진호) 제가 2016년 의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할 때,
계획했던 행사마다 비가 내려 학우님들이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학생회 일에 더욱 집중하
게 하였고, 결국 이번 학생회 선거 출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학우들 앞에 서서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가치에 대해 이
야기하고, 학우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겠고 또 그 일들을 해내
기 위해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주어진 기회였고, 또 그래서 너무 고대했던 순간
이었습니다. 학우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했는데, 제가 이야기 할 때
마다 너무나 많은 학우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지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이 가

장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3. 학우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 응원으로 이렇게 학우여러

분의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선거기간동안 학우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학우여러분의 발걸
음에 ‘의미’와 ‘가능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1만 2천 전주대학교 학우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2017년 학우여러분의 학교생활
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이주승, 부총학생회장 박진호

<취재: 조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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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
다. 그래서 한 국가의 최고
리더십은 분명한 목소리로
민족의 장래를 예언하며, 카
리스마(karisma)적인 영감
으로 민족이 나아갈 바를 선
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시적, 구체적, 명시적이어
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나아갈 방향이 분명치
않다면 그 누구도 그 리더십
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자
연히 민족은 분열하고 국가
는 송두리 째 흔들리게 된
다. 

▼ 위대한 리더십은 위대
한 비전의 사람이다. 세계를
움직인 리더십은 권력과 폭
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독재
자가 아니었다. 그 시대에
남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
인 아이디어로 인류의 평화
와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 선지자였다. 이들이
민족 앞에 제시한 비전은 인
기 영합주의(populism)에
기초한 정치 공약이 아니었
다. 성실하고 창조적이며 실
천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
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
계자로 세울 때에 명확한 비
전을 주셨다. 앞으로 이스라
엘 백성이 행해야 할 삶의
지표였다. 여호수아는 하나
님께 받은 비전을 백성에게
선포했다. 위대한 지도자 모
세가 죽은 후 실의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
수아를 통해 갖게 된 하나님
의 비전으로 ‘약속의 땅’
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하
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여호
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
안에 진입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
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
까지”(수 1:4). 이슬라엘
백성이 취할 경계선을 분명
하게 일러 주셨다.

▼ 이와 같이 민족 앞에
제시하는 비전은 아주 실제
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지진과 홍수와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세계
곳곳에 만연한 폭력과 갈등,
100만 명 촛불집회… 왠지
불안하다. 무엇보다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비
전을 선포하는 리더십을 만
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
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통해 이 땅에 복으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
니” (수1::3).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에 사활을 걸었을 까요? 여러분‘사활
을 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활
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
갈 때 어떤 것을 할 때 그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에 자신
의 일생과 의지를 쏟은 것일까요? 그렇다
면 전주대학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
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재건
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활을 걸었던 성벽재건은
외부에 공격에도 요동치 않을 성벽을 중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과 8
절을 보게 되면 알아듣기 힘들고 외우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산발
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을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해드
린다면‘내가 잘된 것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분노했을 까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중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허물
어져 가고 있는 틈이 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중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
력한 회복을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
은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생활과 전쟁생활
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선민의 자존심까지 무너졌었는데 그 모
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봉쇄하다, 막아두다.’
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
끊임없이 공격하는 삶의 문제들,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한 우리들, 합력하
여 선을 이루어야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나
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상황 가
운데서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을 대비할 방
어벽이 보수되어져 가고 있자 사람들은 분
노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
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사람을 신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어려움과 분
노함이 있게 된다면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을 해야만 했던 가
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
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지극히 크신 주
님께로 집중하는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었
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인정하
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싸우는 것은
대적과의 싸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
수살렘의 성은 삶을 위해 구별되는 곳일 뿐
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도 구별된 곳입니
다. 성벽재건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재건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
미야는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성벽재건
에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방관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
는 문제들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우리의 마
음을 주님께 드리며 외부에 공격에도 요동
치 않을, 내부의 자멸감을 떨치고 일어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 집중할 수 있
는 견고한 성벽을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강용일 목사
(경배와찬양학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최춘선 할아버님
작년에 보고 며칠 전 기독교상담 수업
중 또 한 번 시청한 다큐(‘가난한 자는 복
이 있나니 - 맨발천사 최춘선’)에서 기억
남는 장면이 있다. 한 노인이 지하철에서
이런 말을 반복한다. "진짜 유관순, 가짜
아니오! 진짜 이순신, 가짜 아니오!" "미스
코리아 춘향이, 다 좋은데 그 귀걸이는 너
무 비싸". "와이 투 코리아". 30년째 맨발
과 전단지로 휘감은 전신은 광인으로 보
여지기도 한다. 승객반응은 대체로 비웃
기, 코 막기, 인상 쓰기, 피하기 중 하나이
다. 하지만 노인이 하나님 품으로 떠난 후,
사람들은 그 노인을 재조명한다. '김구선
생과 독립운동, 5개 국어 가능 수재, 와세
다대 유학, 김포일대의 수십만평 땅 소유
주였으나 하나님소유라며 빈자들에게 대
부분 베푼 목사, 방 한 켠 '온 세상 날 버려
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송가구절.' 그
의 이름은 최춘선이었다. 그가 평소 전하
던 말은 '우리가 진짜 유관순, 이순신 정신
을 가졌다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수 없다.' 를 뜻한다. 우리는 겉모습
이 아닌 중심으로 최춘선 할아버님을 바라
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고, 그
제야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의 저자는 한국

