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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을 세우
시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하신 에
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
금까지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에 베풀
어주신 수 많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
복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도‘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선정,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
업’에 전북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사
업단이 선정되게 하시며, ‘정시경쟁
률 전북 주요종합대 1위’ 달성 등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
복임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2천 6
백 여 명의 신입생들을 주님의 동산인
천잠동산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

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리
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찾아 세우신 이사장님과 총장
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무위
원과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등, 전
주대학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
음 한뜻 되게 하시어, 학내외적으로 예
상되는 환란과 파고를 대비하게하시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2017년 대학 슬로건처럼 ‘더욱 더 강
한 대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
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
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
시어 호남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우뚝서
는 놀라운 엮사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주대학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신

교수님 3분과 직원선생님 1분이 이제
정든 캠퍼스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
합니다. 이분의 노고를 주님께서 하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부임한 8분의 교수님들에게도 함께 하
시어 이 분들을 통해 1만 여 명의 학생
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수퍼스타
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2017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는 전주대
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시어 살
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는 한 학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병선 장로(선교봉사처장)

더욱 더 강한 대학 되게 하소서.<기도문>
[힘겨웠던 지난날을 추억으로 남기며...]

고3 수험생의 무거웠던 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대학생이 된 여러
분! 축하합니다.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
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월
27일(월) 10시 전주대학교 희망
홀에서 개최되었다. 2,864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입학식은 ROTC 기수대의 인도
를 받은 이호인총장과 교무위원들
이 입장하고 이어 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한병수 목사의 기도로 시
작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미래
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기본에 충실을 다하라. 읽
기 쓰기 외국어 등에 힘쓰기를 바
란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전주대학교는 힘
쓸 것이며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응원한다.”라며 신입생들을 격려
하며 환영인사를 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최원철 부총장의
교무위원 소개가 있었고, 신입생
남녀 대표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김병국학생과 사회문화학과 정경
은학생이 다음과 같이 신입생 선
서를 하였다. 

“나는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후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다. 

하나, 나는 전주대학교가 교육목표
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식교육, 인성교
육, 영성교육, 리더십교육 등에 성실
히 임한다. 

둘, 나는 재학 시 다양한 봉사활동
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섬긴다. 

셋, 나는 교직원과 동료학생을 존경
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칙과 교칙을 준수하며 학
업을 전념한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한 사회복지
학과 정경은학생은“신입생대표
로서 입학식에 참여 되어서 걱정
이 앞서던 대학생활의 부담감을
덜어 낼 수 있었고, 자신감도 덩달
아 얻어가게 되었다. 4년 동안 학
우들과 즐겁게 보내고, 다양한 동
아리활동은 물론 학교의 여러 캠
페인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
의 독립성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
생이 될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
다. 이주승 총학생회장은 “전주
대학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회
가 있는 학교다. 여러분이 적극적
으로 그 기회를 찾아 누린다면 학
교생활이 더욱 알차게 될것이
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의 박력 넘치고
유머있는 환영 인사와 태권도학과
의 멋진 시범공연으로 2부 오리엔
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학사지원실의 학사제도 안내, 학
생지원실의 국가장학금안내와 교

내장학금안내, 카운슬링센터의 폭
력 예방교육 등을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며 입학식을 마무리하였다.
2017학년도 밝고 활기찬 신입생
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김윤혁기자

전주대학교가‘2017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전북도
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사업단이
선정됐다. 21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전문인력
을 양성할‘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서 전주대의 6개 사업
단이 선정됐다. 

6개 사업단은 이공계열의 리
빙랩기반 한문화콘텐츠교육과
정, 스마트에너지교육과정, 탄소
융합교육과정, 인문사회·예체
능계열의 문화관광콘텐츠교육과
정, 식품경영교육과정, 이야기산
업창의교육과정 등이다. 이 가운
데 한문화콘텐츠교육과정과 문

화관광콘텐츠교육과정은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커플링 사업에는 15개학
과, 295명의 학생과 298개 기
업이 함께 참여하며 바로 현장투
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
되며, 총사업비로 국비, 도비를
포함해 13억4천200만원이 투

자된다.    
커플링사업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
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학교, 기업
의 협력 체제로 추진되는 사업으
로 매년 취업률 80%이상을 달
성하고 있다. 

이호인 총장은 “산학협력선
도대학(LINC)으로서 커플링사업
과 연계 협력한 970개 가족회사
와의 산학협력 노하우를 바탕으
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
는 창의 전문인재를 양성해 지역
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전주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너와 함께 할 모든 순간이 눈부시길”

도내 최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선정
전북도, 학교, 기업 협력으로 전문인력으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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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황의면 실장(전 총무지원실 근무) 차남 12/17(토) 오후3시 서울 웨스턴베니비스 7층
박광서 교수(물류무역학과) 장녀 1/7(토) 12시 더케이호텔서울 거문고홀 (양재동) 
김현정 선생(공과대학 행정실) 12/31 오후12시 전주 엔타워컨벤션웨딩 
원한식 교수(행정학과) 아들 2/18(토) 오전 11시 The-K & 웨딩홀 4층 오페라홀 
나문성 실장(공과대학) 차녀 2/18일(토) 오후 12시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한태종 교수(방사선학과) 아들 2/18(토) 오후6:30 일본 후쿠오카

출 산: 하태수 계장(교무지원실) 득남 1/13(금)  /  이수진 계장(국제교류원) 득녀 1/20(금)
신명철 계장(취업지원실) 2/3(금)  /  문준 선생(입학사정팀) 득녀 2/7(화)
송재환 계장(농생명사업지원실) 득남 2/20(월)

장 례: 이은휘 명예교수 빙부상 12/22 건양대학교 장례식장 
박강훈 교수(일본언어문화학과) 빙모상 1/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조현준 교수(컴퓨터공학과) 빙부상 2/17(금) 부산 대동병원 장례예식장 
김성철 교수(경찰행정학과) 부친상 2/16(목)  서울 동대문 경희대 의료원
박완식 교수(한문교육과) 모친상 2/20(월) 전주 모악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  

전주대학교 2016학년도 학위
수여식이 오늘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학생회관 대강당
에서 있었다. 학사학위 및 석박
사 학위 수여자들 2,300명은 학
부모, 친지들의 축하 속에 대강
당 안팎을 가득 채웠다. 학위수
여식은 학생회관 1층 광장에서
군악대의 화려한 퍼레이드 가운
데 기수단과 교무위원들의 입장
으로 시작되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는 여러분의 동
반자이며 모교이다. 목표를 향해
정직하게 나아가는 전주대인이
되기를 바란다. 전주대학교가 여
러분을 응원하겠다. 학위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졸업
생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
을 전했다. 이어 신동아학원 홍
정길 이사장은 “뜻이 있으면 반
드시 길이 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여도 인내하
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된 대로가 열릴 줄 믿
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
고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
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격
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순서로
는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상 및 총장상(단대수석,

최우등, 우등, 공로), 총동문회장
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학위수여
식에서는 2,003명의 학사, 328
명의 석사, 42명의 박사에게 학
위증서가 수여되었다. 끝으로 오
성택 목사의 축도와 함께 모든
순서는 마쳤다.  
이번에 졸업하는 물류무역학

과 정보희 학우는 “임원들과 함
께 국토대장정과 학교축제 등 큰
행사를 준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학
우여러분들 모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양한 활동도 하시면서
재밌게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
했고,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졸
업한 것을 보니 기분이 좋고, 졸
업하는 오늘까지 스스로 잘 해내
서 굉장히 기쁘고, 감개무량하
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하였다. 
기계자동차공학과 박종철 학

우는 “4년동안 전주대를 다니면
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아서
감사했다. 전주대는 많은 추억들
이 있는 학교이다. 졸업을 하면
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새 출발이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다. 설렌다.”고 말했으
며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열심
히 학교를 다녀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었고, 또 우수한 성적

으로 학교를 재학하여서 부모로
써 뿌듯하고, 전주대에 보낸 것
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
쁨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히 경배와찬양학과 김정
묵 학우는 입학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걸음조차 걸
을 수 없는 뇌병변 장애1급을 얻
게되었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에 어머
니의 헌신과 수고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스스로 걷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김
정묵 학우는 “졸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기쁘고, 내년에는 더 열
심히 운동해서 걸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이 자리까지 함께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
리고 어머니 최강란 학우는 경배
와찬양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데, “4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흘
러간 것 같다. 참으로 힘들었고,
고통의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
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셔서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한 것 같아 모든 영광
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들이
정상인과 같이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엄마로써 아들의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꿋꿋이 최선을
다하는 아들을 보며 행복했고,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학교에
서의 많은 배려에 감사하고, 무
엇보다 힘든 과정을 잘 견딘 아
들에게 장하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전하
였다.
이로써 그동안 전주대를 빛내

준 2,300여명의 졸업생들은 훗
날 모교를 빛내는 슈퍼스타의 꿈
을 꾸며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게 되었다. 졸업생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배종모기자

전주대 2016전기 학위수여식
2,300명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수여

신동아학원
이사로 차종
순  목 사 가
2017년 2월
14일부로 취
임하였다. 차
종순 목사는

현재 광주동성교회 담임목사
로 사역하고 있으며, 지난
1986년부터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27년간 재직하면서,
2004년부터는 8여년간 호남
신학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춰왔
다. 호남신학대학교 재직 기간
중에는 신학연구소장, 교무처
장, 실천처장, 학생처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부터는 호남신학대학교 이사
로서 이사회의 운영 및 대학 경
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
직하는 동안에도 헌신과 섬김
의 리더십으로 호남신학대학
교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원 교역학 석사, 프린스턴신학
교 신학석사 및 계명대학교 신
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교
회사학자로 논문과 저서 및 역
서가 20여 점이 넘어 학문적
소양도 뛰어나다.

