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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입시환경에도 불구하고 
2천 6백여 명의 우수한 학생을 저희들
에게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사람을 통
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성과 인성,
지성을 통한 
하나님의 대학을 만드는데 결코 중단하
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올해에는 정말로 훌륭하
신 교수님 9분과 직원 선생님 8분과 함
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
수님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교육철학과

이상을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서 믿음의 대학과 반석 위
의 대학, 호남 제1의 기독교 명문사학,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으
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옵
소서.

나의 힘이요, 방패 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요,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2017년 한 해에도 세상의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때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
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의 고
백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
나님의 응답 가운데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맛보는 2017년 1학기가 되게 하옵
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 대학의 리더십들에
게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길 원
합니다. 또한,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
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
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
하신 그 형통의 복이 전주대학교에 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종훈 교수 (교수선교회장)

하나님의 대학 만들도록
<기도문>

[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

대학생활 좀더 즐기는 방법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밤에도 빛나
는 청년의 꿈, 청야 꿈 콘서트>가
열렸다. 청야 꿈 콘서트는 사회 각
분야의 유명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주대학교의 청년들에게 꿈
과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열정과 격
려의 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흙수저’부터 자수성가의 아이

콘으로 성공한 그들은 청년의 때
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
민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특
강을 진행하였다.  - 배종모기자

새로운 별을 꿈꾸며...
밤에도 빛나는 청년의 꿈, 청야 꿈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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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3개 부문 선정
전주대학교박물관(관장 박현

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
는 박물관 지원사업 중 3가지 부
문에서 선정되었다. 
‘2017 전국 공·사립(사립대
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
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
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소장
품 DB화 사업은 전주대학교박물
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문화유산 표준관리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

물 정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
로 소장품 등록 인력의 인건비 지
원과 유물 사진 촬영팀 파견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7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올해로 4년 연속
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박
물관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박물관상’을 수상한 바 있
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우고, 학
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
의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폭넓게 일깨우고, 인문학적 소양
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017 교육인력 지원사

업’은 올해로 5년 연속 선정되었
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주
관하는 교육인력 지원사업은 박
물관의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
을 찾은 관람객에 대한 전시 안내

및 길 위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 진로체험 교육 등
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문체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전시
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를 통해 학생과 지역 사회 주민들
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증진시키는 사회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
행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편집부

지난 28일 교육부통계에 따
르면, 우리 대학 학교기업 ‘농
생명환경연구센터(원장 최용욱
교수)’가 연매출 11억 7,648
만원의 매출을 보이면서, 학교
기업으로서 탁월한 성장을 보
이고 있다.
학교기업이란,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운
영되는 기업이다. 기술개발이
나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은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우리대학
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경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주대는 연매출 10억이상으

로 학교기업 중 2위에 달했다.
학교기업은 고용도 꾸준히 창

출하고 있어서 대학 졸업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취업률을 올
리는 효과도 준다. 또한 이곳에
서 현장 실습을 거친 졸업생들
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에도 채용되고 있다.

전주대
‘농생명환경

연구센터’
연11억이상 매출



2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제862호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운영
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가
(주)이지무브와 보조기기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
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
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

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신기술
창출을 위해 상호간에 협력하
기로 했으며, 공동연구 및 국책
사업 수행을 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보조기기 공동개발을 이
루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주)이지무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자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
한 보조기기 전문 사회적기업
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차,
전동보장구, 이동보조기기 등
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신현욱 센터장은 “이번 협약

을 통해 보조기기 공동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전라북도의
노인, 장애인에게 더욱 원활한
보조기기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의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노인, 장
애인에게 보조기기 정보제공,
점검 및 세척, 수리연계, 구매
전 단기대여 등을 각각 맞춤형
으로 진행하는 하는 사업이다.

원한식교수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쾌척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전

주대 행정학과의 원한식 교수가
올해도 전주대학교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한식 교수는 지난 2005년부
터 2017년 현재까지 학교에 지
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다. 12년에 걸쳐 총 1,900여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
다.
원한식 교수는 “교수로서 대학

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대학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업
에만 집중할 수 있길 교수로서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밤에도 빛나는 청년의 꿈, 청야 꿈 콘서트
1면에 이어서...  
1부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동연 아주대 총장, 권점
주 득심경영연구원장의 릴레이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
순서로는 전광진 성균관대 교수,
송기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박계신 다이아텍코리아 회장, 박
시형 쌤앤파커스 출판사 고문 등
이 나와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
하는 형식의 토크콘서트가 진행
되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세

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 나폴
레옹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다”고 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었
던 코르시카섬의 서민이 프랑스
황제가 되기까지 정말 희박한 가
능성에 도전하였던 그 정신을 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0.1%
의 가능성도 100%로 만드는 방
법은 즉 도전하는 정신”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도전의 메시
지를 전달하였다. 이어 취업을 앞
둔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적성과
목적에 맞는 일을 하라고 당부하
였다. “자신이 가진 창의성, 적
성의 측면에선 모두가 천재이며,
완만한 경사를 궁리하며 쉬지 않
고 오른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꿈꿔왔던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
장은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는
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하였다. “틀에 박힌 사고가 아
닌,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
아야 하며,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듯이, 세상의
거친 풍파가 닥쳐오더라도 그것
을 이겨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강인한 사
람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 후
권점주 득심경영연구원장은 <心
.知..行>에 대한 특강을 하였는
데, “항상 살아가면서 주변사람
들에게 주려는 맘이 있어야한
다.”고 말하였다. 절대 넉넉해서
가 아닌, 고마움과 응원의 표시로
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모든 계층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람의 마
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만큼 편견
과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베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은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해
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
고 “꿈이란 이루는 것이 아닌 성
장하는 것이며, 되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며, 좋은 것이 아닌 위
대한 것을 위한 댓가지불이며, 미
래가 아닌 현재.”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좌절되고, 실
패한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
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
다. “99℃가 아닌 100℃, 인생
은 실패할 때 끝난게 아니라 포기
할 때 끝난 것.”이라는 말이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은 "주경야독
(晝耕夜讀)으로써 시련을 극복하

고, 찬란히 빛나는 청야의 ‘별’
멘토들이 청년들에게 미래의 별
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비전과 의
지, 열정을 심어주어서 감사하고,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
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는 학생들
의 질문에 대한 청야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었
다.

행정학과 임아라 학생은 김홍
국 하림그룹 회장에게 “하나의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많은 계
열사를 가지고 계신데, 확장하실
때 꿈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
이 있으셨는지?”라는 질문에
“사업을 무조건 확장 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그 순간마
다 닥쳐오는 위기들을 해결하다
보면 사업형태가 더 보완되고, 더
경쟁력이 생기며, 사업이 안정되
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업의 확장보다는 경쟁력을 향
한 경영구조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바이오
기능성식품학과 유주향 학생은
권점주 득심연구소소장에게
“신한은행과 같은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필
요한가?”라고 질문하였고, 이
에 “위 기업엔 이 조직 안에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었다. 그리
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즐겼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재활학과 김도윤 학생은 김동
연 아주대 총장에게 “원래부터
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
었는지?”라는 질문에 “사실 총
장이라는 꿈은 꿔 본적도 없었
다.”고 하며 “TO BE보다는
TO DO가 중요하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때엔 따라
오는 과실이 있다. 그리고 더 시
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
다는 TO BE가 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뒤이어 전광진 성균관대 교수

는 “뜨거운 마음. 즉 열심히 하
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송기진 법무법인 대륙
아주 고문은 “최영판사님처럼
시각장애인도 점자로 공부를 하
며 사법고시를 합격하는데, 우리
는 못할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희망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박
시형 쌤앤파커스 출판사 고문은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의미없이 살지는 말
아야지라는 생각, 그 정도만이라
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
다.”고 마지막 말을 전하였다. 

이번 청야 꿈 콘서트는 우리들
도 꿈과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
지를 전달하였다.                