에 루키즘을 경고한다. 외모는 능력과 인
성을, 명품백은 사람과 귀천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으며, 꾸밈은 미적표현을
넘어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게 된 것 같다.
보드리야르 용어로 파상실재가 실재의 지
위를 전복시키고 극실재가 된 것이다. 특
정인들이 파상실재를 무한히 생산하는 현
대미디어 특성상 파상실재와 실재를 구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필연적으
로 미디어소비자는 파상실재와 실재를 믿
으며 획일화된 시야와 삶으로 자신의 중
심을 선택하는데 암묵적으로 강요받게 되
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사실 이렇게 규정
된 중심을 갖게 된다는 건 자신을 잃어버
린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다. 더불어 그
런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현상은 타
인의 중심도 바라보는 걸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머무르기를 통해 중심을 보는 사람들
한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선 먼저 자

신부터 성찰해야 한다. 중심이란 내면을
말하고 실존에 앞선 본질을 말한다. 기독
교상담 강의에서 장선철 교수님은 '머무르
기' 가 본질성찰의 한 대안이 될 것이라 한
다. 이는 고독 속 자신과 대화를 통해 내
면을 관조하고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질은 내 안의 하나님, 예수님 모습을 발
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찾은 본질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곧 실존을 완성하는 삶
이다. 머무르기는 타인의 중심을 보기에
앞서 자신을 성찰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머무르기 방법을 확장시킨다면, 사서 중

대학 인 3강령, 8조목으로 표현 가능한
것 같다. 성찰, 탐구하여(格物) 본질을 알
고(致知) 실존을 완성하는 삶(誠意 , 正心)
을 개인의 범위(修身) 뿐 아니라 주변, 국
가, 전 지구적 규모(齊家 , 治國 , 平天下)
로 확장시켜 본질을 보는 눈(明明德)을 모
두가 갖게 된다면(新民), 세상은 더욱 아
름다워(止於至善) 질 것이다.

도전받은 나의 삶
최춘선 할아버님은 남 시선에 아랑곳 않

으시고, 하나님 시선만을 느끼며 사신 것
같다. 달리 말하면 머무르기를 통해 하나
님 앞에 본질을 찾아 실존을 완성해 나가
셨던 것 같다. 나를 돌아보면 사람들 앞에
서 간혹, 나의 외면적모습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 태
도, 자세가 달라졌다. 이런 경험은 중독적
이고 황홀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랬
고, 겉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회의감과 갈증의 고통은 늘
동반되었고, 필연적으로 격물치지(格物致
知)를 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내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사람 볼
때 눈이 그 내면을 향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충만함을 느끼
며 노력하고 완성해가지만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같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며 세상은 아름다워질까 하
는 기대를 한다.

<이정환 상담심리학과 2학년>

예루살렘의 중건 (느헤미야 4:7~14)

진리의 샘 2016.12.01.(목) 교직원 목요아침기도회 말씀

겉 모습 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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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모든 구성원이 기도로
준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비상하는
전주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목요아침기도회, 교직원 예
배, 1대1제자양육, 장로회,
교수선교회, 직원신우회, 기
독교 동아리를 비롯하여 전
주대학에 속한 모든 구성원
들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
게 하시어 하나님의 계획하
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 02. 연합과 사랑으로 하
나 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채플 및 성
품채플, HOLY CLUB, 전주
대발전목회자협의회, 학원복
음화협의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협력하여 지역교
회와 함께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 03. 전주대학교에 속한 모

든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인 진
리 안에서 양육되게 하옵소서.
전주대학에 속한 1만 여명의
학생들, 특별히 800여명의
외국인유학생들이 채플과 강
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
운데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 04.하나님께서 세우신 총
장, 부총장, 교무위원, 교수회
임원 및 직원노조 임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행하
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
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
워질 학생회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
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
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
어지게 하옵소서. 

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는 서울 오륜
교회(담임 김은호목사)에서 열린
‘2016다니엘 기도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이번 ‘2016 다니엘기도
회’에서는 국내외 3,200여개 교회가
참여하여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
를 드렸다. 21일간의 예배 순서 중 지
난 11월 18일 예배에서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학과장 김문택교수와 함께 학
생들이 찬양을 인도하였다. ‘다니엘기
도회’는 21일간 매일 밤8시30분부터
시작하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어가는 예배이다. 국내외 영향력 있

는목사와 사역자들의 간증과 설교에 앞
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찬양사역팀
들의 찬양인도가 있었으며, 18일차 예
배를 경배와찬양학과에서 인도하였다.
올해로 19년째 맞는 ‘다니엘기도회’
는 1998년 오륜교회에서 처음 시작하
여,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기도회로 확
대되었다. 오륜교회의 섬김으로 매해 인
터넷으로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여, 2013년 38개 교회의
참여로 시작하여, 2014년에 264개 교
회, 그리고 2015년에는 1,076개 교회
가 참여하였고 올해는 3,200여개 교회

가 국내외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것은 한국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함
께 하나님께 동시에 매일 10만~15만
명 이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매일 예배와 함께 각 지역을 위한 집
중기도가 진행되었고, 특히 ‘사랑의
나눔’을 통해 매일 작은 헌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순
서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시국이 어수
선한 가운데 지난 11월1일부터 21일
간 계속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섭리였음을 모두가 고백하
였다. 