차종순 목사는 2022년 2월
13일까지 향후 5년간 신동아
학원 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학원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신동아학원 차종순 신임이사 취임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교
육부 주관 ‘2016년도 교육국제
화역량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향후 3년(2017.3월~2020.2
월)간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어 우
수 국제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주대학교는 2015년 2월 호

남지역 사립대학 최초로 선정되
어 현재까지 계속 인증을 유지하
고 있다. 인증제에 선정됨에 따
라 11개 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
템’에 인증 여부가 공개되어 한

국 유학을 고려하는 국제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된다. 또한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등 대학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받게 된다. 나
아가 불법체류율 1% 미만 인 경
우, 법무부로부터 국제학생의 사
증발급 심사기준 완화와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전주대학교는 스타센터 및 스
타타워를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
의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총장 이하 전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국제학생 유치 및 관리
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특히, 국제학생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제교
류원(원장 고선우) 주관으로 다
양한 국제학생 관리 및 지원 프
로그램(글로벌 멘토링, 방과 후
학교, TOPIK 대비반 , Host
Family 등)을 지속 개발 운영하
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로부터 800여명의
국제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OTC총동문회,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투척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대학발전기금 1천200만원 기부

전주대학교 ROTC(학생군사훈
련단) 총동문회가 지난 10일 모
교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
달했다. 이날 오후 5시 대학본관
에서 ROTC총동문회를 가졌는
데, 이호인 총장과 조성백 학군
단총동문회장을 비롯한 ROTC

임원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ROTC 총동문회는 2013년 재
건되었으며, 각종 대학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지원하고 있
고 앞으로 정기적인 발전기금까
지 약정할 계획이다.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은 지난 8
일 본관 접견실에서 이호인 총장
과 경기지도학과 교수, 태권도시
범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
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태권도시범단이 각종

대회 입상과 태권도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모은 것이
며, 지난해 10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1천 200만원을
기부하였다.      

- 편집부

<발전기금 소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오희화 교수(회계세무학과/ 회계학 분야)
학력: 전주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 전북대 회계학 박사
주요경력: 전주대, 전북대 강사/ 전북대 강의전담교수

‡ 2017년도 신임교원

송지영 교수(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 분야)
학력: 전주대 국어교육 학사/ 전주대 국어국문학 박사 수료
주요경력: 전주대, 우석대, 전북대 시간강사/ 현재 전주대 객원교수

박영성 교수 (게임콘텐츠학과/ 게임프로그래밍 분야)
학력: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사, 동대학원 함수해석학 석사
주요경력: (주)에스티에이엠 연구소 연구소장, (주)라토노블 개발팀 이사

전종윤 교수(기초융합교육원 철학 분야)
학력: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학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철학교육 교육학박사
주요경력: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강의

전한덕 교수(금융보험학과/ 보험법)
학력: 한국외국어대 법학 학사/ 연세대 경제법 석사/ 한국외국어대 사법 박사
주요경력: 에이스생명 법무팀 과장/ KB생명보험 준법지원부 과장

정윤화 교수(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
학력: 캐나다 McMaster Univ. 재활과학 박사
주요경력: SISO감각통합상담연구소 작업치료사/ 강원대학교 강사

최복천 교수(재활학과/ 직업재활, 전환교육, 장애인 복지)
학력: 연세대학교 사화학 석사/ Univ. of Leeds(UK) Disability Studies 박사
주요경력: 중앙대, 경기대, 가톨릭대, 중앙대, 숭실대학교 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준(건축학과/ 건축계획 및 설계)
학력: 서울대 건축 학,석사,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원/ 가천대 건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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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한국가족의 돌봄 속에 학업할 수 있어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지난 1월 16일 외
국인 유학생 한 명과 한국 가정을 결연시켜
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결연
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30여 명의 전주대 유
학생들이 전주 온누리교회(담임 정용비목
사) 성도들의 새 가족이 됐다. 결연식에 참
여한 한국 가정들은 각각 결연한 외국인 유
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의 관
공서나 병원, 쇼핑센터 출입 등의 업무와 관
련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명절 등 기념일에는 학생을 집으로 초
대해 가족의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생활 6개월째인 중국 유학생 어소
진(전주대 한국어연수)은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본 한국 가정의 실제 모습
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몽골 유학생과 결연을 한 온누리교회
전경미 씨(전주시 완산구)는 “딸 같은 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

인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연을 추진한 고선우 전주대 국제
교류원장은 “낯선 땅에 공부하러 온 외국
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이 멘토 역할을 해주
는 ‘호스트패밀리’가 큰 힘이 될 것”이
라며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설명절에는 전
주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스트 패밀리로
결성된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의 예절과 설
명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배하기,
떡국먹기, 가래떡 썰기, 전 부치기 등 외국
인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웃어
른을 공경하는 세배는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며, 한국의 예의범절을 배우고 싶다고 말
했다.

3월에는 2기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30
명)이 있을 예정이다. 재학생, 교직원은 누
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외국인 학생
들을 도울 수 있다.

(자세한 문의: 220-4799)

국제교류원, 유학생과 한국 가정 결연시켜

2017 정시모집 경쟁률 도내1위 기록

2017년 신입생 정시모집이 12월 31
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주대

는 6.23대 1의 경쟁률로 도내 1위의 높
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대 입학처 이
호준 처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처에
서 노력해주신 모든 단과대학 학장, 교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앞으로 일부 학과의 면접과 실기고사가 진
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시에는 총 622명
모집에 3,876명이 지원하였다. -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주대에 입학한

제운이라고 합니다.

나 고3때 힘들었던거
생각하면서 잘 놀아줬어.

아 맞다. 내 동생
우리학교 입학했어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동생이랑 여행하고 

같이 지냈거든.
잘 먹고 다녔지!

제인아 잘 지냈어?
못 본 사이에

안색이 좋아졌네!

오- 동생이 무척
좋아했겠네!

말 나온 김에
소개시켜줄게

제운아!

6.23대 1기록

전주대학교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우수박물관상 수상

전주대학교박물관(관장 박현정)은 지난 14일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원하고,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주관한
2016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우수박
물관으로 선정되었다. 

전주대학교박물관은 지난해 박물관 ‘길 위의 인문
학’사업으로 2,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
화 부채 체험’, ‘선사시대 화살만들기 체험’ 등의 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국 123개 박물관 중 대학박
물관으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주대학교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난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52개 학교, 4,570명이 박물관 소장유물과 인문학을
연계한 체험교육 콘텐츠와 고고학자·큐레이터 등 박물
관 분야 진로 체험교육을 접목한 자유학기 진로교육을 받
았다.                                                           - 편집부 

2017학년도 등록금 동결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17학년
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14학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축소, 그리고 장
학금 예산 증액 등 여

러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도 등록금
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2년에
는 6.1%인하한데 이어 2013년 0.9%,
2014년 0.8%를 잇따라 인하했으며 이

후 올해까지 3년째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
결해오고 있다.

이근호 기획처장은 “지난 5년 동안 등
록금의 인하 및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
이 어려워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장
학금 지급 등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과감
하게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 편집부

5년째 인하와 동결, 학생지원 최대 확대 약속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인
사아트센터(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융합대학 리빙디자인 겸 산업디자인
학과 안덕춘 교수가 옻칠전을 열었다. 옻
칠전은 2월 15일(수)부터 2월 20일(월)
까지 총 6일간 진행됐다.
안교수는 중앙대학교 공예디자인전공

학사,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중앙공예가
회 회장, 전북공예가협회 이사장, 한국칠
예가회 회장, 2016국제현대옻칠아트전
의 한국측 준비운영위원장 등을 수행했으
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문 심사위
원, 원주옻칠공예대전 운영위원장, 심사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오픈식은 15일 오후 6시에 열렸고, 서

일대 강신우 교수, 국민대 김승희 명예교
수, 미국 몽고메리대 김홍자 퇴임교수, 시
흥기술대 이하영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전
시회의 마지막 날에는 금빛 옻빛갤러리의
양점모선생, 홍익대학교 곽대웅 명예교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그는 87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아트갤러
리, 통인화랑,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쌈지,
나눔,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예술의 전
당 한가람미술관, 인사아트센터, 갤러리
단디, 갤러리 담 등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
전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82년 3월 1
일 전주대학교에 부임하여 2018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안덕춘교수는 전주대에서의 36년을 돌

아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
다”며 이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덕춘교수는 올해 6월과 가을에
전주대학교 JJ아트홀과 스타센터에서 2
번의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 박주경기자

공예작가 개인전 30주년 맞은 안덕춘교수, 옻칠전 개최 

신입생☆새학기

간호학과 국가시험 전원 합격

우리대학 의과학대학 간호학과가 제
57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61
명 전원이 합격했다.
특히 간호학과는 2009년 첫 신입생

이 입학해 2013년 1회 졸업생을 배출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
웠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장혜숙 간호학과
장은 “기독교정신과 인간존중의 정신

을 바탕으로 선구적·통합적·전문적
인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학습성
과체계를 적용한 교과과정의 운영과 지
도교수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지도가 좋
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5년 연속 100%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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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으로 가득했던 뜨거운 겨울방학
[해외봉사활동 소감문]

매서운 추위가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쯤, 전주대 학생들은 해외봉사로 몸도 마음도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봉사활동에서 팀장을 맡은 학생들의 따듯한 소감을 들어보자.      -편집부-“ ”

미얀마 1팀
김 성 희 (방사선학과 16학번)

해외봉사를 최종합격하고 출국까지의 시
간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말고사, 태권무와 k-pop, 교육준비와 프
로그램 구상으로 하루 하루를 바쁘지만 정
말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처음 교육봉사라
고 들었을 때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프로
그램을 배우고 그 프로그램 교사로 나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계획부터

정보수집 대본작성 시뮬레이션 등의 활동까지 직접 하면서 단순히 학생봉사자로서의
책임감만 느낀 게 아니라 교사봉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고, 평소에는 몰랐던
선생님들의 고충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학생이지만 누군가를 위
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더욱 성장해나가는 기분이 들어 좋았고 현지 사정
에 따라 변수가 참 많았지만 즉각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능수능란하게 넘겨가는 과정에
있어 팀원 간의 서로를 의지하고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해외봉사에 가기 전,‘이왕 가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았으
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을 만나는 매순간 순
간이 저에겐 커다란 감동이 되었고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의 삶을 계획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손짓발짓 써가며 대화하던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을 웃음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던 그때의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하게 했던 교육활동이
라서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했지만, 손에 물감을 찍고
종이에 찍어 나무 완성하기라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
면서 너무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본공예 주교사로 수업하고 난 후에 “이런 만들기
활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알려주
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미얀마어로 써준 공책편
지를 수줍게 전해주고 가던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데 나는 그동안 내 삶에 왜
이토록 불만이 많았던 걸까요?  