- 배종모기자

<발전기금 소식>

전북보조기기센터, ㈜이지무브와 협약체결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호남
권 최초로 부동산·자산관리 최
고위과정(REAMP)을 설립, 본
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1년 과
정으로 커리큘럼은 부동산자산
관리실무, 리츠의 이해와 운용사
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동산경매와 부실채권(NPL)
융합투자기법으로 진행된다. 제
주도 관광지 투자개발과 신도시,

해외투자개발지 등을 찾아가는
현장 답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의는 박정기 전주대 주임교

수가 이끌고 고종완 한국자산관
리연구원장을 비롯 서도희 변호
사, 김용남 한국부동산자산관리
학회장, 김성숙 명지대 부동산자
산관리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등
이 참여한다. 
금융 분야는 최경주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장, 유상철 전 리딩
투자증권 전무 등이 증권&금융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재테크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수료생은 한국부동산자산관리

학회의 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부
동산자산관리사(KPM)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호남 첫 개설, 부동산·자산관리 최고위과정

태권도전공 최광근 교수가
2017 ‘스포츠조선 고객감동 브
랜드 대상’교육-태권도인재양
성 부문을 수상했다. 전주대학교
태권도전공은 졸업 전까지 태권
도 4단 이상 승단을 목표로 하
며, 각종 체육 관련 자격증을 취
득하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 학생
들의 진로를 준비하게 했다. 또

한, 해외로 눈을 돌려 학생들의
사회 진출 분야를 확장시켰다. 4
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년 졸업작품 발표회를 갖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기부를 하
며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의 중심에 최광
근 교수가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해 대학
졸업까지 선수생활을 통해 우수
한 성적을 남긴 바 있다. 대학 3
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
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하고, 졸
업 후 국가대표 시범단에서 9년
동안 50여 개국을 다니며 태권
도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그가 전주대학교 태권도전공

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현재 이
학과는 전국의 크고 작은 대회에

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
다. 다수의 학생들이 권위 있는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서 명문
학교로 부상했다. 그의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The terror
live’ 팀은 지난해 8월 국기원에
서 열린 2016 세계태권도한마
당 종합 경연에서 평점 9.60으
로 우승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부상 등의 이유로 선

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
하는 ‘문무단’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선택해
졸업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
을 하도록 돕고 있다. 최 교수는

“지도자로서의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태권도 학과의 전
문성과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세
계 속에 태권도의 얼과 정신을
심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근교수, 태권도 인재양성부문 수상
열정과 사랑으로 학과 위상 높여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겸 창업
드림학교장 이형규 교수(행정대
학원)가 두번째 책을 펴냈다. ‘당
신의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기
술’은 입체적인 의사결정 전략
에 대해 다루고 있는 ‘디시전 메

이킹’에 이은 두번째 책이다. 
판단에서 결정까지의 과정중

4단계의 ‘결정 프로세스’의 개
념을 통해 2 0가지 자기 혁신 테
크닉과 문제 해결 전략을 소개한
다. 몰입, 소통, 통찰, 결단의 과
정에 있어서 세계를 주름잡은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의 예를
들며 뚜렷한 목적의식과 오픈마
인드, 소통, 혁신에 대한 통찰력
으로 최고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성공한 리더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다시는 내게 기회가 없을 것이
다”라는 직관적 자세로 강한 추
진력을 보인다. 기회포착에서 결

단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 독자가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와
같다.
이형규 교수는 총리 국무조정

실 기획수석 조정관, 전북 행정,
정무부지사를 지내고, 미국 시라
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
정학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행
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
총리실에서 28년간 재직하면서
치밀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육성법 제정, 범
죄와의 전쟁, 심야영업규제 폐
지, 재외동포재단설립 등의 이력
을 갖고 있다.
- 편집부

창업지원단장 이형규 교수,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기술” 책 펴내
국무총리실 28년 재직에서 얻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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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GO’, 중동 개강 이벤트
제32대 ‘당신의’ 중앙동아리연합회

에서는 동아리홍보박람회 기간중 3월 7일
에 학생회관 로타리에서 개강이벤트를 진
행했다.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에도 중앙
동아리연합회 페이스북 ‘좋아요’누르기
이벤트와 다트게임으로 학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앙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학우들을의 대학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
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밝혔다.

- 편집부

총학생회, 학생회관 개선위해 요금인상

3월 6일부터 학생회관 1층 식당 요금
이 변경이 되었다. 한식 3,500원을 제외
하고 직화요리는 3,800원에서 4,000원
으로, 일품요리는 3,800원에서 4,500원
으로 각각 요금이 인상되었다. 

전주대학교 제44대 ‘더하기’ 총학생

회(회장 이주승)는
“학생회관 식당의

품질을 개선하여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하
기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학우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앞으
로의 개선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회관 식당에 관련하여 총학생회 교
육복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
혔다. 학생회관 운영시간(중식)은 오전11
시30분부터 오후2시(월~금 중식제공)까
지 이다. 
학생식당 관련 문의처 
운영업체 CJ (063) 221-3405
부총학생회장 박진호 : 010-7292-7646
교육복지국장 김재명 : 010-4468-2207

-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그래... 옷보다도 
파릇한 네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원래 개강때는
이렇게 꾸며줘야 한대

어디 날 망신시키려고 -

니가 교수냐?
학생이...그냥 하던대로

하고 가 -

누나! 내일 개강하고
첫 수업 때 뭘 입을까?

이거? 이거?

개강 첫 날 왁스바른 머리

어제 산 옷

야 ~!! 제운아
너 어디 소개팅 나가니?

왜 이렇게 꾸며?

직화, 일품 4,000원, 4,500원으로

전주대 이하늘, 2017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

전주대학교 이하
늘(운동처방학과 4
학년) 학생이 2017
년 레슬링 국가대표
에 선발되었다.

27일 전북도체육
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

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2017 레
슬링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이하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59kg급에
출전한 이하늘 선수는 결승 상대인 정한
재(경성대 4학년) 선수를 접전 끝에 4대3
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진규 전주대학교 감독은 “이하늘 선
수는 파워, 스피드, 허리 태클이 장점”이
라며 “체중관리만 잘 한다면 큰 재목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대학 선수가 국가대표 1진에 선발된 것
은 2004년 이후 13년 만의 쾌거다. 특히
전주대학교에서 국가대표가 배출된 것은

1994년 문명석 선수 이후 23년 만이다.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하늘 선수는 4월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방코로보세계레슬
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5월 아시아선
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한편 전주대 레슬링팀은 이번 국가대표
로 선발된 이하늘 외에 김지훈(전북도청),
강내구(강원도체육회) 선수를 국가대표로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레슬링 명문으
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주대 레슬링팀 2017 국가대표 3명 배출

다 한 때다

‘나에게 맞는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아리홍보박람
회를 진행했다. 30여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추운날씨에도
신입생들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학
생회관 로타리 외부와 1층, 2층에서
진행되었다. 길거리 버스킹과 맛있는
간식거리를 제공하며 신입생들과 상
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대
학의 꽃’인 동아리활동을 잘 선택하

는 팁은 먼저 전공
학과 생활 외에 자
신 살리고 싶은 취
미가 무엇인지를 고
려하여 선택해야 한
다. 그러나 가입하기에 앞서 동아리방
을 직접 찾아가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
다. 학과에서 운영하는 학과동아리 외
에 대학 내 중앙동아리방은 학생회관

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동아리 등록 기간은 16일까지이
다. 16일 이후에 중앙동아리 명단을
신문에 게제할 예정이니 참고 바란다.  

- 편집부

‘전북지역대학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존치 요구’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8일 오
전 10시 전라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업계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원광대학
교, 우석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
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일
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10개교로
이뤄진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발표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
선소 가동 중단 결정이 여러 가지 여건

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결
정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공식화되면서, 현재 관련 협력사들은 속
속히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렇게 폐업할 경우, 4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전북권 대학들은 조선업계 근로자,
협력업체 및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해 특
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성명서로 발표한
것이다.

경제적 손실 4조원 예상해

>>지역대학 소식

>>지역대학 소식

2017학년도 3월 모의토익시험 
▶대 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접 수 : 3월 6일(월) ~ 20일(월) 스타센터 304호
▶응 시 료 : 3,500원 (준비물 : 신분증, 연필, 지우개)
▶접수방법 : http://www.testclinic.com/toeic/toe                 

icb2b_2.jsp?gc_code=0405
→ 응시날짜 체크 → 학번 입력 → 
신청하기 → 회원로그인 → 결제 → 
신청완료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시험일시 : 3월 23일(목) 오후 6시 ~ 8시 
(5시50분까지 입실, 지각 시 응시불가) 

▶문의 및 접수처 : 학생회관 2층 어학 상담실
☎220-2885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최종 등록기간
▶3월 27일(월) ~ 29일(수) 
▶등록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inSTAR) → 
장학/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납부확인서(출력)

국제공인 MOS Master 자격증 취득 교육
▶교육기간 : 3/20(월) ~ 4/14(금) 오후6시~9시 

스타센터 PC실
▶교육내용 : 파워포인트 / 워드 / 엑셀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 3월 6일부터 선착순 방문접수
▶교 육 비 : 28만원 (4과목 강의+시험 응시료)
▶접수처 및 문의

: 취업지원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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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리빙디자인 겸 산업디자인학과 안덕춘 교
수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공예디자인전
공 학사,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중앙공예
가회 회장, 전북공예가협회 이사장, 한국
칠예가회 회장, 2016국제현대옻칠아트
전의 한국측 준비운영위원장 등을 수행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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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Q. 지난 해 여름에 다녀갔던 서울 안국동

‘갤러리 담’ 에서의 전시보다 더 다양한 작
품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소개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87년 독일 베를
린 로호(ROHO GALLERY)에서의 저의
첫 개인전 이후, 작가로서 개인전 30주년
이 됩니다. 내년 2월 퇴임을 앞둔 저로서
준비전이 될 수도 있고, 퇴임전이 될 수 있
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평면과 입체, 카라,
현대회화, 단색을 위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쉽게 장식할 수 있고 반대로 뒤집으
면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다
용도로 사용되는 작품을 나타내었습니다. 