또한 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는 국내
유일 4년간의 공동체생활을 통해 신앙
과 영성생활을 훈련하는 탁월한 영성과
지성, 그리고 예술성을 갖춘 예배사역
자, 목회자, 선교사로 양성하는 학과이
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회와 함께
24시간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
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학생
들이 지역교회 목회자와 예배사역자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          <편집부>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주대학교를 위한 기도제목

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다니엘기도회’찬양인도 
국내외 교파초월 3,200여개 교회 참여

수능 끝난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사이비 종교단체
10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신OO단체

의 청년들은 매우 바빠진다.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을 포교하기 위해 계획을 짠
다. 우선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위치를 파
악한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의
논을 한다. 동아리에서 설문조사를 나온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단, 잘 알려지지
않은 동아리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마지
막에는 질문을 넣는다. “방학 동안 하고
싶은 활동,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은 꼭 들
어간다. 그리고 “개인 연락처”를 기재
하게 한다.

설문이 끝나면 센터로 모여 기독교인으
로 추정되는 학생을 우선 선별하게 된다.
그 학생들에게 추가인터뷰와 이벤트에 당
첨되었다는 등의 핑계거리를 만들어 약속

을 잡는다. 인터뷰 요청이나 이벤트당첨
에 대해 크게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2
차 만남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2차 만남의 주목적은 친분을 쌓은 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인터뷰 등 2차
만남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질문은 최
대한 빨리 끝낸다. 이후 남학생의 경우 스
포츠나 게임, 여학생의 경우 연애와 미용
등 환심을 살 만한 이야기를 꺼내며 경계
를 푼다. 그리고 사는 곳, 취미, 가족관계,
섬기는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나
고민 여부를 확인한다.

2차 만남 이후 신OO 청년들은 3차 만
남을 이어갈 학생들을 선별한다. 이 시기
에 맞춰 신OO에서 위장하여 운영하는
‘한국○○○코칭센터’가 지원에 나선

다. 고3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명
사특강’을 기획해 유명강사 섭외는 물론
이고 티켓까지 만든다. 

강연이 끝나면 사회자가 상담사와 고
3 학생들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만들어
준다. 상담사는 이미 포교자를 통해 학생
의 정보들을 받았기에 마음을 꿰뚫는 것
이다. 고3 학생은 상담사가 실시한 간단
한 심리 검사를 했을 뿐인데, 자신의 고
민을 콕콕 짚어 내는 상담사를 신뢰하게
된다. 결국엔 사적인 고민에 이어 신앙
고민까지 털어놓게 된다. 상담사는 이때
를 놓치지 않고 “사실 나도 그리스도인
이다. 그래서 애착이 간다. 전문적 상담
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고 싶
다” 며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한다.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라 대부분 수
락한다. 이후 상담사는 고3 학생과 꾸준
한 만남을 이어가며 친분을 쌓아간다. 그
리고 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것이다.

신OO단체는 수능 후 고3 학생들을 포
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만들고 있다.
포교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기 때
문에 포교방법은 수없이 다양하다. 그러
나 신OO 안에서도 이단경계를 철저히
하는 교회의 학생은 포교대상에서 제외
시킨다. 한 명을 얻으려다 다수를 잃을 상
황은 당초에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의 집중관리를 통해 이단사이비의 포교
방법을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명확한 대
처방법이다.

사이비종교를 주의하라!

2016-2학기 교직원 종강 예배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한 학기
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
며, 12월 7일(수) 오전 11시 대
학교회에서 종강 예배를 드린
다. 이날은 특별히 임세준 목사
(예일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
며, 교수선교회에서 귀한 찬양

으로 특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한 순서로 한 한기 동안 일
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양육을
받은 7명의 교직원 및 교수들
의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올
한해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
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
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일년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
사절예배’가 대학교회에서 있었다.

일년간 학교와 학업, 가정에서 어떠
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인 것이다. 11월 23일 오전11시 대
학교회에서 있었던 교직원 추수감사
절 예배는 이리신광교회 장덕순목사
가 ‘감사로 채우라’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날 특별한 순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음악학과 이주용, 김정미
교수의 Amazing Grace 연주로 하
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또한 교수선교회와 여교수회에서 각
각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
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대학교회 뜰에서 교수와 직원들이
직접 소세지 바베큐를 구워주며, 다
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2016
년 한해 다사다난했지만, 겸손하게
감사한 일들을 돌이키는 전주대학교
가 되길 바란다.