해외봉사 출발할 때는 그냥 빈주머니로 출발했다하면 돌
아올 때는 그 주머니에 미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얻고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봉사준
비를 위해 쏟았던 많은 시간들을 그 아이들이 모두 가득 채워줬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값진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얀마, 미투팀 치떼!

미얀마 2팀
윤 정 용 (국어교육학과 11학번)

대학교생활 마지막 학기, 해외봉사를 선택
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던 저로
서는 값진 경험과 귀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해외봉사 2팀‘위드
미’팀은 저에게 귀중한 배움의 공동체였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저에게 또 하나의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미얀마 땅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지만 미얀마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머
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했던‘메리튼’과‘까잇마얏’은 너무나도 착하고 아
름다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쉐비다 모자원의 도
겐과, 신따 등등 마이코코와 선교사님. 모비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시
간만으로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전체팀장으로서 프로그램을 담당한 단원들보다 현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
지 못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단원들을 위해 몸으로 뜀으로
단원들이 현지 아이들을 더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고 느꼈기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
었습니다.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는 막연히‘미얀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얀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단원들에게는 최고의 추억과 최고의 팀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저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해외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최고의 추억과 최고의 팀은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
라는 것.’단원들 각자 한명 한명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신뢰하
고 의지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팀이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귀한시간이었습
니다. 

캄보디아 1팀
박 경 원 (관광경영학과 13학번)

해외봉사 팀이 결정이 나고 팀원들과 만나
던 날, 서로 금방 친해지면서 어색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계획
들을 세우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준비하
며 오고갔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따
뜻한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쌓여있던 불만이
나 불평이 싹 사라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
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을 더 많이 예뻐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 전에 그라운드에서 아이들과 노는데 우
리에게 반갑게 안기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랙스마이라는 통통한 양배추인

형을 닮은 여자아이와 친해졌고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줘서 고마웠습
니다. 오전시간, 저학년은 순조롭게 헬로송과 굿바이송을 배우고 이름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교재에 꿈나무를 꾸미는 일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안 해봐서 그런지 자신감이
없고 활동적이지 못했지만 헬로송과 굿바이송을 발표하는 했
을 때 이전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
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번도 이곳이 싫다거나 집이 그
리웠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이 더 보고 싶었고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나의 인생중에 가장 잘 한 일이 아닐
까 싶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 했
던 팀원들, 그 곳에서 먹던 아침식사, 밤에 보았던 밝은 밤

하늘, 상냥하셨던 선생님, 목사님들, 특히 우리를 좋아해주
던 밝은 아이들까지 모두 잊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며

다음 해외봉사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캄보디아 2팀 
채 유 빈 (간호학과 14학번)

4학년을 맞이하는 제게 해외봉사를 신청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활 중에 해외봉사를 꼭 가고 싶었고, 더군다나
선교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가는 것이
어서 기회라 생각하고 신청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 도착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을 기
도로 했기에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봉사는 아이들 봉사였습니다. 이 곳 아이들을 보니  현재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돌보고 더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러 주셨습니
다. 청년들을 위한 씨워십 스타 시간에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제가 그 시간 동안 무의미
하게 보낼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
에 임하니 도움이 되는 일이 보였고,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배웠고. 악기, 보컬과 시설이 부족한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지난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찬양이 좋아야했
고, 많은 악기가 있으면 기도에 잘 집중하여 은혜 받기가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모습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제가 몰랐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또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임을 알았고 이 모습이 누군가에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에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
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며, 워십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살아 갈 때, 언
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제가 느꼈던 이 마음들을 사진과 글을 통해 보면서 언제나 기
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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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
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간 여러분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초를 닦는 시
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가
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
안 흘린 땀과 노력은 여러분이 각자의 꿈
을 이루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은 이러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즐겁
고 신명나는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꿈
을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는 2014년 취업률 전국 1위

를 달성하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대학으로 전국 34개 대학교에 포
함된 호남 최고의 명문사학입니다. 특히
신입생 여러분은 전북 5개 종합대학 1위,
5.83:1의 경쟁률에서 선택받은 인재입니
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학
생들이 간절히 원하던 자리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분이 전주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우리대학은,‘더 강한 대학(Be
strong and courageous)’의 기치아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슬
로건처럼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강하고

담대하게”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
길 바라며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에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지식과 지혜를 쌓아나갈 것입니
다. 대학에서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본인
이 원하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읽기, 쓰기, 외국어
등 기초학습능력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매
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현재 시대에
는 내가 현재 가진 지식이 불과 몇 년 사이
에 과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
는 단편적인 정보의 취득이 아닌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기본에 충실할
때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

다. 꿈과 비전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많이 시도하고 고민하며 실패를 두려워하
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바탕으로 더 나
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실
패는 내일의 성공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
니다. 대학생활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도전하여 여러분
의 희망찬 미래와 소중한 꿈을 향해 마음
껏 나아가기 바랍니다. 

연합!
듣기만 하여도 힘이 되는 단어임에 분명하다.
뜻과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의

미의 연합도 있지만, 뜻과 비전은 다르지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연합도
있다. 물론 후자는 '야합'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때가 많이 있지만 이들도 나름 뜻을
모아 진행한다.
아무튼 모여 힘을 합한다는 행위로만 봐서

는 연합인지 야합인지 판단하거나 이야기하
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
는 사회이다.
연합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
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야합은 좋
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의미로 정
의된다.
어느 영화제목과 같이‘그때는 맞았고 지금

은 틀렸다’라는 상황성도 있는 만큼 단시간
에 정확한 판단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연합
과 야합의 구분이라 하겠다.
그러니 야합을 하면서도 연합이라 우기거나
실제 그렇게 생각하며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

연합인지? 야합인지? 에 대하여 냉철한 성찰
을 통해 점검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연합의 정체성은 이타적이라는 것이며, 야

합의 정체성은 이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대는 지금 이타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

한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
는 것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개인이 아닌 전체를 보려는 교수, 직원, 학

생 구성원들의 노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인 모습을 제거하며 나아가려는 의지
가 곳곳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인 우리대학이 지역의
100여개 교회와 이타적인 연합을 통해 전국
기독사학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요즘말로‘심쿵’하는
역사임에 분명하다.
기독교 명문사학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인재상을 위한 교육이 대학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기본으로 삼는 것!
그 영성 속에는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과 봉

사의 인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진 것이기에, 영
성교육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대학
을 잘 졸업한 학생들이 어느 곳에 위치하든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
도의 영성에 따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의
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대학교육의 기본목표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가 될 것
이요, 낮에는 밝은 해가되고, 밤에는 찬란한
빛으로 밝혀주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새 학기를 맞아 모든 구성원이 이기적인 야

합이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여
이타적인 연합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길 기
대한다.

<2017학년도 입학식 환영인사>

이호인 총장

연합을 실천하는 
새 학기

“2017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내 편
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말 잘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유
재석을 존경해왔다.‘그들은 태어날 때부
터 말을 잘했고 유머감각이 있지만 나는
없으니까 안돼’라고 생각해 시도조차 하
지 않고 포기해버렸다. 그렇게 노력도 안
하면서 푸념만 늘어놓기만 했는데 한 선
배님이“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불
평·불만 할 시간에 지금 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라
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노력하면 충
분히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풍부한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소리 내어 천천히 또박또박 말
하기, 그리고 말에 관한 책을 읽기. 혹시라
도 생각으로만 끝낼 거 같아 바로 도서관
으로 달려갔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
견했다.‘정말 이야기 잘하는 사람은 상대
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MC 유재석도 자신의

말보다 게스트들에게 질문을 던져 말을 많
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끝까
지 들어준다.‘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경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게 되었다. 
상대의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

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이것이 대화의 매너이자 예의이다.
지금껏 나는 누군가의 말에 경청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남에게 대접받고 싶
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있다.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상대방을 기죽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어휘력을 구사하고 영어를 쓰면서 해
야 한다는게 머리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
니었다.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
문에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
이 없다.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이의 수준과 입장을 배려해 말을 해
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보

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깨우치게 되었다. 호
감 있고 예쁘게 말하고 경청을 잘하는 인
물상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생각

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 자신이 원하
는 인물상에 더 가까워지기 바란다.

문주희 기자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것을 
실천해보자

<희망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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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전래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호남
선교 이야기로 연재하였다. 이제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보
고 영국, 독일, 스위스, 체코에서 중세 기
독교와 종교개혁 현장을 체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연재 될 글의 성격을 말하자면,

역사 연구서가 아니다. 다만 역사에 기반
을 두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기
독교와 관련된 특정한 나라와 지역을 중
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시대적으로 오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또한 간단하지 않다. 