Q. 전시회를 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전시는 개인전 30주년기념을 맞
아 최근작부터 지난 30여년을 넘게
(1972년 상공미전과 동아공예전 입선 등
단을 시작으로 치면 45년) 작업한 것 중
에서 몇 점의 대표작을 함께 전시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매번 전시 준비과
정에서부터 작품촬영, 전시 엽서나 팜플
렛 제작, 운송 등에 신경 쓸 부분이 많았
고 작품제작을 하기 까지 인고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노
력해왔습니다.

Q. 1982년에 전주대학교에 부임하셔서
내년에 퇴임을 앞두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
지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가 원하는 칠 작업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재능기부하
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삶을 최선을 다
해 살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Q. 교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학생들
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빙디자인과가 폐지되어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마지막 1년 동안 졸업전 또한 열심히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봅니다. 생활칠기, 장신구,
평면 및 입체작업, 목공, 목칠가구 등에 사
용되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들을 열심히 익
히고 연구하길 바랍니다.

<대보름달> 위에 작품과 동일하게 12년도 가나아트스페이
스에서의 옻칠전 출품작이다. 안교수는 그 당시 작가노트에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난다.” 라는 표현을
적었다.

<튤립> 건칠기법으로 점토, 석
고,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기
물의 원형을 만든 후 여기에 옻
칠과 천(삼베, 소창)등을 이용
하여 부착해서 두께를 내는 것
이다. 

옻칠이란? 옻나무에서 상처를 내면 유백색 우유 빛의 나뭇진이 나오는데 그것이 공기로 인해 다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목재에 발라 건조를 하게 되면 보존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30년 맞는 개인전 기념
[옻칠 공예작가, 안덕춘교수 전시회]

<나뭇잎> 가을의 도토리 나뭇잎을 표현하였고, 목재표면에 
옻칠한 후 자개와 금박을 부착한 작품이다.

<옻칠의 단색- 황, 적 · 청, 황><옻칠의 단색- 갈색, 분홍, 자개, 적>

<옷칠의 단색- 갈색 Ⅰ·Ⅱ·Ⅲ(박부착)>

<지난 2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열린 안덕춘 교수의 전시회에 전주대학교 신문사가 직접 탐방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함께 전시회 현장 속을 들여다 보자.>

<옻칠의 단색- 조합>

<달> 2012년 추석,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회갑전시회의 출품작이
다. 올 해 30주년 기념 대표작으로 다시 선보였다.
이 작품은 달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무판재에 옻칠과 찹쌀풀로 천
을 배접한 후 옻칠하여 자개를 부착하고 금분, 은분, 주석 등의 가루를 뿌려준 
작품이다.

<벽장식 타일> 알껍질을 이용한 난각기법이다.

<옻칠의 단색- 적박, 청박> 직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옻칠한 작품. 벽에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담을 수 도 있다. 

<기자후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예작가
로 살아오신 교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직접
보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작품은 내 나이
만큼 오래된 작품인데 전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 제작한 것처럼 보존
이 매우 잘되어 놀라웠다. 또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신 교수님
의 이야기와 지혜를 들을 수 있어 너무나
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 취재: 박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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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 아동의 권리,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놀고 쉴 권
리, 공부할 권리, 잊혀질 권리 등 오늘날은
소위 ‘권리’의 춘추전국시대이다. 권리
에 민감하고 온갖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
이를 역설적으로 보면 권리가 그만큼 침
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리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일
례로 프랑스 인권선언 또는‘인간과 시민
의 권리선언’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이 인권선언에는 몇

가지 주요한 원칙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원칙 하나를 고찰하자. 
“제1원칙: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롭

다. 자유로운 인간본성에 관한 이 원칙은
인간의 천부적인 이성 능력에 기인한다.
즉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의
고유한 이성 덕분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이 원칙에
따르면, 인권은 이성의 능력에서 비롯된
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누구나
선험적(a priori)으로 이성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이 능력이 인간의 자유의 근거,
곧 인권의 근거가 된다. 신학적으로 표현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권을 갖는다.
기독교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
상 가운데 이성의 능력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철학적으로나 신학
적으로나 인권의 기초는 인간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인간의 이성 능력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갖는다. 
그러나『방법서설』의 저자이자 근대철

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의 입장에
따르면, 인권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방법서설』을 관통하는 세
원칙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1단계: 인간은 저마다
이성을 소유한다. 2단계: (그러나) 이성을

소유하고 있음이 곧 이성을 올바르게 사
용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단계: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방법의
계발’은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성에 관
한 데카르트의 서술은 역설적이다. 우선
이성은 자연권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공
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성은 교육되어져야 한다. 교육받지 못한
이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교육을 통해 이성적으
로 사유함, 즉 철학함(doing philosophy,
philosophiren, faire de la philosophie)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은 일부 철학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새로운 권리’가 된다. 이 권리를 현
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Jacques Der-
rida, 1930~2004)는‘철학의 권리’라
고 불렀다. 누구나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이자, 누구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권
리가 바로 철학의 권리이다. 
2017년 1학기 기초융합교육원 철학분

야 신임교수로 임용된 필자의 소망은 전
주대 수퍼스타들과‘철학의 권리’를 공
유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새로운
권리’이다. 

완연한 따스함으로 봄기운이 캠퍼스를 감싸
고 있다.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기라

도 하듯 교정 곳곳에 아름다운 꽃망울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식물들의 움직임이 보

이지 않겠지만, 속에서는 꽃을 피우기 위해 잎
사귀부터 뿌리까지 모두가 집중하여 최고의 노
력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 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
민국의 대학들도 현재 꽃을 피우기 위한 움직임
과 노력으로 각각의 역량을 모으며 집중하고 있
을 것이다.
우리대학도 전체의 생존을 위해 각자 분야에

서 열심히 뛰고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노력하고, 우

리가 해야 할 힘든 일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최소한 감사의 인사를 따로 하
지는 못할지언정 사사건건 반대하며 자의건 타
의건 흠집을 내는 행동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니 박물관에 넣어두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장년층은 대학시절 우리나라의 민

주화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신과 투쟁으로 일관하던
삶이 현재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에 그대로 적
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물론 많은 인
원은 분명 아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유익도 중요하고 소속된 개인의 권익도 중요하
다. 단,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거나, 명분이 약
하거나, 자기성찰 없는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양
산해 낸다는 것은 전체의 유익을 위한 행위는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해야할 노력은 하지 않으

면서,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처가 되는 말을 지속적으로 풀어놓게 된다면,
누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손과 발이 되겠는가?
사람은 자신이 맡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보는
각도도, 거리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하는 일! 어찌 완벽할 수 있겠는가? 그
렇기에 부정적 접근이 아닌 긍정적 접근으로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모습이 공동체의 지체
된 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생각이며 행동이 아
니겠는가? 상황불문하고 모든 논리를 끌어들여
오로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모임을 위한 관점
에서만 스스로 변론하며, 이기적 재생산에만 집
중하지 말고, 지금은 전체를 위해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명함의 직책을 다시 한 번 돌아
보자.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발

전을 위한 사람인가? 앞뒤 가리지 않는 투쟁위
원인가? 
투쟁도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혁명적 생각으

로 가득한 구태를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부족함
을 나의 것으로 채워주며, 나의 부족함을 공동
체의 풍성함으로 채움 받는 진정한 합력과 협력
이 일어나는 2017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전체의 비전을 향해 서로 격려와 응원으로 힘

을 합할 때‘더 강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교수칼럼

전종윤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철학분야)

어느 때보다 
합력(合力)이 
필요할 때!