<편집부>

교직원 추수감사절예배 ‘감사로 채우라’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

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
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
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김승훈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12월 교직원 예배는 종강예배로 드립니다.  
- 일 시 : 12. 7.(수) 11:00 대학교회      - 말 씀 : 임세준 목사(예일교회 담임) 
- 기 도 : 김용진 교수(음악학과)      - 특 송 : 교수선교회
- 특 순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식 

기도의 현장! 목요아침기도회 종강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

교회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
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목요
아침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귀한 말씀들을 전해 들으며,

전주대학교와 채플, 성경과목,
기독교 동아리, 선교단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특
별히 다음 주에는 목요아침기
도회 종강으로 2016학년도
마지막 기도회를 진행한다. 

2015-2학기 목요아침기도회 종강 
- 일 시: 12. 8.(목) 08:00 대학교회       - 말 씀: 김승훈 목사(전주대학교회 담임)

♥푸드뱅크 기증물품(라면) 접수♥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

을 전달하고자 라면을 기증받아 푸드뱅크에 전달한다. 특별히
성경과목 수강생들이 기증한 물품(약 1,000개)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물품은 12월 9일까지 선교지원실에서 받고 있으며, 라면이

아닌 다른 물품도 기증을 받고 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의 실
천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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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of you noticed that there was a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 pretty chaotic elec-
tion and even now there is a lot of turmoil. I be-
lieve one of the key problems was connected to
“CHOICE.” People didn’t like the choices they
had or the choice that was made. To be honest
in today’s scripture that seems to be a similar fac-
tor with Jesus in this passage. Isaiah 53 tells us: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ankind, a man of suffering, and familiar with
pain. Like one from whom people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held him in low
esteem.” Isaiah 53:2b-3 Isaiah was referring to
the point in Christ’s ministry where people
viewed Him as undesirable and didn’t like that
choice. He wasn’t popular in the days of His
ministry in Judea, and He wouldn’t be popular
enough now. BUT, that wasn’t always true. After

Jesus fed the 5,000 with 5 small loaves and 2 fish
these people saw Jesus as a perfect earthly
leader. He was a man of power and decisive-
ness. He could easily feed multitudes and he
could heal the sick as well as raise the dead with
the command of His voice. But just a few days
after the “Palm Sunday” event just about every-
body hated Jesus. And the crowds cried out
“Crucify Him! Crucify Him” Why the
change?  Well, part of the change was because
He didn’t give people what they wanted. In-
stead, Jesus insisted on telling people things they
NEEDED to hear. Things they DIDN’T want to
hear. And what was that message? It was the
same message then as it is today: You (and I) are
sinners. And you can see that message all the
way through Isaiah 53. You and I are sinners and
we have chosen to go OUR own way – not
God’s way. Jesus was NOT popular in His final
days because Jesus declared: You have a prob-
lem, you’re ALL sinners. Now, there are people
who have a problem with that problem. And
their problem is that they have a problem ac-
cepting the idea that they’ve got a problem. Just
about everybody thinks that they are “pretty nice
people”. We’re not BAD people. Are you bad
people? Of course you’re not and neither am I.
Now, granted, once in a while we do some bad
things. But if we do something that’s wrong,
we’ve got a good reason. And even if the reason
that we have doesn’t seem especially convincing
to us then well, we’re nice enough people and

we can work off the bad things by doing a
bunch of good things, hoping our good deeds
will outweigh our bad deeds. When people are
asked if they’re going to heaven, most will reply:
“Well, I hope I’ve been good enough to get into
heaven.” What do they mean by saying that?
They mean: “I’m a nice person. I’m not really a
sinner. I can work off all my bad deeds if you
give me enough time. I think I can be good
enough to be good enough to get into
heaven.” They feel they don’t need Him. He’s
not really attractive to them in that way. He may
be an “attachment” to their lives but He is not
their source of hope for salvation. Jesus said: We
have a problem. You (and I) are sinners and we
need a Savior. Until people realize they have a
problem, they’re not going to look for a Savior.
That’s why Jesus’ preaching didn’t appeal to the
Pharisees, Sadducees and the self-righteous of
His day. He exposed them for what they were
and they hated Him for it. But Jesus did appeal
to those who realized they had a problem. The
prostitutes and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knew they weren’t righteous enough. They des-
perately needed the answers Jesus supplied. So,
when Jesus came and offered them forgiveness
of sins and a new life, they realized He could
help them. They DIDN’T CARE if He was phys-
ically attractive or well dressed. They didn’t care
if anybody else liked Him. They had a problem
and Jesus could fix it. Here’s an example of what
I mean. If my car breaks down and needs to be

fixed, I don’t care how good looking my me-
chanic is or how attractive his car center is. All I
care is: Can he fix my car? An ancient Scottish
legend tells the story of a shepherd boy who
was tending sheep on the side of a mountain.
One day he came to a huge cave. There was a
door to the cave and it was closed. As he was
looking around, he noticed a very beautiful
flower. The boy knelt down and pulled out the
flower. He was admiring it when suddenly the
doors to the cave opened. With the flower in his
hands he rushed inside. He saw piles of gold,
diamonds, precious stones and jewellery. He
began to gather them in his arms. Finally, with
all he could carry, he started to leave. Suddenly
a voice said to him, "Don’t forget the
best."Thinking he had overlooked some pre-
cious treasure, he quickly picked up more. As
his arms overflowed with treasure, he started to
run out. Again the voice said, "Don’t forget the
best." His arms were full, so he went out of the
cave. All of a sudden the mountain cave closed
its doors. A third time he heard the voice, and it
said, "You forgot the best. The flower is the key
to the mountain." Sometimes in our Christian
walk we get too focused on the treasures of this
world and God is saying to us, “Don’t forget the
best.” We always feel the treasures of this life are
more valuable and we try to get our fill once
again. And God says to us again, “Don’t forget
the best.” Today it is all about “Choices.” Will you
elect Him as your Savior? It’s YOUR choice!