오래 전 들은 설교 예화가 생각난다. 교
회학교에서 성경공부 시간에 교사가 어
린이들에게 예수와 바울, 베드로 등 그들
의 기적과 성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
다. 그랬더니 초등 1학년생은 ‘선생님!
정말이에요, 그렇구나~’하며 놀라워하
는 반면 6학년생은 ‘선생님, 얘는 그걸
정말인줄 알아요’ 하며 한낱 동화에 지
나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고 한다.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성서의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쯤
으로 여길 수 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
을 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어
떤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고 실행에 옮기
기로 작정 하였다. 그것이 바로 현장을 찾
아 몸소 체험하며 기록하는 일이라 생각
되어 1992년부터 최근까지 기독교 역사
및 서구의 문화를 찾아 가는 순례가 계속
되었다. 
글은 발로 쓰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문
헌을 참조해 가면서 기독교 관련 유적을
찾아 순례를 감행하였다. 거의 혼자 다니
는 일이라 많은 일을 겪었다. 아테네에서
바울과 소크라테스의 흔적을 찾아다니다
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달려오는 들개

4마리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순간도 있었
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로스의 비석을
찾아 갔다가 묘지에서 개에게 물리기도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차에 치일 뻔한 일
촉즉발(一觸卽發)의 순간 등 여러 차례
위급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순례는 고행이 수반되는 것임을 당연이
여기는 터라 자초한 어려움은 그동안의
순례를 의미 있게 만들었고 그 체험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
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는 감동을 어떻
게 전할 것인가가 늘 뇌리에 맴돌고 있었
다. 다시 말하자면 필자의 입장에서 기독
교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
이‘지상과제’였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는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
장을 사진에 담았고(연재에 첨부되는 모
든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것임) 또한 일
반인들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들을 증
명할 수 있는 문헌을 수집하였다.

순례하면서 얻어진 경험과 자료를 바탕
으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던 중 복음주
의 역사학자 마크 A. 놀(Mark A. Noll)
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TURN-
ING POINT』에서 기독교 역사의 일반
적인 의미를 아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결
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을 고찰하
는 것이라 하였다. 기독교 역사의 터닝 포
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의 실제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별한 순간
들을 부각시켜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제
공한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글의 전개를
연대기 순에 맞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
물과 사건 중심의 관찰로 이어 가고자 한
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의 출현이다. 종교적인 의
미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기점으
로 시대가 B.C(기원 전)와 A.D(서기) 로
나뉜 것 만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와 그의 영향력에 대한 표현 감당키
어렵다. 실로 무한하고 영원불변한 진리
를 좁은 소견으로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
럽기에 그렇다.

지식으로 알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각건대, 지
식에 감동이 더해지는 앎이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역사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라 여
겨 그 감동을 같이 나누고자 함이 연재에
대한 바램이다. 

순례 출발부터 염려가 뒤따랐다. 사람
들의 말이, 이스라엘은 위험 지역이기 때
문에 단체로 가는 여행이면 몰라도 혼자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실은
그래서 번번이 여행 계획에서 이스라엘
을 제외 하곤 했다. 해외배낭여행 17회
를 다녀왔음에도 정작 중요한 이스라엘
을 가지 못한 것이다. 명색이 교회사를 전
공한 사람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을 빠뜨
린 것에 대한 자격지심에 빠져 있다가 불
현듯 이러다가는 평생 이스라엘에 발 들
여 놓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여행 중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해결한 경험도 있었음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을 첫 여행지로 정
하였다.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니 밖은
캄캄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난감하였다. 공항 대합실에서 한참을 숨
고르기 하다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예루
살렘 가는 방법을 물었고 셔틀버스로 예
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무작정 호텔이라
쓰인 건물로 들어가서 숙소로 정하고 배
낭을 내려놓고는 바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탐
사가 아니기 때문에 숙소에서 가까운 다
마스커스 성문을 출발하여 스데반 문까
지 갔다. 거기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향했다.

도시를 관찰하려면 우선 높은 곳으로
올라 가 방향과 지형, 주요 건물 도로 등
을 파악해야 한다. 감람산을 오르다보니
중턱에 눈물교회가 있다. 예수가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 흘린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여행 중 때때로 혼
잡한 시가지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괜찮다. 예수의 눈
물의 교회 안에서 당시를 상상해보며, 현
대적 감각의 창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것도 색다른 느낌이 된다.
감람산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온다. 먼저 눈에 띠는 황금 돔과 성
벽이 있고 시온 산 방향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 베드로 통곡 교회 등이 보인다. 충
분히 지형을 살핀 다음 산을 내려 왔다.
산 아래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
를 지나 성벽으로 다가가면 아까 지나왔
던 스데반 문(일명 Lion Gate)이 보인다.    

스데반 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서면
분주하고 복잡한 광경이 펼쳐진다. 크리
스찬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인 지
역, 무슬림 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낮에는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비는가 하면 밤과
새벽에는 전혀 다른 곳이 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첫날의 예루살렘 스케치
이므로 간략하게 다뤘다. 자세하게는 다
음 호부터 하려고 한다.

(이 글과 사진은 김천식박사가 직접 여
행하며 취재하고 촬영하여 정리한 것이
다.)            

▲ 밝아오는 동녘 하늘과 감람산, 가운데 탑처럼 보이는 것이 눈물 교회이다.

3년에 걸친 “호남기독교역사 이야기”가 대학 신문사의 멋진 편집 디자인과 
독자들의 관심으로 연재가 잘 마무리 된 것에 감사드린다. 

2017년, 이번 호 부터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먼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이른 아침과  함께 출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연재의 첫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럽 순례

65일 간 중 10일을 예루살렘에 체류하며 나사렛, 가버나움,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마사다, 쿰란 등을 탐사한 내용을 우선 연재한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날아가는 한 마리 새와 예루살렘 전경

▲ 다마스커스 성문 ▲ 눈물교회 외부 ▲ 헤롯 성문

현장으로 보는 세계 기독교역사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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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블 러

기

아 말

가 슴 앓 이 고

폰 사 랑

적

응

가 화 만 사 성

연 탄

목 도 리 성 절

 <860호 정답>

길 보 빈 예 혜 내 토 넬 골 브 울 뜰

최 싶 엄 은 덜 부 마 중 지 봉 읽 감

다 고 갈 희 누 다 토 덜 십 말 애 방

빈 야 클 않 툴 왔 초 기 당 복 리 비

를 헤 씨 줍 짖 산 집 독 립 선 언 서

위 짝 북 양 혀 재 희 교 야 널 무 헤

작 개 함 그 맞 녀 구 정 늘 청 밥 라

사 빠 차 길 엄 홍 육 신 맙 상 청 즙

해 랑 레 대 기 진 인 란 문 랭 분 단

만 쥬 살 이 준 영 줍 다 고 사 회 갤

버 받 중 날 놀 정 안 자 행 봄 송 후

어 항 헌 으 글 즈 잔 보 릴 이 푸 걱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SBS 드라마‘피고인’중 1인 2역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2.‘삼 가운데 자라는 쑥’이라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는? 
3. 전주대학교 호남기독교박물관에서 2월 20일부터 

3월31일까지 OOOO 선교사 특별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4. 19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OOOOO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5. 영화‘재심’에서 배우 정우의 극중 이름은? 
6. 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은 OOO OO의 구현이다. 
7.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피겨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의 이름은? 

8.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 
분비를 억제해주는 과일 이름은? 

9.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는? 

10. 전주대 학생회관 320호는 어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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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조작했다”영화 [조작된 도시]
·제작국가 : 한국

·감독 : 박광현

·개봉시기 : 2017.02.09.

·시간 : 126분

·장르 : 액션, 범죄

·관람가능연령 : 15세 관람가

·출연 : 지창욱(권유), 심은경(여울)
안재홍(데몰리션)

한 때는 태권도유망주였던 권유(지창욱), 인터넷상에
는 대원들에게 존경받고 능력있는 대장이지만 현실은
게임중독자 백수생활... 낯선 여자와의 전화 한통으로
다음날 눈 떠보니 그녀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으로 되
어버렸다.

살인현장에 모든 증거들이 권유(지창욱)가 범인이라
고 떠벌리듯 처참하게 벌어져있었고 대한민국 어느 하

나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초보해커 여울
(심은경)에 의해 단 ‘3분 16초’동안 조작된 것임을
알게된다.

여울에 의해 모인 게임멤버들과 함께 권유의 억울함
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과연 권유는 자신
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
영
화
줄
거
리
◎ 

Q. 조작된 도시가 다른 액션·범죄영화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Song4joy : 한국영화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현실적인 공감을 주는게 특징이라면, 이 영화는 사회적
이슈를 다룬듯 하면서도, 주인공의 특기인 ‘PC게임’
의 한장면을 보는 것같은 느낌을 줬다. 현실사회보다는
가상현실인 듯한 느낌이었고, 헐리우드 영화의 장면들을
보는 듯 했다.

쭈히 : 사회적 영웅이나 유명인이 아닌 약자들이 강자
한테 싸우는 것과 옛날과 다르게 IT발전으로 직접 움직
여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
는 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암행어사 : 한국영화만의 현실감을 좋아해서 기대하며
보았는데, 이 영화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주인공만 부
각되서 초반부터 약간 흥미를 잃었다.

Q. 조작된 도시를 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Song4joy :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캐릭터와 역할들이
재미를 더했다. 주인공의 생각지 못한 수퍼 히어로와 같
은 역할들이 점점 드러나 재미있었다. 하지만, 한편 이러
한 것으로 인해 현실감각이 떨어진 점에서는 아쉬웠다.

쭈히 : 좋았던 점은 억울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 믿
어준 동료들의 모습들이 보기좋았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전개와 현실성이 떨어지고 앞뒤가 매끄럽지 않은 스토
리가 많이 아쉬웠다.

암행어사 : 역시 정의는 난관에 부딪쳐도 마침내 승리

한다는 것은 한국영화든 외국영화든 가장 기분좋게 만
드는 부분인거 같다. 하지만 한국적인 느낌으로 풀어갔
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Q. 위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Song4joy :‘사람들이 썩은 나무라고 했지만, 그것은
썩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대사가 처음과 마지막 장면
에서 등장한다. 이것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광이었던 주인공과 팀들에 대한 해석인
듯하기도 하고, 썩은 사회를 도려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를 풍자한 의미인거 같기도 했다.