철학의 권리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지난해 들었던‘철학의 이해’의 수
업내용이 자주 떠오르게 된다.“팡세(作,
파스칼)”에 대한 깔끔하고 정확한 해석
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
던 수업이었으며, 또한 수업시간에 우리
에게 들려 주셨던 교수님의 삶의 경험, 지
혜,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귀
한 믿음의 선물로 다가왔다. 
16주차에 걸쳐 진행된 여러 수업의 내

용들 중에 하나인‘솔로몬과 욥’의 이야
기를 이 지면을 통해 나누려 한다. 이 두사
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서‘부귀
영화의 삶’과‘고통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부
강하였던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자녀들은 죽어나
가고, 아내는 도망가버린, 비참함이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욥… 누군가에게 이 두
인생 중 하나를 택해보라면 주저하지 않
고 솔로몬의 삶을 택하지 욥의 인생을 택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려한 궁에서
진미의 음식을 즐기며 많은 부인들을 거
느리고 사는 삶과 길거리에 내앉아 피부
병이 발진하여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삶에
서 과연 후자를 택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
까?
그런데 이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고백이 참 흥미롭다. 솔로몬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인생의 말미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이 헛되도다 (전 1:2)”라는 고백을 남기
게 되고, 극한 고통의 삶의 욥은 “내가 주
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5)”
라고 고백한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의 삶이 위대해 보였으나, 결국 자기 자신
은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비참한 삶

이었고, 고난에 처한 비참한 욥의 삶은 결
국 자기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위
대한 삶이었던 것이다. 결국 삶의 말미의
모습에서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솔
로몬은 그의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
는 비참함으로 끝을 맺게 되며, 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누
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며 재벌

과 권력가들을 부러워하던 나의 비참한 시
선을 거두어 들이려 한다. 돈과 명예를 향
해 무작정 달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
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한 인생이 아닌 진
짜 위대한 인생을 고민해 보자. 고난과 어
려움을 극복하고자 돈, 명예, 학벌, 재능,
건강의 풍요로움을 향해 무작정 달려나가
는 것이 진짜 위대한 삶일까? 아니면 극한
의 고통 가운데에 서 있다 하더라도 창조
주 하나님 앞에 서서“내가 누구인가?”
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삶일
까? 솔로몬과 욥, 두 인생의 끝자락을 기
억하길..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법정 앞에 서야할 인생
들을 바라보길 … …

인생의 위대함과 비참함
<희망칼럼>

김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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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 제
1의 도시이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관
심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은 도시 규모가
크다거나 또는 첨단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예루살
렘은 기드론 골짜기에 솟아 있는 작은 산
이었고 여부스 부족들이 살던 산동네 였
다. 외형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작은 이
촌락이 수 천 년 동안 잊혀 지지 않고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 그리고 솔로
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
해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껏 존재하여 온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성서의 기록
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시대에“여호와
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
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창세기 22:2)”
고 하였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성읍에 대한 기록으로‘여부스 곧 예루
살렘(여호수아 18:28)’이 기록 되고 있
으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여부스의
주민이 살던 시온을 빼앗아 그 산성에 살
면서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성을 둘러쌓
았다.(사무엘 하 5:6-7, 9)’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 땅을 빼앗았다고 되어 있지
만,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
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명에 의하여 땅 주인
오르난과 협상하여 값을 주고 그 땅을 구
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 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

승하고 4년 후인 B. C. 967년 경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하였다.(역대
하 3:1) 이러한 성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역사적 지리적 관점에서 모
두 사실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산
(Temple Mount)이라 불리는 모리아 산
은 다윗이 주인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숨결이
있는 유적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추측 만 할 따름이지 고고학적
자료가 없어서 심증은 있으나 물적 증거
불충분한 상태이다. 
물론 발굴을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

겠으나, 발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이 63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모리아 산이 무하
마드가 승천 한 곳이라며 691년 그가 승
천한 바위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사원
‘황금돔(Dome of the Rock)’을 건립
하였는데, 이 사원이 이슬람교 3대 성지
여서 지금까지 발굴이 불가능 한 상황이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신화로 전해지는 과
거에서 영광스러운 조상의 모습을 그리고
미화 시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예외
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신분인 아
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내세우기
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한 때 이집트에
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는 과거
를 숨기지 않는다. 그뿐인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야곱은 꾀
를 부려 죽 한 그릇으로 장자 권을 뺏은
일 등 수치스러운 일까지 노출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으며, 예루살
렘은 거룩한 성으로 세계역사의 현장에
서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대인 역
사학자 사이몬 시백 몬티피오리는 예루
살렘을“예로부터‘세계의 중심’으로 여
겨졌고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충돌하는
각축장이자 점차 인기를 얻은 기독교, 유
대교 및 이슬람 근본주의의 성지이며, 문
명들이 충돌하는 전략적인 전장이자 무
신론과 신앙이 부딪치는 최전선이다.”
라고 표현 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예루살렘 성 안팎은 복
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민족과 국가
와 종교가 한데 얽힌 상황에 기인한다. 한
편으로 삶의 현장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용광로 같이 뜨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성
벽 바깥과 요소요소에 총으로 무장한 군
인들로 인해 조금은 삼엄하게 느껴지기
도 한다. 

성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서면, 첫눈
에 성지라기보다는 시장 같은 분위기에
우선 당황하게 된다. 성 안은 넓은 길이
없다. 좁은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구역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크리스챤 지
역이 밝고 활기차 보인다. 유대인 지역이
나 모슬렘 지역은 내 선입관인지는 몰라
도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보인다. 또 어
떤 곳은 음산해보이기도 한다. 성문
(Gate)에서 그리고 특정 장소 출입구에
서 군인들의 중무장하고 출입을 관리하
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장된 분위기는
정치적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다
양한 국적의 기독교인 순례자들이 성내
의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 순례하는 볼
수 있다. 유적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정
통 유대복장 차림의 랍비들이 머리를 아
래위로 흔들어가며 하는 기도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기도 한다. 다윗의 관
이 있는 방과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
친 베데스다 못, 다윗 성 등 자세히 들여
다보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아우르
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느끼게 된다. 

아무튼 예루살렘은 외부적인 번잡함과
함께 내적인 역사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
는 곳이며, 역사적 거룩한 성읍(Histori-
cal Holy City)이다.

(글과 사진은 김천식박사가 직접 여행하며 
취재하고 촬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감람산橄欖山(Mount of Olive)에서 내려다 본 예루살렘.  좌측 아래 기드론 골짜기 일부가 보이고 언덕 중앙 황금 돔과 나무가 

있는 녹색 부분이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올리려 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현장으로 보는 세계 기독교 역사 이야기 2

예루살렘 Jerusalem

▲이스라엘 군인들 예상과는 달리 촬영에 응해준다. ▲크리스챤 구역 ▲ 유대인 구역 ▲ 예수의 십자가 길을 순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 정통 유대 복장의 랍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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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최 마 중 지 봉

다 토

빈 기

독 립 선 언 서

교 야

정 청

엄 신 청

레 기 문

이 준 영 사

놀

즈

안 항 자 졸 난 브 박 제 힘 양 합 쁘

글 깁 누 김 객 은 파 시 요 무 희 네

음 펴 야 구 에 연 활 잠 왜 간 업 은

바 남 경 다 얼 지 난 해 면 전 그 갈

제 룰 국 리 러 은 근 징 사 주 데 리

를 키 가 오 간 경 사 면 조 화 곧 킨

우 넉 나 도 답 징 글 전 을 약 이 무

살 락 손 화 예 구 막 대 생 해 봄 잠

장 츄 발 늘 나 양 삼 분 아 섭 건 실

류 손 상 작 행 굴 동 기 이 단 금 홍

선 마 흥 이 풀 정 기 신 템 힘 김 오

츠 벼 열 민 조 법 둘 사 너 낼 기 정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1. 12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OOO이 올 시즌 12, 13호 골을 연달아 터뜨렸다.

2. 1842년 청나라가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은?

3. OO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소모품을 통칭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기초로 치안 유지, 침략 방위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국가로, 현대 복지국가와 대조되는 개념은?
6. 가수 OOO이 SNS를 통해 악동뮤지션과의 신곡 출시 

소식을 알렸다.
7. 1894년 동학농민운동 중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맺은 화약은?

8. 절친한 친구사이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9. 펜스(Fence)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9명씩 구성된 2개 팀이
교대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진행되는 경기는?

10.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개화 사상가
(출생 - 사망 : 1842 ~ 1896)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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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호 정답자>

1. 김은진 중등특수교육과 2. 김차령 상담심리학과

3. 최서영 영어교육과 4. 이수연 상담심리학과

5. 이하은 사회복지학과 6. 정명일 건축공학과

7. 황예진 영어교육과 8. 임아라 행정학과

9. 박지훈 전기전자공학과 10. 박하얀 영어교육과

개구리  : 이 영화를 보기 전‘23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 '케빈' 은 왜 3명의 소녀를 납치했을
까?’,‘이런 다중인격들이 왜 한 사람의 몸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의 인격들을 사회로부터 스스로 지켜내기 위
해서 24번째 인격, 한 차원을 넘어선‘비스트’
를 또 스스로 만들어 낸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외부에 의해서 또는 부
모에 의해서 고통 받고 힘들고 기댈 곳이 없어서
스스로 인격을 만들어‘케빈’의 삶을 지켜내려
하는 것, 어찌 보면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너구리 : 23가지의 인격을 가진 남자를 다룬 영
화이다. 그 남자의 인격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남자를 보니 안타까웠다. 
영화를 보면서‘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

만이 다중인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많
은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는 학교에서는 천진난만하고 말도 많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말 수도 적고 과
묵하게 지낸다. 또한 사회로 나가 친구들과 놀 때
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 할 때가 많
다.