Elect the Savior (Isaiah 53:1-12)

By Scott Radford

I had some blind dates two years. Some of the
blind dates were pleasant experiences, but others
remained  bad  and uncomfortable memories.
Through these experiences, I realized that leaving
a good first impression on a blind date can star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To succeed on a blind
date, you need to give positive reactions and be
dressed properly. 

First of all, give positive reactions to your partner.
Positive reactions include nonverbal expressions
like smiling, maintaining steady eye contact, and
verbal expressions. If you smile to your partner,
your partner will have good feelings towards you.
Saying interested responses makes your partner

think that you are kind and friendly. Also finding
things in common allows for deep conversations. 

Second, get dressed properly. I recommend that
you don’t wear too casual or formal clothes. If you
wear to casual clothes, your partner will think you
have no sincerity. If you wear to formal clothes, it
will be too uncomfortable. I neat dresser makes a
good first impression,  you don’t need to wear ex-
pensive brand name clothes. 

Speaking and acting kindly, and wearing proper
clothes will improve your first impression. Making
a good first impression on your partn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s of a successful blind date.
I wish you luck on your next blind date.

By Kim Soyoung. 

Recently the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remove tests like midterm and final
exams. Through this change, I recognize why tests
at school are not working. Test scores can’t actually
reflect learning, and teaches are teaching to tests. 

First of all, tests are not fair educational tools. On
the exam, all students answer the same questions,
usually in the form of multiple-choice tests. They
do not measure the ability to think deeply or cre-
atively. There are many types of learners in the
classroom, but having only one kind of tool to
measure this learning is not enough. Also tests are
not objective. Deciding what items to include on
the test is different between teachers. 

Second, teachers are teaching to the test. Teach-
ers are worried they might miss what is on the ac-

tual test, so the curriculum is narrowed just for the
test. Schools are forced to make choices about
course offerings and only prepare students for tests.
Then all of the fun classes like art, music, and PE
are put aside to focus on the classes that really mat-
ter for the tests. 

I think school tests are not effective. Tests can’t
measure the achievement of students in many
fields. There are a wide range of differences in the
classroom, but tests don’t recognize this and treat
them all the same. Additionally, teaches a restricted
by tests. They do not allow teachers to adjust their
teaching style or make adjustments for individual
students. This is why I think this  change will be
successful.

TestBlind Dating
By Kang Miyoung.

Recently, I watched a person on a Tv show who
was living a minimal life.  He donated most of his
possessions to charity and decided to maintain his
life with a minimum amount of stuff.  I myself don’t
through away or donate my old belongings even
though they are really shabby.  I have thought that
they help me to connect with my past because they
are related to a memorable past, but I have become
interested in living a minimal life after watching this
man on a TV show and have decided to make an
attempt at a minimal life of my own.  I 

First of all, I can save money and time in various
ways.  The basic rule of the minimal life is to live
my life with a limited number of belongings, so I
don’t need to spend money on unnecessary stuff
or new products that are similar to my stuff.  When
you move to a new house, it takes a lot of money
to pay for movers but by not having much stuff I
can lower the moving costs and  save time packing
by not having as much clothes and belongings. 

Second, a minimal life would lead me to enjoy
my life more than before.  I have much time and
money due to a minimal life, so I can enjoy the out-
doors, have more leisure time and follow some
artistic pursuits.  For example, I can learn how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with my saved money
and read plenty of books in the library in my in-
creased free time.  Besides, I will also able to travel
with my friends and family, and we can have more
to time to bond with each other than before.

Of course, embracing a minimal life suddenly
would be hard work, so I have to attempt to prac-
tice a minimal life steadily.  I have begun a minimal
life already and it is bringing me a new life that I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at’s why I rec-
ommend that you try living a minimal life for a little
while.  There is a saying that the beginning is half
of the whole.  Why don’t you go start your minimal
life right now?

Living A Minimal Life
Yuk Hyeon Kyeong

Nowadays, when I watch TV or read magazine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all the people who appear
on them are handsome and beautiful, but most sur-
prisingly was that all the females are too skinny. I think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Advertisers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hiring a model who is too skinny.

First of all, most of the female models are under-
weight, because designers and advertisers demand a
thin body to show their products well.  They are all
on a strict diet which can lead to anorexia or bulimia.
A few years ago, Isabelle Caro, a French model and
actress, died from anorexia.  At the time, she weighed
only 25kg at a height of 1.65m.  Sadly, a number of
female models suffer from poor diet and subse-
quently poor health.