쭈히 : 마지막 부분에 권유(지창욱)이 대장으로 팀원들
을 이끌고 악에 맞서싸울 때 민천상(오정세)이 이긴 줄
알고 펄쩍 뛰면서 매우 좋아했지만 결국 권유가 이기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암행어사 :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허름한 변호사 사무
실의 풍경이 너무나 깜짝놀라게 했다. 이것이 정말 가능
한 일이 될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때 더 놀라웠다. 빅데
이터와 원격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하여 좀비 컴퓨
터를 만든다는 생각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다.

Q. 영화 감상평을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Song4joy : 이 영화는 액션과 흥미를 중심으로 기대
하며 보아야 재미가 있다. 한국영화를 기대하면 마지막
에 실망하며 영화관을 나서게 될 것이다.

쭈히 : 게임과 현실을 넘나드는 오락적인 영화.

암행어사 : 히어로 판타지 영화

◎

학

생

기

자

평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기간 : 2/27(월) 
오전9시~3/9(목) 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3/13(월) 오후6시까지

■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님 주민번호
(기혼자는 배우자 주민번호)

■ 주의사항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1.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로그인-장학금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
단‘서류제출’클릭 후 파일업로드
2.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어플 다운로드-서류제출 에서 파일
업로드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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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동계해외봉사활동  “미얀마/캄보디아 봉사의 꽃을 피우다!!”
약 9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해외봉사는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져 활동하였다. 태권도·한국어 교육, 악기배우기, C-WORSHIP STAR 등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는 시간들이 되었다.

매년 여름·겨울에 있는 국내·외 봉사활동은 신입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졸업 전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다. 교내 홈페이지 및 신문방송국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기 바란다.  -문주희기자-

전주대 해외봉사 전주대 신문사 짱~!

같이 따라해볼까요? 명찰 만들기

풍선놀이

▶지역 : 캄보디아(프놈펜), 꼬마비전센터, 똘봉로교회
▶인원 : 33명(단장 1명, 부단장 1명, 인솔 2명, 통역 1명, 학생 28명)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건 교육 등
- 문 화 예 능 팀 : 미술, 태권도 교육, 미니올림픽 등
- 노아어린이집팀 : 공예, 유아레크레이션 등
- 프놈펜기술학교 : 기독교 문화교류 등
- 현지 문화 체험 : 시아누크빌 및 시내 탐방

2017.1.9.~1.23 (14박15일) 캄보디아 1팀 

비눗방울 놀이~

일등 할거야! 신기한 과학놀이 

우리는 복음 원정대! 미니 체육대회~

같이 놀아요! 에코백 만들기

▶지역 : 캄보디아 (앙꼬그라흐)
▶인원 : 18명(단장 1명, 인솔 2명, 학생 15명)

▶주요프로그램
- 복음 원정대 : 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예배에 대한 나눔
- C-WORSHIP STAR : 예배자 마음, 보컬 및 앙상블 트레이닝 등
- 어린이 경찬학교 : 기악게임, 기악연습
- 현지 교회 : 현지교회 예배 참여 및 교회 대청소

사역을 마치고~ 카드 뒤집기

C-WORSHIP STAR
예배사역 강의

패션티셔츠 만들기! 우리 잘했죠?!

양치교육 지금은 체육대회 시간

▶지역 : 미얀마(양곤), 쉐비다모자원, 하모니유치원
▶인원 : 18명(부단장 1명, 인솔 1명, 통역 2명, 학생 14명)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미술교육, 전통놀이, 보건교육 등
- 문 화 예 능 팀 : 하회탈 만들기, 한지 붙이기, 신체놀이 등
- 성탄절 및 선교: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 환  경  개  선 : 페인트 봉사, 환경정리 

미얀마 2팀 2016.12.21.~2017.1.3 (12박 14일)

재미있는 인형극 페이스페인팅~

함께하는 페인트질~

IT교육, 함께 배워요! 웃다가 울다가

꽃볼펜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역 : 미얀마(양곤), 어린이 센터, 청소년 센터
▶인원 : 23명(단장 1명, 인솔 2명, 통역 2명, 학생 18명)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파업카드 및 트리 만들기, 건축물 쌓기, 꽃볼펜 만들기 등
- 문화예능팀 : 이론(음계, 박자등), 악기(오카리나, 핸드벨), 노래 교육
- IT         팀 : 비즈공예, 포토샵, PPT 기능
- 체   육   팀 : 체력 이론 및 실기, 축구 기술 및 경기 , 태권도 기본 기술 등

미얀마 1팀 2016.12.21.~2017.1.3 (12박 14일)

통역을 도와준 츄츄선생님 송별회

즐거운 체육대회 나는야 후레쉬맨

2017.1.10.~1.18 (8박9일)  캄보디아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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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바로 비전, 즉 꿈이 있기 때
문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용
맹스러운 동물일지라도 꿈
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다. 꿈을 가진 사람과 그
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
이가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눈동자에
빛이 나고 순간순간 삶의 과
정에 의미가 있다. 

▼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니다. 땅에 속한 꿈이
있고, 하늘에 속한 꿈이 있
다.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
님의 꿈이 있다. 순간적인 꿈
이 있고 영원한 꿈이 있다.
땅에 속한 꿈, 사람의 꿈, 순
간적인 꿈은 백일몽, 일장춘
몽이다. 인생을 하나의 꿈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
서 말하는 꿈은 일장춘몽이
아니다. 깨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
나의 실체요, 생명이다. 하나
님의 꿈은‘그의 나라와 그
의 의’이다. 하나님의 꿈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렇기에 우리 마음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불
타오른다. 성경은 신약부터
구약까지 그 분의 나라를 이
야기하고 있다. 그 분의 나라
를 통치하고 있는 핵심 가치
는‘그의 의’이다. 그의 의
가 이루어진 나라가 곧‘그
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
라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십자가이다. 예
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의 나
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 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 한 가
지, 그 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
체를 주셨다. 

▼ 전주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 하나님의 공동
체이다. 학생과 직원과 교수
들이 그 분의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새 학
기를 맞아 전주대학교가 꿈
꾸는‘강한 대학’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정체
성에서 시작된다.‘더 강한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
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6:33).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우리는 진리의 전당이라 할 대학에서 동
역자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캠퍼스 안에서의 섬
김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
입니까? 진리는 언어적인 명제가 아닙니
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수도 아닙니
다.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도 아닙니
다. 대상과 인식 사이의 일치도 아닙니다.
진리는 지각과 관찰과 분석과 판단의 정신
적인 활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가 무엇임을 아는 방법
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
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라.”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진리라
고 말합니다. 진리는 결코 다양한 것들을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아닙니다. 유일한 것
을 지시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언어적인 것
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
도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로 결박되어 있어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
자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관리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서 자유를 더 빼
앗습니다. 지위도 높을수록 책임져야 할 일
들이 많아져 우리의 자유를 더 빼앗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
경은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책
을 많이 저술하는 것이 고단한 일이라고 말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 의
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에
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랐다가 알
게 되는 내적인 변화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위협해도 부활의 예수님, 부
활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
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심각한 질병

이나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
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
다. 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에서 자
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절망
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의 궁극적인 자유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
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교 전주대는 이곳을 출입
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되고 궁극적인 자유
를 제공하는 진리,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배
우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문구는 하버드 대학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은 이러한 구호
의 본의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대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본
뜻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도록
교수만이 아니라 직원만이 아니라 학생만
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곳
이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조그마한 고등고
육 기관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 캠퍼스를 출입하는 모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나아가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만드는 진리의 참된 전당이 되기
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주대를 그렇게 만
드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전주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전주대를 한국에서, 나아가 온 세
계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목사)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4)

진리의 샘

A.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
든지 모두 죄인들이고 위선적이며 자기
를 속이는 이중적 인격자입니다. 여기
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
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하는 생각 때문입니
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선
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
다.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
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되고 인
간적인 냄새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사람이 선해지고 달
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달
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
어 이전의 습성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 다니기 전보
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주 위선적이었습니
다. 결국은 돈 몇 푼 받고 자기의 선생

을 팔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
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모릅
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조
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룟유다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존
재합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하지
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
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남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상 거짓으로 믿는 사
람들도 있고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습
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사업상으로, 아니면 친교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것은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일 수도 있습
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사람이 진실한
교인인지 당장 한눈에 구분하기는 어렵
습니다. 

먼저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것으
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

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먼저 완전하
게 보지 말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불
완전한 집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
다. 

이것은 교회 뿐 아니라 인간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
닙니다. 교회가 다른 모임과 다른 점은
바로 교회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죄를 회개하
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
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
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
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위선적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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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기부, 지난해 이어
1,561박스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여 지역
의 소외된 계층을 돕기위한 활
동을 방학중에도 활발히 진행
하고 있었다. 지난 12월 9일
선교봉사처 주관으로 전주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지역 주
민을 위한 라면 기부행사가 있
었다. 이것은 지난 학기에 이
어서 두번째 진행된 것으로 지
난 1학기 10박스 수거에 이
어, 이번 학기에는 총 1,561
박스가 수거되었다. 이 행사는
전주 시내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독교와 문화’
수업 수강생과 교직원들이 따
스한 마음들을 모은 것으로,
모아진 라면들은 전주 시내 기
초 푸드뱅크 사업단에 기증되
었다. 이 기증품은 취약계층에
게 무료로 배포된다. 

특별히 이번 라면나눔행사
에 참여한 ‘기독교와 문화’
수강생 강유찬(소방안전공학
과)학생은 “처음에는 전주에
음식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이번 기
회에 나눔 행사에 직접 가서
참여를 해보니 푸드마켓에 대
해서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
면 참여하고, 기부 하고 싶
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덕진구청과 ‘행복한 나
들이’협약식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덕
진구청에서 협약식이 있었다.
선교봉사처에서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한
나들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도움의 손길이 절
실한 소외계층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속적인 이웃사랑에 앞
장서는 사회봉사 공동체 구현
으로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
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협약은 10월까지 지속되며,
매월 첫째·셋째주 금요일에
30명씩 총10회에 걸쳐 360
여명의 소외계층이 전라북도
및 인근 역사유적지 및 관광 명
소를 자원봉사자와 오붓한 나
들이를 하게 된다.