이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중인격까지
는 아니겠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이나 장소에
서 다른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의 한 자아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싸
우고 있지 않을까’,‘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라
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사마귀 : 23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 '케빈'이 있
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는 정말 어린 나이부
터 어머니로부터 학대와 상처를 받으며 자라왔
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린 소녀 3명을 납치한
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나는 영화를 다
보고나서 약간은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영화가 무섭고,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서만
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인격을 만들어
내고, 자신을 어두운 지하실에 가둔 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
져 내려가는 것이 과연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라
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은 왜 저
래?' 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무
관심 혹은 지나친 관심, 또는 무심코 던진 작은
돌에 맞은 '케빈'의 모습일 것이다. 결국, '케빈'은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사
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리고 무시당했을 땐 어쩌면
우리도 '케빈' 과 같이 한 없이 어둡고, 외로운 지
하실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진 않을까? 결국 우
리에게 필요한건 사랑이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사랑일 것이다.

◎

학

생

기

자

평

◎

학군사관 (ROTC)
58·59기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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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단 행정실 063) 2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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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케빈’(제임스 백어보이)는 어
느 날 3명의 소녀를 납치한다.
3명의 소녀는‘케빈’의 몸의 주도권을 가진 데이빗(결벽

주의자), 패트리샤(여성), 헤드윅(9살 아이)에게로부터 벗어
나기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시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자극시
킨다. 3개의 인격은 한 차원을 넘는‘비스트’라는 24번째
인격의 제물이 될 3명의 소녀를 가두고‘비스트’의 존재를
기다린다. 23개의 인격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심리치료 박
사인 플래처(베티 버클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들을
막으려한다.‘비스트’에게서 도망치려는 세소녀,‘비스트’
의 존재로 사회에 인정받으려는 새개의 인격들, 이들을 막으
려는 플레처박사, 과연 그들의 운명은?

◎
영
화
줄
거
리
◎ 

23아이덴티티 
·감독 : M. 나이트 샤말란     ·등급 : 15세 관람가

·개요 : 공포, 스릴러 / 미국 / 117분 / 2017.02.22.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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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신입생, 지원 학과에 만족, 전공공부와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 2017학년도를 맞아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은 어떠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지,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취재 : 문주희기자

신입생!!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7년 3월 13일 학생회관 1층에서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주
대학교에 입학한 이유, 선호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
주거지를 봤을 때 자택에서 등/하교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량 높은 걸로 나타났고 기숙사는 남녀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 대학
에 지원할 때 신입생 100명 중 34명이 성적에 맞춰 진학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편의와 기타가 25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공 선택 선호도에 매우 선호도는 27명, 선호는 45명, 보통은
26명 불만족은 20명이라고 답했다. 대학생활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폭넓
은 대인관계 맺는 것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활동, 미팅, MT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생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싶은 분야
는 69명이 전공공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22명이 학우관계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주거지
명(인원수)

남자20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2

4 2

1111

1

22

4 4

69

25 25

13
3 34

0

여자

자택 하숙/자취 기숙사 기타

전공공부

교우관계

동아리활동

기타

교통편의

성적

장학금

취업률

기타

명(인원수)

명(인원수)

대학지원동기

대학생활 중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

20 27

45

매우선호

선호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명(인원수)

전공선택 선호도

26

4

17

44

6

MT

동아리 활동

미팅

대인관계

명(인원수)
대학생활기대



9제862호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허베이대학으로 가주세요.”
출 발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한국시각으로 새벽 3시,

전주대학교 사범대 학장님이신 유평수 교수님과 전주대
학교 학생 16명, 우리는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 및 한
국어교육봉사를 위해 전주대학교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새벽에 출발한 탓일까 모
두에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버스 안은 중국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지루한 공항 수
속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처음
본 풍경은 역시 자욱한 스모그였다. 중국의 스모그에 대
해 익히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욱 심각했다. 나는 바로 가
방 속 마스크를 꺼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날
부터 이틀정도 특히 스모그가 심한 날이었다고 한다.) 다
음으로 눈에 보인 것은 넓은 공항이었다. 밖으로 나가고
좌우로 둘러봤는데 양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 같았
다. 자욱한 스모그와 중국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에서 봤
던 그대로였다. 공항을 구경할 새도 없이 우리는 현지교
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베이징에서 바오딩으로 다시 버스
를 타고 갔다. 4~5시간 정도의 대륙의 교통 체증을 뚫고
바오딩에 있는 허베이대학 공상학원에 도착했다. 

첫 만남은 “니 하오”
바오딩은 중국 허베이성 중부에 있는 도시로 허베이성

고등 교육의 중심지이다. 우리가 지내게 될 허베이대학도
이 도시에 있다. 허베이대학은 중국의 대학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을 말하는 국가중점대학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더 자욱해진 스모그가 우리를 맞이했
다. 피곤함도 잊게 만든 설렘을 안은 채 한·중 대학생 문
화교류행사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허베이대
학 공상학원 주요 인사들과 우리와 3주 동안 만나게 될
학생들도 있었다. 한·중 각 측의 개회사가 끝나고 보여
준 동영상에는 이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렸
는지가 나왔다. 그들의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렘과 기
대를 느꼈다. 400여명의 지원자 중 면접을 통해 뽑힌 30
여명의 학생들과 한국어과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번 프
로그램을 도와줄 한국어과 고학년 학생들과 중국어 수업
을 맡을 중국어 선생님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
고 있었다. 새삼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새로웠
다. 개회식이 끝나고 긴 여정에 피곤할 우리를 배려해 바
로 허베이대학 본부에 있는 외국인기숙사에 보내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짧았던 첫 만남이 끝났다.  

중국에서 우리의 모습
먼저 우리가 머물렀던 허베이대학 본부에 위치한 외국

인기숙사부터 말하자면 2인 1실로 각 방마다 냉장고와

전기포트, 화장실이 있었고, 호텔식으로 운영되는지 샴푸
와 바디워시가 제공되며 매일 수건을 갈아주었다. 일정이
끝나고 기숙사에 오면 간단한 청소와 함께 쓰레기통도 비
워져 있었다. 매우 만족스러운 기숙사 생활은 중국에 적
응하는데 큰 도움이었다. 

중국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봐도 배경에는 항상
스모그가 껴있다. 사실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찝찝해도 그것은 기분 탓일 것이다. 하지
만 코를 풀었을 때 같이 나오는 이상한 검은 이물질을 보
고 항상 마스크를 찾게 됐다. 

평일 일정을 모두 소화한 저녁시간과 주말은 자유시간
이라서 이 시간에는 마음껏 중국을 즐겼다. 멘티들과 맛
집 탐방을 하든지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든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중국마트에 가보면 한국에
는 없는 음식이나 물품들이 많았다. 게다가 한국의
60~70% 수준의 물가는 나로 하여금 마트에 가면 한 봉
지씩은 사게 했다. 군것질만큼은 정말 걱정 없이했던 3주
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는 기숙사 밖을 나가기만 해도 모
든 게 처음이고 모험인지라 항상 신기했고 즐거웠다.

문화교류행사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김밥·비빔밥 한국음식 체험행

사, 공상학원주최 송년행사, 허베이대학교 국제교류원 주
최 송년행사, 허베이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송년연회
등에 참가했다. 우리가 직접 준비해 김밥·비빔밥 한국음
식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 고추장
과 전날 장을 본 재료들로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었다. 중
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우리가 하는 김밥, 비빔밥이 중국 학생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한국의 김밥, 비빔밥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
다. 전날 저녁 16명의 학생이 모여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계획을 짰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이리저
리 뛰어다니면서 비빔밥과 김밥을 만들었다. 우리의 중국
파트너들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도왔다. 마음이
참 고마웠다. 서로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우리는 짧은 시
간에 각각 100인분의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서로 흘린 땀과 함께 나눈
마음이 아름답게 버무려져 훌륭한 김밥과 비빔밥이 탄생
했다. 

학생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만 한국음식을
접했다며 실제로 만들고 맛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매우 좋
아하고 맛있게 먹어주어서 우리의 마음도 뿌듯해졌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에 공상학원으로 가서 한국어과

1학년 학생들과 수업 참관을 했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배
우고 싶은 허베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을 하는 방식으로 오전, 오후 각각 한 명당 두 명씩 짝을
지어 진행됐다. 그리고 허베이대학교 본부로 넘어와 기초
중국어수업을 받았다. 우리는 오전에 이루어지는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강의에서 교수님이 어떻게 학생들을 이해
시키며 강의하는지 보고 듣고 느끼거나 관찰한 것을 오후
에 있는 한국어교육시간에 사용했다.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 학생들
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하
나 예로 들자면 언어적 직관의 부재이다. 한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화자들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직관
이 한국어가 외국어인 중국인들에게는 없었다. 언어적 직
관의 부재로 인해 수업을 진행할 때 한국인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이나 말의 뉘앙스 등을 정제된 언어로 설
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학생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어려움을 느꼈다. 실제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여학봉 선생님은 외국어교육을 할 때는 내가 전하려는

바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정말 잘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하
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한
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어짐
설렘과 떨림으로 시작된 만남은 그 시작에서 기대한 것

처럼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 아픈 헤어짐을 동반하기 마
련이다. 1월 5일 우리는 폐막식을 가졌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일력을 찢어갔다. 그렇게 폐막식이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가며 헤어짐을 준비
했다. ‘정’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워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왔다가, 떠나갈 때 이리도 아프게 발목
을 잡는다. 한 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댔다. 서로 마주보며 서툰 영어로 마지막 대
화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못 알아들을 것을 알면서도 한
국말로 내 진심과 헤어짐을 전했다. 마음만은 통했는지
고개도 끄덕이며 대답했다. 각기 다른 장면들은 하나가
되어 마지막 엔딩을 만들었다. 헤어질 때가 돼서야 우리
는 우리“한국학생들과 중국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었
다. 중국학생들이 헤어지면서 했던 말은“우릴 잊지 말아
주세요”였다. 내가 어떻게 3주간의 따뜻했던 이 경험을
잊을 수 있을까. 아마 나는 평생 잊지 못할 3주를 보내고
왔다.