Second, it can create the wrong standards of beauty.
We usually think skinny is beautiful because advertis-
ing has a huge effect on our lives, so we all think we
need to be as skinny as a model.  Everyone has dif-
ferent standards of beauty.  Nevertheless, watching
models or even women in general that are too skinny
isn’t considered beauty in many women’s eyes these
days.   

As the old saying goes, when you lose your health,
you lose everything.  In other words, the most im-
portant thing is your health.  These days, we should
be watching healthy people on TV and in advertising.
In order for us to live as a healthy society we should
be projecting healthy people living a healthy lifestyle
by using models that look like you and me.

Let’s Hire Healthy Models
Jo Seon

Student’s arit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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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용기에 찬물 500ml를 붓고 소금 3큰 술을 넣어
잘 녹입니다.

2.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듭니다.(물의 양은
달걀이 잠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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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잘 되어있고 탱글탱글한 감동란. 이제 편의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즐거운 방학 2016년을 보내며 감동적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넌 감동이었어..그래서 감동란

4.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7분(반숙)~9분(완숙)취향에 따라 삶아주세요.(레시
피는 7분)

5. 7분 후 재빠르게 달걀을 꺼내서 찬물로 행궈주
세요.

6. 찬물에 행군 삶은 달걀은 3번에 준비한 차가운
물에 7시간이상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7. 감동란 완성!

쫄깃쫄깃한 감동란을 집에서 만들어 봅시다.̂ ^

3.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 1큰술과 식초1큰술을
넣어주세요.(소금과 식초는 끓는 물에 달걀이 깨
지지 않게 합니다.)

재료(2인분이상) - 달걀 6개(실온1시간), 소금 4큰술
식초 1큰술, 물 500ml

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 한국뿐
만 아니라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어쩌면 막연했
지만 소중했던 어릴 적 목표가 미국에서
잠시나마 한국인으로서 특수교사를 하도
록 이끈 것이 아닌가 한다. 2007년 가을
부터 2013년 여름까지 텍사스 주립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학
습장애 분야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칠
즈음이었다. 남편은 아직 대학원에서 공
부를 하는 중이었고, 이제 막 첫 돌이 지
난 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곳
에서 취업을 해야 했다. 처음에는 인근 대
학의 교수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자
리가 나지 않았고, 나는 취업을 위해 밤과
낮으로 교육청 웹사이트를 살피면서 한국
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가 될 수 있
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찾게 되
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여 준비한 결과
다행히 졸업과 동시에 가까운 라운드락
지역 (Round Rock Independent School
District)에 있는 스토니포인트 고등학교
(Stony Point High School) 통합 및 특
수학급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 학교에서 다양한 피

부 색깔과 언어, 그리고 색다른 생각들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소
중하게 보내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교사들에 대하여 높은 자격
요건(highly qualified teacher)을 요구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
에서 특수교사를 모집할 때, 지원자가 특
수교사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은 기본이며,
통합하여 가르치게 되는 과목의 자격증까
지 요구하고 있다.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포괄적인 일반교
사 자격증(Generalist EC-6)을 요구하
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에 대
하여는 가르치는 과목(예, 수학 및 영어)에
대한 학년 별 (중학교는 4-8학년, 고등학
교는 8-12학년)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교사 자격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실
직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와 더불어 이를 대체할 많은 수의 새로운
교사들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역교육청의 교사 공고란에서 살
펴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수학, 과학, 특수
교육, 기술 및 이중 언어교육 교사를 절실
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서로
다른 교사 자격 요건과 시험들을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사
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
하며, 주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
으면 교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텍사스의 예를 들어 보면, 2009년 6월

21일부터 교사 자격증 증명서는 주교육
청이 지정한 적합한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 텍사
스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는 크게 네 가지 과정을 통하고 있다. 1)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
목을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거친다. 2) 주
교육청이 지정한 지역교육관에서 약 1년
반 동안 월급을 받으며 인턴 등의 실습을

한다. 3) 지원자가 이미 5년짜리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통하여
다른 교과의 자격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4) 지원자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다
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받았을 경우, 교사
자격 증명을 공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 과정의 경우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격증이 유효하다
는 편지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각 대
학에서 영문으로 교원 자격증을 떼면 자격
증이 유효하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어
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미국에서의 교육과정에 상응한 과정을 모
두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영어 말하기가 일정 수준
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 미
국에서 학부 혹은 석사 과정을 마쳤다는
졸업증을 제시하거나 영어 말하기 시험
(예, Test of Spoken English)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텍사스는 5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을 받아야 한다. 위의 방법 중
에 하나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인정받게 되
면, 지원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정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과목 시험 또한 각 주마다 다르지만,
텍사스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5년짜리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
게 되며, 5년마다 갱신하도록 요구되고 있
다. 우선은 한국의 교육학 시험과 마찬가
지로, 교직에 대한 소양과 책임 및 학생들
에 대한 평가(Pedagogy and Profes-
sional Responsibilities EC-12 [PPR])
등을 내용으로 10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된다. PPR 시험과 더불어 치러야 하
는 것이 특수교육 전공시험이다. 텍사스의
경우는 초·중등 특수교사 교과목 시험
(Special Education EC-12)이 하나로
다루어진다. 총 135개의 객관식 문제로

이 시험 또한 최대 5시간까지 볼 수 있어
서 보통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편이다. 