특히,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나들이를 추진하고
자 회차별 참여자와 자원봉사
자의 결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
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전주대학교와 동현
교회에서는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사
회복지시설 자원봉사를 실시
해왔으며 작은도서관을 운영
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
산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박선이 구청장은 협약
식에서 “소외계층과 함께하
는 행복한 나들이를 통해 생활
이 어려운 가정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이러한 나눔문화
가 더 확산되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배종모 기자

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 학생 22명
이 송천정보통신학교 겨울성경학교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하기 위해 ‘좋으신 우리 하나
님’을 주제로 2017년 1월 3일(화)~6
일(금)까지 4박 5일동안 하였다.  

송천정보통신학교는 전 학년 150여
명이 교육받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해 전인간
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적 적응
력을 높이는 기관이다. 학교는 제 1생
활관(공간디자인, 검정고시반)과 제 2

생활관(헤어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경배와찬양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교사들은 찬양과 성경
공부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 활동들을
진행했으며, 그외 ‘프라이드밴드’,
국악찬양 사역자 ‘서하얀’ 등 다양한
공연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
간들도 있었다.

제 2생활관(헤어반)에서 찬양인도를
한 경배와찬양학과 3학년 김한빛 학생
은 “이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더욱더 책임을 느끼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힘든 청소년들의 방황을 복음
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며 소감을
말했다.

- 문주희기자

전주대 선교봉사처, 지역돕기에 앞장서경배와찬양학과‘송천정보통신학교’주님의 사랑 전파
150명의 학생들의 교사로 22명이 섬겨

“이단 사이비는 캠퍼스의 공공의 적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

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서 개신교 인
구가 총 967만 6000명으로 1위로 나타
났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
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발표한 숫자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교인과 이단사이비
단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통계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각 대학
캠퍼스에 신입생이 입학하는 이 시간에
이단들의 집단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들의 포교 활동을 더
욱 왕성해 지고 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주택가 부근에서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봉사활동, 모델, 댄
스 등으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단들의 포교수법은 예전과 동일하지
만,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여 포교
법을 진화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
다. 사람들의 심리와 관계를 이용한 포교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부근, 문화센터, 찜질방, 청
소년들의 모임이 많은 거리, 인문학 강좌,
길거리 설문지, 재능기부, 아르바이트를
통한 섭외, MBTI, 미술 및 심리치료, 도형
상담 등으로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한
후 각 포교대상자에 맞게 성경공부로 유
도한다.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

비하는 공시생들에게도 접근하는 모습들
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스터
디 모음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통해 어려
움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방법들
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시생들
사이에서도 이단들의 피해사례들의 접수
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단들은 자신
들의 이미지 쇄신과 포교를 위해 사회봉
사활동으로 자신들의 집단을 홍보하고,
경로잔치나 환경정화활동, 연탄봉사, 요
양원 방문봉사,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포교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교리를
담은 벽화를 지역 곳곳 담장에 그려 넣어,
봉사를 가장한 홍보로 자신들의 활동영역

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들은 접근

을 하고 있다.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대
학생들에는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며 이단들의 접근
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단들의 감
언이설에 속아 듣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세뇌되어 포섭될 수 있다.

이단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학년
초에 새로 시작하는 대학 생활로 인해 여
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단들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면 한번 확
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단활동 관련 문의 선교지원실 ☎ 220-2103>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전주대 호남기독교박물관(관장 박현
정)에서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
지 레이놀즈(W.D.Reynolds) 선교사 특
별전시 ‘조선 땅에 드리운 생명의
빛’을 연다. 
레이놀즈(W.D.Reynolds, 이눌서,

1867~1951)는 ‘호남선교 7인의 선
발대’라 불리는 미국 남장로회의 개척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행보
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1894년 조선에 들어와 전주를 중심으
로 호남지역의 남장로회 선교지를 개척
하였으며, 한글성경번역을 주도하여 공

인 한글성경을
출간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이후  1937년
은퇴하여 미국
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
에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조선 선교의
길, 조선에서의 선교활동, 성서번역 활
동, 성서번역의 역사와 영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고
복음선교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위대한 레이놀즈 선교사의 활동을 살
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
고 있다. 전주대 호남기독교박물관은
구정문 입구 왼편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회를 기획한 박현수 학예연
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신입생들을
비롯해 전주 시민들에게 호남기독교선
교를 위해 몸바쳐 헌신한 레이놀즈 선
교사의 업적을 통해 신앙적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을 완역한 레이놀
즈 선교사의 업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처: 063-220-2117        - 편집부

호남기독교박물관, 레이놀즈(이눌서)선교사 특별전시

♥교직원예배♥
3월 8일(수) 개강예배

4월 19일(수) 부활절예배

5월 2일(화) 개교기념예배

6월 14일(수) 종강예배

♥3월 목요아침기도회♥
3월 9일(목) 저녁7시 

캠퍼스연합집회로가짐
3월 16일(목) 오전8시 대학교회
3월 23일(목) 오전8시 대학교회
3월 30일(목) 오전8시 대학교회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호남중심으로 활동한 자료 선보여

전주대학교회 한병수 담임목사 부임
4년간 대학교

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시던 김
승훈목사가 작
년12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사 임 하 고 ,
2017년 1월 1

일부로 한병수 목사가 대학교회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조만간 4면 ‘만
나고 싶은 사람’코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고, ‘개강호’신문에서
는 간단한 소개를 하기로 한다.

Q. 한병수 목사님 소개바랍니다.(전공
과 전주대학교에 부임하기까지)

수학, 경제학, 신학 등 여러 학문을 공
부했으며, 전주대학교에 오기전에 10
년간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했으며, 합
동신학대학원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원에서 강의를했었습니다.

Q. 가족들도 소개해주세요.
아내와 두 아들과 초등학생 딸 하나

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Q. 대학교회는 전주대학교 학생들만

오는 곳인가요?
대학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주대
교수, 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주민
들이 함께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Q. 앞으로 대학교회 사역의 비전과 방
향을 말씀해주세요.

신동아학원 산하의 전주대, 비전대,
사대부고, 영생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원합니다. 또
한 지역교회들과 연합하고 지역 주민들
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것입니다. 나아가 호남 전역에 목회자
재교육에도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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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a quản trị kinh doanh
201613133

Hoàng Sơn Trang

Tôi là du học sinh Việt Nam đang học
khoa quản trị kinh doanh. Tôi sắp hoàn
thành hệ đại học và đang chuẩn bị xin
việc, tôi đã được tham gia chương trình
“Du học sinh Việt Nam tu nghiệp làm
việc tại nước ngoài“ được chuẩn bị ở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ại Hà Nội Việt Nam từ ngày 13 đến

ngày 18 tháng 2 vừa qua đã diễn ra
chương trình 6 ngày 5 đêm “hành trình
việc làm tại quê hương của Du học sinh
Việt Nam” .Ngay từ ngày đầu tiên khi bắt
đầu chương trình thì hơn tất cả niềm vui
có thể về Việt Nam quê hương tôi là
điều hiện lên ở trước mắt, được gặp các
bạn đang du học ở cùng đất nước và
làm các hoạt động này hoặt động nọ
nên thời gian thật sự trôi đi trong chớp
mắt. Trong thời gian ngắn ấy tôi thật sự
đã có nhiều kinh nghiệm và đã tiếp nhận
được cơ hội suy nghĩ đổi mới.

Tôi là người Việt Nam nhưng bây giờ
mới biết đến những doanh nghiệp tốt
của Hàn Quốc đang thâm nhập vào Việt
Nam như thế này. Tôi đã lo lắng rất
nhiều về việc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ôi sẽ làm gì nhưng thông qua hướng
nghiệp làm việc thì tôi đã nhìn thấy

được tương lai mới. 
Trong lịch trình thời gian đi thăm những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ang xúc tiến
tại Hà Nội Việt Nam như K&K Global,
ngân hàn shinhan, công ty dệt may PAN
PACIFIC, công ty giày da Bali Vina,
công ty linh kiện điện tử, công ty TNHH
Main Elecom Vina,.vv....và đi thăm các
cơ quan nhà nước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KOICA, KOTRA, công ty quản
lý nhân lực công nghiệp Hàn
Quốc,..vv... thăm doanh nghiệp và được
gặp trực tiếp thành viên trong ban giám
đốc, người đảm đang bộ phận nhân sự,
nhận giáo dục về chiến lược xin việc,
cách viết sơ yếu lý lịch & giới thiệu bản
thân, phỏng vấn thử, mẫu hình tuyển

chọn trong Việt Nam...vv.. 
Hơn nữa thông qua chuyến thăm quan
tổ chức KOTRA tôi tiếp nhận được
những thông tin về hình thái doanh
nghiệp xúc tiến, sự phân bổ doanh
nghiệp theo từng địa bàn khác nhau của
Việt Nam, bên cạnh đó được nghe
nhiều thuyết trình về hợp tác công
nghiệp Việt Nam, vấn đề tìm kiếm việc
làm trong cơ quan Hàn Quốc,..vv..và đã
được tham dự thì giờ hữu ích trong việc
bồi dưỡng nhân tài cho mối quan hệ
hợp tác quốc tế của hai nước Việt Nam,
Hàn Quốc.

Thông qua tu nghiệp hướng nghiệp
này tôi không những được cơ hội tiếp

thu nhiều kiến thức rộng mà còn có thể
nhận biết được việc khởi nghiệp khó
khăn ở Việt Nam và thấy được tinh thần
của những doanh nhân thành công.
“Trước cái tên gọi là nỗ lực thì không có
gì là không thể” là câu nói của một
doanh nhân mà tôi nhớ. Khi được nghe
những câu chuyện thành công khi đã
trải qua rất nhiều thất bại cho đến khi
thành công trên một vùng đất hoang
hóa đã khiến tôi rất cảm động và có
động lực thúc đẩy rằng mình cũng có
thể làm được.