전진영 (국어교육과)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 및 한국어교육봉사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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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생들과 전주
대학생들이 다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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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
기에 어울러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
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똑
같은 유대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난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래 아
이들과 함께 놀지 못했다. 마을 어
귀 뽕나무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아
구름과 해와 별과 달을 친구삼아 어
린 시절을 보냈다. 세상이 미웠다.
성공만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라 믿었다. 로마의 신임을
얻고, 돈을 벌기로 했다. 

▼ 세리가 되었다. 세금을 많이 거
둘수록 로마의 신임이 커졌고, 쌓이
는 재산도 늘었다. 드디어 세관의 우
두머리 자리에 올랐다. 어느 누구도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나에게 함
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산다는 것이 불안하고 허망
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고독감보다
더 큰 고독감이 삶 전체를 흔들었다.
그 무렵, 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
었다.‘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젊은이에 대한 소문은 들을수록
감동적이었다. 먼 기억 속에 까마득
하게 잊고 살았던‘친구’라는 단어
를 떠올리며, 왈칵 그리움이 솟았
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와 친
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열망으로 길을 나섰다. 그는 많
은 사람들에 둘러 싸여 마을로 들어
오고 있었다. 그 무리를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내
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오르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유일한 벗이었
던 그 뽕나무였다. 놀랍게도 그 분
이 나무 곁으로 다가 왔다. 더욱 놀
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삭개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19:5).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와‘친구’
가 되겠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난쟁이 집’,‘죄인 세리의 집’
이라며 모두들 피해가지 않았던가.
그래서 더 억척스럽게 모으는 일에
만 혈안이 되었던 나에게  그의 인
자한 미소가’,‘이제는 나눌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에게 고백했
다.“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
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
다”(눅19;8). 

▼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
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
다’는 그의 말이‘뜨거움’으로 깨
달아졌다. 구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친구’삼아 찾아 온‘무조건
적인 은혜’요,‘무조건적인 나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일’이
었다.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깊
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
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
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
라” (고후 9: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을 위하여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
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의 나라와 뜻을 위해 각자가 맡은 배역
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로 부름
을 받은 자입니다. 지음의 적당한 의미
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을 창조자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
신의 삶을 맡긴다면, 모든 존재가 어우
러진 우주의 오묘한 하모니의 한 부분과
한 조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석학인 에스라의 손에 구약의 기

록을 다 맡기지 않고 농사꾼 아모스의
거친 붓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석학인 바울의 화려한 언사로 신약을 쓰
게 하지 않고, 고기잡이 베드로의 둔탁
한 손도 사용하셨습니다. 

한 시대를 사는 모든 존재의 섭리적인
하모니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야 할지 해답을 찾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존재의 공간적인 조화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조화도 있다고 말합니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1).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와 소망의 때,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행복의 때와 불
행의 때, 고통의 때와 희락의 때, 형통의
때와 좌절의 때 등 참으로 다양한 시간
의 조각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넘
어 인류의 역사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수
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대기든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공간적인 조
화의 씨줄과 시간적인 조화의 날줄로 오
묘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
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
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들은 버
릴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의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건과 상태와 상황들
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일조합니다. 

또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각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
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에게 주
어진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사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며,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사용의 대상이기
때문에‘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
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배우고
벌어서 남 주자’는 것은 모든 사회의 모
든 구성원과 모든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
이 본 받아야 할 모토입니다.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고 독

서하며, 연구하고 창업하여 일하는 복음
의 일꾼으로 배워서 남 주는 대학되길
바랍니다.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
지 말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
벌지 말고, 일터의 노동 자체가 섬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노동으로 번 돈이 또
다른 섬김의 준비가 되게 하며. 우리에
게 주어진 것, 젊음이든, 시간, 건강, 재
물, 재능,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나눔과
섬김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
리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

“하나님의 소명”(에베소서 3:7)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말씀

A. 교회에 나가면 성도들이 여기
저기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되었으
니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
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
이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참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
은 모임에 참여하고 시간을 내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
고 있는 생활이 있으므로 그것을 하
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
다. 오히려 갑자기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도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것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이 단시일에 급
조된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
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인식에 사로
잡혀 있어서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
에 따라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
한 것은 거쳐야 할 단계를 밟아야 하
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됩니다. 목
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구역 담
당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는 도와
줄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
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시간
사용도 역시 점차 우선순위가 달라져
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
간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시간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내 시간은 하나도 없습

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사
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
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주
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시
간을 빼앗긴다고 하면서 속상해할 이
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내 시간
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
간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바꾸
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즐
거워지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
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
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
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하지 말라.” (로마서 13:12-14)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교회에 나가면 너무 귀찮게 하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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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학기 교직원 개강예배
가 3월 8일(수) 오전11시 대학교회에
서 있었다. 김종훈 교수선교회장의 기
도로 시작된 개강예배에는 올한해 ‘더
강한대학’의 기치를 내세운 전주대학
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

렸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이며 전발
협(전주대학교 발전협의회) 회장인 오
성택목사(남전주성결교회 담임)는 ‘진
정한 생활 지혜’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진정한 축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삭의 온유함을 따라 세상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항상 져주는
모습을 가지자. 세상의 이치로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전주대학교
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교원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
다. 이호인 총장은 “기독교 건학이념
에 합당하게 매주 목요일에 있는 아침
예배에 맡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기 바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
남권을 넘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주
대학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8시에는 교직원 목

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된다. 많은 교직원
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
나님의 뜻이 전주대학교안에 온전히 이
뤄질 것이다. - 편집부

2017년도 1학기를 여는‘교직원개강예배’
이삭의 온유함으로 오는 축복을 바라며

거리로 나온 ㅇㅇㅇ의 증ㅇ
ㅇㅇㅇ의 증ㅇ은 최근 국내외 동시다발

적으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홍보지를 나눠주는 ‘거리 포
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근래에는 전
주대학교 근처 정류장에서도 활동하는 모
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ㅇㅇㅇ의 증ㅇ이 처음부터 거리

홍보를 한 것은 아니다. 원래 가가호호 방
문 포교의 상징이었던 이 단체는 여러 가
지 이유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2015년 10월 기준 혼
인 상태의 1158만 8000가구의 43.9%
인 520만 6000가구가 맞벌이 부부로

나타났다. 최소 10가정 중 4가정의 집이
상시 비어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요즘 1
인가구의 확장까지 생각해 본다면 비어
있는 집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는 낯선 이들에게 문을 열
어주지 않는 환경도 배제 할 수는 없다. 집
안에 사람이 없어서 포교를 못하고, 인기
척이 느껴져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포교
를 못 하는 상황에 맞선 ㅇㅇㅇ의 증ㅇ,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단사이비하면 폭력집단,
반사회집단 등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

른다. 직접 마주한 적이 없지만, 보편적으
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손사래 치는
대상이다. 
ㅇㅇㅇ의 증ㅇ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체제 부정, 수혈거부로 인한 사망사건, 양
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ㅇㅇㅇ의 증ㅇ이란
이름을 걸고, 매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자
리를 지키다 보면, 거부감을 줄이고 홍보
효과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길거
리 포교를 통해, 처음엔 싫어하거나 무관
심했지만,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
도가 증가하는 심리현상인 ‘에펠탑 효
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ㅇㅇㅇ의 증ㅇ은 월간지를 통해

신도들에게 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교와 관련된 성경구절
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한
다. 이 외에도 ㅇㅇㅇ의 증ㅇ은 ‘시간의
십일조’, 10일 중 하루를 봉사(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리로 지키고 있어
신도들은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
황인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의 증ㅇ들은, 단순 포교활동을
넘어 이미지 쇄신 효과를 노리는 길거리
포교로 제2의 포교법으로 자리 잡기위해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 보인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을 기억하
며 주의해야 한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전주대학교에는 교정 중앙에
‘노아의 방주’모양의 대학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대학교회를 섬기는
리더 김아영을 만나 대학교회 활동
에 대해 들어봤다. 김아영 리더는 전
주대 경찰행정학과 15학번이고, 기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Q. 대학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전주에
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가까이에
대학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교
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Q. 대학교회가 기숙사 입사 날(2/26)에

특별한 섬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해주세요~

‘짐을 주시게’라는 제목으로
기숙사 입사 날 대학교회에서 주관
하는 짐 나르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3년 전 교회를 소개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거운 이삿짐을 힘들
게 나르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도

와드렸는데, 너무 나도 좋아해주시
고 고마워해주셔서 매 학기마다 섬
김의 마음으로 봉사 중입니다. 오히
려 봉사하는 저희들이 뿌듯해질 정
도에요!