이렇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추게 되면
이제 일하고 싶은 지역교육청에 온라인을
통하여 지원을 해야 하며, 보통 세 명의 추
천인으로부터 간단한 편지 형식의 추천서
를 받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간단한
편지와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 그 모든 과
정이 통과되면 최종으로 교감 및 해당 과
목의 총괄 선생님(Department Chair)으
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고, 마지막
으로 인적자원부의 신원 조회를 통과하면
최종임용이 된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가
장 걱정되고 막히는 것이 비자 문제일 것
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을 하
는데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못 하
는 것은 아니다. 보통 미국 대학을 졸업을
하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Op-
tional Practical Training [OPT])가 제공
되고, 그 외에도 미국 지역교육청에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교
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J1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 체험기였지만, 이러
한 과정을 거쳐서 난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미국 고등학교 특수교
사로 일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아이들, 부
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더불어 소소
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꿈을 꾸
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현재의 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으
면 한다. 도전해보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나에게 도전은 또 하나의 기
회가 되었다. 그렇기에 현재 2016년 전
주대학교에서의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
하였고, 나의 도전은 이곳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교수칼럼

신미경 교수
(중등특수교육과)

미국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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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인재다!”

* 제 7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전의 스펙을 쌓고 싶은 학우들은 주목하시
라. 롯데기업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롯데계열
사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가져다줄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다. 
메인계열사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융합계열
사를 선택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아이디어 찾
는 이 공모전은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한다. 식
품, 관광, 서비스, 금융 등 엘지 자사의 계열사
의 효용을 끌어낼 인재를 구하니 어서 참여하
시라. 

■ 응모자격 : 누구나 지원 가능 / 
개인 or 팀 (최대 3인) 지원

■ 응모주제 :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주제 선정하여 작품접수

■ 시상내역 : 상금 최대 1억 4000만원 /  총 69개팀 시상
■ 접수일정 : 2016. 11. 21(월) ~ 2017. 01. 09(월) 17:00
■ 공모전 공식 사이트 : https://www.lottecontest.com
■ 문의 :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사무국 / 02-6925-5946

*삼성증권 대학생 봉사단 모집

우리 내 청년들의 꿈의 기업 삼성, 그 삼성증권에서
봉사단을 모집 중이다. 
초등학생에게 경제수업을 진행하는 이 봉사는 전공
무관이란 점에서 실로 차밍 포인트다. 
이 행사로 말미암아 미래 삼성맨의 첫 단추를 끼울
이 기회를 잡는 전주대인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 선발인원 : 4년제 대학 대학생 135명 
(전공무관, 휴학생 가능)

■ 활동기간 : 2017. 02 ~ 2017 .11(10개월)
■ 선발과정 : 신청접수 : 2016. 12. 01~12. 2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 01. 06
■ 지역 별 면접 진행 : 2017. 01. 09 ~ 01. 18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01. 20
■ 기타문의 및 신청 : 청소년경제교실 홈페이지   

(www.samsungyaho.kr)

[기업 주최 프로그램]

“지성을 살찌우는 겨울되시라”

*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12월 테마특강 
신시가지에는 맛있는 맛집만,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이루어지는‘전라북도콘텐츠 진흥원’도 있다는 것 ! 이곳에서는 매 달 유용한
강의들이 열리니 방문 해 볼 것.
특히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완전 주목하시기를 !

<12월 테마특강>
-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스킬 (피쉬마인드 김남기 대표)

2016. 12. 14(수) 18:30 ~ 21:30
- 창업시 필요한 저작권 실무 (한국저작권 위원회 정비연 강사)

2016. 12. 21(수) 18:30 ~ 21:30

<문화콘텐츠 취.창업을 위한 소셜홍보마케팅 특강>
- 스토리, 웹툰작가를 만나다 (네이버 웹툰‘윌유메리미’마인드C 연재작가)

2016. 12. 22 (목) 19:30
- 장소 :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3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237 갤럭시빌딩)

“송년회, 감수성 자극~”

*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송년음악회 ‘선물’
옆구리 시릴 학우와 데이트비용에 빠듯한 커플, 그리고 외지에 놀러갈 부지런함이
없는 바로 당신을 위한 전라북도 송년가족음악회가 열린다. 
어린이예술단과 어린이교향악단을 필두로 판놀음에 마술쇼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고루 갖춘 이 행사는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 일시 및 장소 : 2016. 12. 16(금) 19: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 가격 : 무료
■ 티켓 : 공연당일 오후 5시부터 모악당 로비에서 선착순 무료배부
■ 문의 : 1544-7063, 280-4847