Giờ đây  không còn bao lâu nữa sẽ tốt
nghiệp, và suy nghĩ rằng mình đang
chăm chỉ trong cuộc sống du học sinh
nhưng có lẽ vẫn còn nhiều việc cần phải
làm. Dù chỉ giỏi tiếng hàn thôi cũng có
thể tìm được công việc tốt nhưng tôi lại
có ước mơ lớn hơn đó là muốn trở
thành người lãnh đạo kinh doanh trong
công ty.    

Thông qua chương trình này tôi đã phát
hiện được muc tiêu tương lai của mình.
Vì tương lai của tôi và đất nước Việt
Nam hôm nãy cũng vậy ngày mai cũng
vậy cần phải nỗ lực nhiều hơn nữa.
Em xin chân thành cảm ơ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ác đơn vị có liên quan
đã chuẩn bị một chương trình hữu ích
như thế này.

Thấy được tương lai qua 6 ngày 5 đê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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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of Haggai chronicles the fact that it
was long past due for the Temple of the Lord to
be rebuilt. Through Haggai God confronted His
people about the fact that His house was laying
in a pile of rubble. The people of Israel said,
"The time has not yet come to rebuild the
LORD’s house." But God made it clear that it was
indeed time to return to the Lord's work! God
was not pleased with the inactivity of His peo-
ple. As a result they suffered severe conse-
quences. They were rebuked sternly by the
Lord. And God called them to consider their
ways. He also informs them that if they will
obey His Word then He would be pleased with
them. The thought that I’d like us to consider
today is, "Who’s house are you building?" They
say that for alcoholics and addicts the first step

towards recovery is to admit that there is a prob-
lem. Likewise, in order for a Christian to over-
come the apathy that consumes our lives is to
realize and admit that there is a problem. The
next step is to do something about it! Unfortu-
nately, Israel was at a point where they denied
that there was a problem. 

I. The procrastination of God’s people (vs. 5-6)
The task involved (ref: v1-5) The Jews had

been delivered from captivity in Babylon. They
were allowed by Cyrus to return to Israel. When
they arrived there was a lot of work to be done.
Jerusalem and the Temple had been plundered,
burned and destroyed. So, instead of rebuilding
the Lord's house, the people began to build their
own homes. I’ve learned that many inactive and
idle Christians are not necessarily opposed to
doing the Lord's work. In fact, many have every
intention of one day dedicating themselves to
serving the Lord and contributing to furthering
His Kingdom. But they put off their service
while living their lives for themselves. What I’m
speaking of is a matter of priorities. The goal of
the Father is to get you to realize that you are not
doing what you have been called to do. 

II. The prescription for God’s people. (vs. 8-11) 
When you have a problem concerning your

physical health you go to the doctor. He identi-
fies the problem and often will give you a pre-
scription that will cure your illness. When we
have problems with our spiritual health God is

quick to identify them. And through His Word,
He will give you a prescription that will solve
those issues. This prescription is two parts. The
first part of the prescription is for us to: Hear
God's Warning and the next step is: Heed God's
Warning. 

III. The progress of God’s people. (v12-15) 
Israel began to move forward from this point.

They heard and heeded the words of God.
They FINALLY obeyed His command. As a re-
sult they made progress for the Lord. There are
3 steps that will ensure that we move forward
for Him: Step 1 - Listen to God (v12) This verse
tell us that God's people heard His voice, obeyed
His voice and feared Him. Step 2 - Lean on God
(v13) The Lord not only sent a message of re-
buke to His people through Haggai, He also sent
a word of encouragement. He told them, “I am
with you.” God wanted Israel to know that as
they labored to rebuild His Temple, He would
be with them.  Step 3 - Labor for God (v14) We
are told, "They came and began to work on the
house of the LORD Almighty, their God," What
they did was begin what they should have done
all along time ago! And that is the answer for
many of us today. Begin what we should have
been doing all along. I will be honest and say, a
few months ago it had been mentally and phys-
ically challenging. Our family moved and it took
a lot out of me. This whole time I had been fo-
cusing ONLY on my family’s home. Trying to

make it the best I can for my family to be com-
fortable, to be warm and feel like it is a home
they can enjoy. Although it may be understand-
able that I would want to do that for my family,
God spoke to me and asked me, “What have
you done for MY home this week?” Several
years ago, the London Transit Authority had a
problem. Customers were complaining their bus
wasn't stopping to pick them up. When they
were questioned, all the passengers were sure
they had been in the right place and they had
been there at the right time, but the bus just flew
on by. After an intense investigation they
learned the passengers were indeed telling the
truth. They were at the right spot at the right
time. The London Transit Authority explained:
"It’s impossible for the bus drivers to stay on
schedule if they always have to stop and pick
up passengers." The LTA and the drivers had all
forgotten that getting people from here to there
was their MAIN job. Schedules, although impor-
tant, mean nothing unless passengers are being
delivered to their proper destination. There are
times we are like that. We get so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they forgot our purpose is
to help move people from here to there. If we
aren't helping move souls from hell to heaven,
from lost to saved and if we're not moving them
from not knowing Jesus to receiving Him as Sav-
ior, we are forgetting our purpose. Let’s remem-
ber as we start this new semester.  “Who’s house
are you building?”

Who’s House Are You Building? (Haggai 1:1-15)

By Scott Radford

By Brandy Waters

Many people have a bucket list: a list of
goals and dreams that we want to accom-
plish in life.   Personally, one thing on my
life bucket list is to travel on the Siberian
Express from Mongolia to London.
Sounds exciting, doesn’t it?  

It seems it is easy to make a list of life
goals, but making a list of goals for a short
period can be more challenging.  I think
we all need a bucket list for each semester,
especially those who of you who are new
to the university.  Don’t make an unrealistic
list; otherwise you are setting yourself up
for failure.   We don’t want buckets with
holes in which allow our goals and dreams
to slip through them and become lost.  We
want to focus on attainable goals.  For ex-
ample, schedule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studying, going to class, exercising, so-
cial activities, and other things important
to you. Don’t become out of balance in
any area.

A coupl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you can list are to work hard and to have
a positive attitude. In the Bible, in Philip-
pians, it says: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unto the Lord and
not unto men.’   

This is great advice.  Yes, we want to
work hard and do an outstanding job be-
cause we take pride in our work, we also
want our parents to be proud of us be-
cause they are paying for our education,
we want to please our professors, because
after all, they are the ones who are grading
us, but remember, when all is said and
done, we are not here to please ourselves,

we are not here to keep our parents
happy, nor are we here to please our pro-
fessors; we are here to honor God and to
know that we have done our best for
Him.  For me, knowing that I have done
what God expects of me keeps me at
peace, when life becomes chaotic.

The second goal I would encourage
each of us to have is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It is so easy to complain and to
blame others when things go wrong.
Honestly, the majority of people do not
want to be around someone who com-
plains and grumbles all the time.  In fact,
most of us do not like to even listen to our-
selves when we fall into that trap.  Isn’t it
much more fun and uplifting to think and
speak in a positive way?  I love hanging
out with positive people: ‘can do’ people
who look at how things can be accom-
plished.   

Again, I would like to refer you back to
Philippians, where it says to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complaining.’
Ouch!  That can be difficult, but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think about things that
are honest, just, good, pure, true, and up-
lifting.  When someone complains don’t
join in; instead, think of a positive ap-
proach to take. 

I hope and pray that each of you makes
a realistic bucket list full of dreams and
goals for this semester.  Remember, that it
is a fresh start for all of us.  The past is be-
hind us, the future stretches in front of us;
let’s do everything to honor God and to
encourage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Let us begin by welcoming all our new incoming stu-
dents to Jeonju University.  Also, let us extend a warm
welcome back to our returning students.  Attending uni-
versity might be the first real change that a lot of people
experience for the first time.  Each person experiences
different things in their lives, some good or some bad, but
the start of university is the one change that a mass amount
of people all experience at the same time, so you know
you are not alone in this new transition.  As the year 2017
continues into March, the world has already experienced
a shake up that has changed the lives of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From U.S. inaugurating a new presi-
dent for a 4-year term to South Korea finalizing prepara-
tions to host the Winter Olympics in 2018, change is
coming.  Not all change is for the greater good; however
how you view and deal with change will have a better
impact on how any kind of change affects your life. 

This current change you are about to encounter, enter-
ing a new school as an adult.  This is will probably be
your first experience on your own without your parents
help.  The first time you might actually have to do your
own laundry or cook your own meals.  It is known to
some that college students live on ramen and fast food
for this very reason. No longer are you being personally
taken care of by your mother, but now you have to learn
to be self-sufficient.  To some, this is an easy transition,
but to others it might be a little harder to over come.  But
overcome they shall.

The next big change in your life is making new friends
that will probably last your adult life.  It was easier in your
past to make friends, because you went to the same
school with the same group of people for as long as long
as you could remember.  However, entering university is
different.  Students from all over different parts of South
Korea are entering Jeonju University at the same time you
are.  Now, there are so many faces you have never seen
before.  Sure many of you might be lucky enough to at-
tend university with your best friend from high school;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you don’t get that pleasure.
Choose your college friends very wisely.  Find other stu-
dents who share your interests, but also make friends that
challenge your character to be better.  You want to sur-
round yourself with students that will not bring you down,
in others words, students who would keep you from
going to class or preparing for an important exam because
of foolishness.  Have fun during your university life, but
remember that education is your first reason for being
here, fun should come after you’ve already finish any as-
signment required for class.  Once you’re done, by all
means have your fun. 