Q.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회가 하는

또 다른 섬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월 11일에는 1시에 홈, 빌, 타워
기숙사 1층에서 과일을 나눠주게
됩니다. 기숙사를 살다보면 아무리
과일을 좋아해도 보관할 곳이 마땅
치 않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
학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숙사 분
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해 낸 것이 과일
나눔입니다. 앞으로 매 달 할 것으로
생각 중이고요.　많이들 오셔서 받
아가셨으면 좋겠어요.

Q. 대학교회는 어디에 있고 예배는

몇 시 인가요?

은행나무 길을 따라서 진리관으
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 있는 데요.
축구장 앞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

실 것 같네요! 예배는 작년에 일요일
오후 2시에 대학부 예배를 따로 했
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요일 오전 11
시 예배로 통합되었습니다. 오전에
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
독교 교리 교육과 대학생들의 코드
에 맞는 재밌는 자치 활동 시간을 갖
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대학교회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월 25일 토요일에는 가든파티
라고 매년 대학교회 앞마당에서 하
는 고기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
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서로 교
제하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고 16,
17학번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 3월
31일에는 신입생 엠티를 갑니다. 대
학교회 선배들이 진로 고민이나 대
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 신입
생들에게 보람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의 : 대학교회 063-220-2301
대학청년부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지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2017년 1학기 캠퍼스 사역을 위한 

연합집회 개최

지난 9일(목)에 전주대학
교 대학교회에서 캠퍼스 사
역을 위한 연합집회가 열렸
다.

연합집회는 경배와찬양
학과의 찬양인도로 시작되
었고, 한병수(전주대학교
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
행되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집회는 전주대 선
교봉사처와 경배와찬양학
과 주관으로 이루어져왔다.
축복의 시간 후에는 정동영
(외대교회 담임)목사가 시
편 126편 말씀을 주제로
“큰 회복을 꿈꾸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
다.” 며 이어, “끝까지 포
기하지 않고 댓가를 지불한
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
매를 주신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 설교가 끝난 뒤 김

문택(경배와찬양 학과장)
교수의 인도로 전주대의 영
적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
장을 위해 기도하였고, 교
양성경과 채플 담당자와 중
보자, 학생, 선교단체, 간사
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심기도가 마쳐진
후에는 임종학(재언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집회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선교봉사처는 ‘지
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며 ‘캠퍼스 복음
화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
역해달라’ 고 전하면서 2
학기 캠퍼스 사역을 위한
연합집회가 9월 7일(목)
저녁 7시에 전주대학교에
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취재: 박주경기자

대학교회를 소개합니다
‘짐을 주시게’, 3년째 기숙사 입소, 퇴소시 섬김
‘3월 18일(토) 기숙사앞 과일나눔’
‘3월 25일(토) 대학교회 가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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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ùaxuântrên xứ sở kimchi thật ấm áp
và xinh đẹp.Khi những chồi non bắt đầu
nhô ra là lúc những cơn gió không còn
mang cái giá lạnh của mùa đông, thay
vào đó là nàng xuân mơn man bay nhảy
trên những tia nắng vàng ấm áp rung
rinh trước khung cửa trên cây đào cánh
phai đang nảy lộc đâm chồi, chuẩn bị
cho mình bộ cánh mới để khoe sắc cùng
muôn loài.Giờ đây cũng là lúc sân
trường hay hành lang, nơi thư viện hay
căng tin nhộn nhịp bước chân của các
bạn sinh viên đại học Jeonju,cùng bao
nhiêu trường đại học khác trong cả
nước bước vào năm học mới. Trên mỗi
gương mặt đều ánh lên hy vọng cho một
khởi đầu mới. 

Đại học Jeonju nơi dưỡng nuôi những
ngôi sao là khẩu hiệu của trường, hiện
với hơn 12 ngàn sinh viên theo học ở 68
ngành nghề đào tạo, có 9 nghành nghề

đào tạo sau đại học. Trong đó số sinh
viên nước ngoài lên tới hơn 700 đến từ
67 quốc gia trên toàn thế giới. Là trường
đại học được bộ giáo dục chứng nhận là
đại học quốc tế hóa giáo dục, và là
trường có tỉ lệ việc làm sau tốt nghiệp
đứng đầu trong cả nước. 

Tôi là một sinh viên Việt nam đang
theo học năm cuối trong khoa máy và
động cơ ôtô của trường. Không có cơ hội
học tập theo đúng độ tuổi, tôi bắt đầu
muộn hơn các bạn rất nhiều khi ở tuổi
đời ngoài 30 mà còn ngồi trên giảng
đường đại học. Thiết nghĩ muộn còn hơn
không, sự bắt đầu sẽ chẳng bao giờ là
muộn màng. Với sự đam mê máy móc
cơ khí đặc biệt là động cơ ôtô tôi muốn
có cho mình một kiến thức đầy đủ về
những cỗ máy cách nó vận hành và cách
người ta chế tạo ra nó, cách mà nó đang
góp phần thay đổi thế giới từng ngày. 

Mỗi chúng ta ai cũng đều có ước mơ,
hoài bão, mục đích sống và mục tiêu để
nhắm tới. “Không cơn gió nào có thể giúp
nếu ta không có một bến bờ để đi” là câu
nói tôi rất thích và vẫn thường nhắc nhở
mình.Với mục tiêu là truyền đạt lại những
kiến thức học được, truyền cảm hứng và
chia sẻ đam mê với những bạn trẻ yêu
thích cơ khí máy móc động cơ, tôi vẫn sẽ
nỗ lực hết mình học và nghiên cứu trong
lĩnh vực mình đã chọn lựa. 

May mắn hơn nhiều bạn khác, tôi
được học tập trong một môi trường
nghiêm túc, may mắn hơn nữa là mình
có thể hiểu và học tập bằng một ngôn
ngữ khác của một đất nước có tốc độ
phát triển khiến cả thế giới ngả mũ,đất
nước có nghành công nghiệp ôtô đứng
thứ 4 thế giới, có nền khoa học đứng thứ
nhất trong khối OECD (tổ chức hợp tác
và phát triển kinh tế)và có mối quan hệ

hợp tác gắn kết chặt chẽ với Việt nam
đó chính là Hàn quốc. Đất nước cũng đã
từng bị chiến tranh tàn phá ghê ghớm để
rồi họ đứng lên xây dựng một Đại hàn
dân quốc như ngày nay với tinh thần
đoàn kết và tự hào dân tộc, tinh thần lao
động miệt mài hăng say, phấn đấu
không mệt mỏi, những con người Hàn
quốc rất đáng để tôi với các bạn học tập.

Không có vinh quang nào mà không
phải trả giá bằng sự hy sinh, không có
đắng cay thì không có ngọt bùi, không
có sự đầu tư nỗ lực thì sẽ không có ngày
gặt hái, là những điều mà tôi được cha
ông dạy bảo rất nhiều. Khi còn trẻ dũng
cảm bước đi, nghênh đón phong sương
gió mưa tôi luyện bản thân, trải nghiệm
càng nhiều, trắc trở càng nhiều thì cuộc
sống càng có hương vị đậm đà. 

“Phàm mọi sự đều có kỳ định” là câu
kinh thánh trong sách Châm ngôn nhắc
nhở con người sống, nhận biết và tận
dụng thời gian một cách triệt để để sống
một đời sống khôn ngoan, khi chúng ta
đang có cơ hội học tập thì cần cố gắng
nỗ lực hết mình trong công việc học tập,
lãng phí thời gian thì giờ là sự ngu xuẩn
nhất điều mà tôi học được. 

Quê hương đất nước của chúng ta
đang đổi mới từng ngày, và càng cần
những con người được đào tạo được va
vấp được giao lưu với thế giới có tư duy
lơn và tầm nhìn xa. Việt nam cần sự
đóng góp tích cực của mỗi chúng ta.

VƯƠNG NHẬT THÀNH 
Chuyên ngành Máy và động cơ ôtô năm4

Tuổi thanh xuân, mùa xuân của cuộcđ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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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well aware what happened on Friday
in S. Korea and I do believe that impeached
president Park is probably saying to herself, "If I
had known back then what I know now, I
would have made different choices." Many peo-
ple have echoed that same statement in their
lives, “If only I had known, I would have done
things differently.” It can happen in every walk
of life. Our choices have consequences and
these consequences can affect not only our life
but also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In
Deuteronomy 30:19, God told the Israelites that
He was setting before them,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and He encouraged them
to choose life. I want to discuss making the right
choices. 