* 전주시향 2016 송년 음악회
전주시향이 2017년을 맞이하며 송년음악회를 연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으로 이루어지는 연말의 밤.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여 보는 것은 어떨지.
일시 및 장소 : 2016. 12. 28(수) 19:30 모악당 
■ 가격 : R(1층) 10,000원 S(1층) 7,000원 A(2층) 5,000원 
■ 꿀팁 :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석 30% 할인 
■ 문의 : 063)281-2748

* 아트스테이지 소리 : ep54 좋아서하는밴드-크리스마스콘서트.    
서울에서의 버스킹으로 시작해 전국 전역에서 노래한 '좋아서 하는밴드'가 크리스
마스이브, 전주를 찾는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좋아해서 하는
이들의 에너지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4(토) 19:00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 가격 : 전석 30,000
■ 문의 : 063)270-8000

* [살롱뮤지컬]  퐁드 아모르 사랑의 다리
2016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제작 창작 뮤지컬. 프랑스의 작은 도시의 한 살롱에
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야기. 프랑스 사람들이 겨울에 마시는 따뜻한 와인 '뱅쇼' 처
럼 추운 겨울 따뜻 하게 해줄 이야기, 여기 있어요 ~!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9.(목,금-19:30) ~ 31(토-15:00,19:0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 전석 : 10,000
■ 문의 및 예약 : 010-3346-3979

[공연소식]

꿀방학,
겨울방학, 너 절대 놓치지 않겠어~
아듀 2016! 어느새 12월, 기말고사의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종강이라는 자유의 날도 머지않았다.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우들을

위하여, 이불속에서 끝내는 방학을 탈피하고 싶은 학우들을 위하여 여기 이렇게 모아 모아 준비해 보았다. 보기 쉽게, 한눈에 정리한,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꿀 프로그램들.
다들 날씨는 춥겠지만 마음은 달달한 겨울 보내기를 !    <취재 및 정리: 배종모, 이정효, 이빛나 기자>

꿀팁!

“전주대인을 위한 특별과정”

* 2016학년도 겨울방학 외국어 공인어학시험대비 토익사관학교/중국어,
일본어 수강생 모집

취업을 위한 필수요소인 공인어학성적 집중교육! 영문법정복반 부터 토익사관
학교, 회화반, 자격증반 등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겨울을 통해 외국
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미리 예약 합시다 !
■교육기간:2016. 12.19 (월) ~ 2017. 01. 20 (금)
■접수기간:2016. 11.15 (화) ~ 각 반 선착순 마감
■접수문의: 학생회관 1층 안내데스크, 063)220-2885

* TOEIC-UP 100을 위한 동계 해외 몰입식 TOEIC 집중 연수 프로그램

4주 동안 최소 100점 향상을 목표로 스파르타식 집중 교육! 동계 방학 동안
재학생의 토익 실력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필리핀 현지 연수 프로그램 !
■ 교육기간: 2017. 1. 5.(목) ~ 2. 2.(목), 4주간, 몰입식 교육
■ 금  액: 총 2,850,000원(개인부담 50% 1,425,000원)
■ 대  상: 토익 향상을 위한 재학생(휴학생 제외)
■ 장  소: 필리핀 다바오(EDA: English Doctors Academy)
■ 자  격: 학교 성적 평점 평균 2.5 이상(직전 학기 까지), 서류 면접(100%
■ 일  정:  - 지원 신청서 마감 : 2016. 12. 9.(금) 12:00까지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 선정자 발표 : 2016. 12. 12.(월) 오전 중

[교내프로그램] [외부강의]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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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진학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 개최 
1. 일 시 : 2016. 12. 28.(수) 10:00~17:00

2. 장 소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B2층 다목적홀 

3. 대 상 :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4. 내 용

가. 전라북도교육청 대입지원단과 함께하는 1:1 맞춤형 대입상담

나. 진로상담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의 직업 및 학습유형 알아보기

다. 대입전문가와 함께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컨설팅

라. 창업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알아보기

마. 학군사관(ROTC) 후보생들과 함께 학사예비장교에 대하여 알아보기

바. 체험을 통한 학과 이해하기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16. 12. 5.(월)∼12. 26.(월) 24:00까지

나. 방 법 :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jj.ac.kr)를 통하여 신청

※ 참가비 무료, 별도의 회원가입 없음

6. 혜 택 : 참가확인증은 현장에서 확인 후 발급(스탬프 활용) 

※ 참가확인증은 3개 프로그램 (진로탐색, 학과탐색, 전형탐색 및 전형체험)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한함

7. 문 의 : 063-220-3234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전주대학교 입학사정팀 김소정 입학사정관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서비스, 게시판, 학생 포털(스마트 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의 2차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신청 기간 : 16. 11. 17.(목) 09시 ~ 12. 13.(화) 18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기간 내 권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하나, 전체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함)

●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 16. 11. 17.(목) ∼ 12. 8.(목)

● 수도권 외 :  16. 11. 22.(화) ∼ 12. 13.(화)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6. 11. 17.(목) 09시 ~ 12. 16.(금) 18시
(※ 가구원 동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부, 모 두 분 모두 동의 필요. 기혼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 

가구원 동의를 이미 직전학기에 완료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음)

다. 신청 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라.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