Which leads to the last bit of advice, keep your priorities
straight.  You know the reasons why you have decided
to attend a higher education program.  Whatever your
reasons might be, just remember those reasons.  You
might have a proud mom and dad at home, or you have
a professional dream you wish to achieve but need a
higher education degree to reach it.  Hold on tight to those
reasons, because they will help you make sound decisions
during your college career.  My friends are planning a
drinking party the night before my big exam, should I go?
I don’t really like listening to the lecture of one of my major
classes, should I skip it?  These are minor questions, but
have major consequences depending on your decision.

The changes you are about to undergo are just the be-
ginning of all the changes you will experience in life.
However, this change and how you deal with it now and
learn from it will set a preced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on how you will be able to deal with change in the future.
Learn to be self-sufficient, choose your friends wisely,
and keep your priorities straight.  Remember, you are not
alone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You have a faculty that
cares abou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students, and don’t
forget you still have the support of your parents.  Wishing
all students the best in 2017, and good luck with your first
week of school.

Bucket listThe Changes in Our Lives!
By Pauline Kild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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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토마토를 반으로 가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나
눠주세요.

2.그릇에 달걀과 소금을 넣고, 곱게 풀어 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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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Tip!! ※ ①에서 토마토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 주어야 ⑥에서 토마토가 힘없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 ⑥에서 토마토를 더 익히고 싶거나, 요리의 수분이 많은 것이 싫다면 달걀을 다른 그릇에 옮겨 주세요.

그런 뒤, 토마토를 1분정도 따로 볶아줍니다.

토마토달걀볶음!

4. ③에 ②를 붓고 달걀물의 겉이 살짝 익을 때까
지 기다려주세요.

5. 겉면이 살짝 익었을 때, ④의 달걀을 젓가락을
사용하여 저어주고, 팬의 가장자리로 모아둡니다. 

6. ①의 토마토를 팬에 넣고 30초 정도 볶아 준
뒤, ⑤의 달걀과 섞어 줍니다. 

7. 감동란 완성!

건강을 지키는 영양만점 토마토 요리.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한 불에서 팬을 달
궈주세요.

재료(2인분) - 토마토 2개, 달걀 2개
소금 약간, 식용유 1(큰 숟가락 기준)

학군사관(ROTC) 58·59기모집안내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학군 제58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학군 제59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일정 : - 1차 필기고사 : 4. 8.(토), 합격자 발표 : 4. 28.(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5. 1.(월) ~ 5. 26.(금), 합격자 발표 : 6. 16.(금)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 19.(월) ~ 8. 11.(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25.(금)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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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어? 근데 모르는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하지?
모르는게 있을때엔 각 단과대별 행정실에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물어보면 된다. 걱정하지 말자.

▶ 본 부
선교봉사처 :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 아
래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앙 관리를 위하여 대학교회
와 채플을 운영하고, 사회봉사센터와 e-복지관을 통
해 학내 구성원들의 봉사활동을 총괄하여 봉사정신
을 함양시키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선교지원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채플을 운영하며, 학생
들과 교직원의 신앙을 지도함 (대학교회 207호,
063-220-2672, http://mission.jj.ac.kr/)

2. 학생생활관
휴게실, 남녀통합휴게실(대형TV 및 응접셋트설치),
편의점, 독서실 그리고 객지생활로 심신의 피로를 풀
어주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영
화상영과 실내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젼홀(프
로젝트, 최첨단기계시설)등의 현대화된 시설이 마련
되어있음 (스타타워 1층 운영사무실, http://star-
tower.jj.ac.kr/)

3. 대학교회
대학교회는 학생 및 교직원 예배 등의 선교 업무를
관장함 (http://church.jj.ac.kr/)

4. 사회봉사센터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
회, 국가,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하여 설립됨(대학교회 207호, 063-220-4710)

5. e-복지관
워크 팀을 학문과 실천이 잘 결합된 사회복지사로 양
성하여 지역사회에 배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설립됨.
(063-220-2038, http://e-bokji.jj.ac.kr/)

6.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제 발생의 예방과 교육, 상담 및 치료, 건강가
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문화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
함 (군사교육관 1층)

학생취업처 : 학생들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후생복지, 학생자치기구 활동 지원, 장학금 지
급, 해외탐방 및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졸업 후
진로 지도 등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함.

1. 학생지원실
학생 및 학생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다양한
장학제도의 운영, 사회봉사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
함 (063-220-2161, 학생회관 226호)

2.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극대화 및 전략적
학습 환경 구현 및 실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
립함. (학생회관 2층 226호 장애학생지원센터)

3. 신문방송국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한 각종 여론조성 및 정보전
달로 대학인의 자질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함. (학생
회관 320호, 신문사: http://jjnews.cyworld.com/,
방송국: http://www.juebs.com/)

4. 취업지원실
학생들의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인력개
발센터 인적자원개발센터, 카운슬링센터,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063-220-2128,2171, 스타센터
241호)

5. 카운슬링센터
건전하고 가치 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
담 및 심리검사, 교양강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
문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 (063-220-2078,2079,
학생회관 221호, http://home.jj.ac.kr/user/index-
Main.action?siteId=happyjcc)

7.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여성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063-220-2027, 학생
회관 207호, http://woman.jj.ac.kr/)

▶ 부속 기관 - 국제교류원

1. 국제교류지원실
주요업무: 외국대학과의 협정 체결 및 유지,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 해외 현장학습, 장단기 해외 어
학연수, 해외유학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복수
학위제,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가 지원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 URP 추천서 발급 (063-220-2887, 국
제 교육관 , http://home.jj.ac.kr/user/index-
Main.action?siteId=ciee)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영재아카데미

2. 도서관
임성진 관장 | kuk4@jj.ac.kr | 063-220-2194,
학술정보운영실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
스를 수행 (063-220-2193, 스타센터 2층~3층,
http://lib.jj.ac.kr/index.ax)

3. 박물관
박현정 관장 | phj4@jj.ac.kr | 063-220-2126,
학교역사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역사, 문화, 예술, 민
속, 고고 및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발굴, 전시하고 있
는 상설전시관을 운영(063-220-3117, 본관 3
층, https://goo.gl/kO3mwQ) 
-호남기독교박물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 호남지역의 기독교
전래 과정과 초기 선교에 앞장선 ‘7인의 선발대’

의 활동 모습, 복음선교, 교육선교, 의료선교 등 기
독교의 역할과 업적 등을 전시·안내 (063-220-
3117, 스타타워 1층, http://museum.jj.ac.kr/main.do)

4. 학생군사교육단(ROCT)
이지형 학군단장 | 063-220-2507, 대한민국 국
방부 산하의 육군 교육기관 중 학생중앙군사학교 예
하부대 교육목표: 장교 기본소양과 군인으로서 기본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리더십을 배양, 교육중점: 군인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전투체력을 숙달하며, 기본전
투기술을 연마하여 부대관리 및 교관 임무수행능력
을 배양. 
(군사교육관(제144학군단), http://cafe.naver.com/144rotc)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교내 기관> - 인문대학(진리관 107호 인문대학 행정지원실, (063)220-2201)
- 사회과학대학(평화관 1층 113호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063)220-2234, 2241)
- 경영대학(자유관 105호 경영대학 행정지원실, (063)220-2916)
- 의과학대학(천잠관 111호 의과학대학 행정지원실, (063)220-2351,(063)220-2353)
- 공과대학(천잠관 111호 의과학대학 행정지원실, (063)220-2639, (063)220-4623, (063)220-2637)
- 문화융합대학(예술관 2층 209호(행정지원실), 공학 1관 2층 203호(보조행정실), 
(063)220-2376, 2377, 3070)

- 문화관광대학(지역혁신관 4층 402호 문화관광대학 행정지원실, (063)220-2347)
- 사범대학(진리관 1층 104호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063) 220-2291, 2340)
- 총학생회(학생회관 4층 412호, 총학생회 사무실 : 063-220-2437)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신학기, 새내기들
이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니뭐
니해도 동아리가 아닐까? 자신의 취미와 흥미에
맞게 다양하고 특별한 동아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재학생도 환영! 복학생은 더 환영!!) 
특별히 이번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아리를
소개하고, 알아볼 수 있는 동아리 홍보박람회
가 개최된다. 학생회관 외부와 학생회관 1,2층
에 설치된 각각의 동아리 부스를 찾아가 자신
에게 맞는 동아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체
험할 수 있다.

<전주대 중앙동아리>

▶ 학생회관 외부
- ESF, JDM, DFC, Chain, 레드불, HMY, 
쉼표, CCC, 오늘은 쉽니다, 파랑새

▶ 학생회관 1층
- SIEMPRE, 지구대, 파오리FC, 

예수전도단, 핀터치, 희망, 뷰티인사이드, 
전유회, 알함브라, RCY, LEO, A10, 
JJ SUPERSTARS

▶ 학생회관 2층
- CMI, 필드골, BUT I CAN, 산악부, 호릉, 
J.U.B.C, B.TENZ, CONTI, 조커, 머릿돌, 
네비게이토, 샘물차회, 예사모, IST, 볏단, 
은하수,T.RIZ, DSM, 스크린,JOY, SULOW,
로타랙트, 봇짐들, 호우회, 한국기독학생회,   
고려수지침, 백마응원단, 빌리어드

(3월 2일~16일은 새로운 동아리를 신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아가는 기간이며, 3월 13~16일은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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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살랑살랑~ 꽃이 피어나는 계절, 봄! 길었던 겨울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다. 특별히 17학번 신입생들에게는 새로운 학
교, 새로운 친구, 새롭게 다가올 수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신문사에서 그런 당신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신입생들이 알아
두면 좋을, 또한 재학생들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배종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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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신문사

“
”

작문실력은 훈련만이 답입니다! 

진실로 신뢰를 쌓겠다는 “사명감”,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혜택>
1. 정기자 임명시 장학금 매월 지급
2. 편집장은 총장상(공로상) 시상
3. 졸업시 신문기자로서 취업가능

<활 동>
1. 격주 신문 발행 참여
2. 교내/외 교수님 및 학생들과의 다양한 만남.
3. 연 2회 자체 수련회로써 팀워크 다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