I. Make sure your choices honor God. We are

living in an age when many are consumed with
the idea of success and winning. Some will do
almost anything to succeed or to win and nowa-
days we aren't easily shocked. We aren't all that
surprised when a politician casts innuendoes or
tries to paint an ugly picture of their opponent
to gain an advantage. Whatever it takes to win
people, and it doesn’t surprise us. Whether in
politics, athletics or business, they focus on in-
stant gratification. Their only motivation is to sat-
isfy their desires. Paul says in our scripture that,
"You have a choice. You can focus on earthly
things, or you can choose citizenship in heaven.
Your destiny can be destruction, or it can be eter-
nal life. And the choice is yours." So the question
is "Which choice are we making?" The answer
must be one or the other because we only have
those two choices. We can choose either to
make the focus of our life the world and the
things in the world, or God and the things of
God. 

II. Don’t focus on things of the world. I want us
to think about those who focus on the things of
the world. Basically they die in three ways. First
of all, they are dying physically. We're all dying
physically. We know that. We look in the mirror
and find another wrinkle or another gray hair,
our six pack has become a one pack and each
day we feel another ache or pain. Not only are
we dying physically, but we can also be dying
spiritually. The Bible clearly teaches that there

are moments in life when we are more sensitive
to the things of God than at other times. The
Holy Spirit comes and offers redemption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It is in those mo-
ments, when our spirit responds to God's Spirit
and we have 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what God is offering. But the Bible also says that
if we let those moments pass, then the next time
the opportunity comes it's easier to say "No/re-
ject". Again and again that happens, until finally,
Paul says in Ephesians 4:17-19, we reach the
point where we are no longer sensitive to God,
and we die spiritually. Look around. We're living
in a world that is dying spiritually. Much of our
nation is dying spiritually, drawing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God. Not only are we dying
physically, and many are dying spiritually, but
without Christ, we'll also die eternally. Paul re-
minds us, "The wages of sin is death." (Romans
6:23) 

III.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Jesus said, "I
have come to give you life, and that more abun-
dantly." (John 10:10) Do you feel like you are
living that abundant life today? Over the years I
have heard some young people say when they
start university, "I can’t wait to really start living
my life!" And usually they are referring to indul-
gence in alcohol, partying or sex. But they are
deceiving themselves. If they believe this is liv-
ing, than “They're not "living," they're dying.” I
wonder how many of us are just getting up in

the morning and turn on a switch. We go to
school or whatever we do each day, then come
home, stare at the TV, go to bed, and then turn
off the switch. Then the next day getting up and
going through the same monotonous routine.
Are we really living, or are we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I believe there is more to life than
what the world thinks. There is a greater moti-
vation for life than just getting up and going
through the motions. There is a purpose, a goal,
a vision that God wants us to catch. So the ques-
tion is, "What choices are you making about
your life, and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Five
frogs were sitting on a log and then four frogs
decide to jump into the pond. How many frogs
were left on the log? The answer is: There are
still five frogs on the log. I did not say they jump
into the pond. I just said they decide. Often in
our Christian walk, we decide to live for Christ
but it was just a decision and not an action. What
I have learned is, when you have to make a
choice and you make it but you don't act upon
it, that is in itself a choice. Are you looking for a
better life, a greater life, an abundant life that will
last forever? Eleanor Roosevelt said, “One's phi-
losophy is not best expressed in words. It is ex-
pressed in the choices one makes. In the long
run, we shape our lives and we shape ourselves.
The process never ends until we die. And the
choices we make are ultimately our responsibil-
ity.” Today, make the “RIGHT” choices!

Make the Right Choices (Philippians 3:17-21)

By Scott Radford

By Stuart Scott

Our school year has begun in
earnest and students will now find
their classes moving forward very
quickly.  It also the time of year when
MTs and other fun activities start to
take away from a student’s studying
time.  Students, especially freshmen,
can easily fall prey to using their time
for something far more fun and ex-
citing than studying and doing school
work.  While many of these activities
are important for relieving stress and
forming bonds with classmates, I am
reminded of the saying that my pro-
fessors used to tell us at the beginning
of our school years back home.

It is easier to keep up than to catch
up.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it is important to stay on top of your
studies.  Even though things may not
seem overly difficult now, they will
quickly add up as professors hand
out more assignments and projects,
and midterm tests loom ever closer.
Students can quickly find themselves
buried under a mountain of work in
just a couple of short weeks.

So what can students do to ensure
they stay on top of their work?  Many
teachers, parents, friends, and web-
sites have their own ideas, tips and
tricks for proper time management.
In this article we will quickly look at
the ones that I think are the best to
help students succeed at school.

First and foremost, students should
set study goals.  Students should
think about what they want to ac-
complish each day, week, month,
and semester.  Goals should be real-

istic and achievable, and should also
be prioritized.  They should help stu-
dents balance out their overall life,
helping them not only study, but so-
cialize and maintain good health.  For
example, a project could be broken
up into several goals.  Have the re-
search done by the end of the first
week, the rough draft written by the
second, have it reviewed and cor-
rected by the professor the third
week, then adjust it and submit it in
the last week.  Using a time planner
is an excellent way to manage study
goals.

The second important tip is to do
quality work.  Being a successful stu-
dent begins with paying attention in
class.  Listen carefully and participate.
Put away your phone, refrain from
talking to your friends, and stay fo-
cused on what the class is about.
Take notes.  Always check your
work before you submit it to your
teacher.  Any written assignment
should be written once, checked,
and then re-written, no exceptions.  

Lastly, take care of yourself.  Make
sure when you are setting your goals
and doing your work that you leave
some time to take care of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Spend time with
friends and get some exercise.

As this semester is gaining momen-
tum try to remember these tips.
There is no one-size-fits-all style to
being a successful student, but by
using these tips and playing around
with different “life hacks” students
can find their own way to complete
the semester successfully.

First, I would like to welcome
all the freshman students to
Jeonju University. The first day
of university is a milestone that
everyone should remember.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10% of all
people are lucky enough to enrol
in university. Only about 6% will
graduate. Secondly, welcome
back to those students who were

here last year or have just returned from their military service
or just a leave of studies.  Hopefully everyone enjoyed their
break and you are ready to study once again.

During my break, I had the opportunity to travel to South
America for a 3 week vacation. I visited Peru, Argentina,
Uruguay and Brazil. Having time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one of the benefits of working at Jeonju University. However
traveling in some countries can be a little bit dangerous. There-
fore,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o stay safe when traveling
in some countries. I will give you some tips on how to avoid
being the victim of a crime. 

Good planning will help reduce the risk of a bad experience
on a vacation. Poor countries or poor areas of a country usually
will be more dangerous. The first step is to check with your
own government to see what they say about traveling to the
countries you are planning to visit. Obviously countries like So-
malia and Syria should be avoided. However,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may not be so obvious. South Korea has ex-
tended a ban to some parts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nalty
for going there is a 10 million won fine. Assuming your gov-
ernment tells you it is safe to visit, then step two is to do some
research on the internet about your destinations.

The first tip is to travel without expensive items. Gold jew-
ellery may look nice on you but it tells would be thieves that
you have money. The same is true for designer clothes and
expensive electronic equipment. You make yourself a target
by showing these things. Only take essential things and leave
the others at home. Although you may not feel rich, to people
who live in poverty, tourists all look rich.

Another tip is to use tour groups and registered travel workers
when in some countries. The presence of a person that speaks

the local language, knows local danger points and has a gov-
ernment endorsement will help you stay safe. The more re-
mote or untraveled by tourists a location is, the more likely you
are to need a guide. Listen to the advice of those who work in
the tourism industry. They want your trip to be safe so you
and others will visit in the future. 

Night time presents a special risk for tourists. You may want
to go out and party with the local people at night. However,
tourists later at night who have been drinking alcohol make
themselves a target. You are not as alert after drinking and may
enter situations that you might avoid otherwise. It is a safe idea
to visit bars and restaurants that cater to tourists and that are ei-
ther in or are close to your hotel. Late at night, do not walk
back to your hotel, have the restaurant or bar where you are,
call a reliable taxi. The small amount of money you save is not
worth the risk you will encounter.

Finally, the best advice is to use common sense. If you think
something might be too risky then it probably is. Trust your
instincts. Recently in Sao Paulo, Brazil, I felt my hotel was in a
poor area of the city and at night I chose to relax in my hotel
room. Later, other Brazilians told me that this was a smart idea.
The hotel I had chosen was cheap but the reason it was
cheaper than similar hotels was that it was located in a danger-
ous part of town. My instincts were correct. 

By following these simple suggestions, I was able to see
many beautiful places in South America and return safely to
my home here in Jeonju. When people ask me about my
favourite part of my trip, I tell them there are two favourites.
The first one is the UNESCO heritage site, Machu Picchu, in
Peru. This is the ancient city high in the mountains for the Inca
people before the Spanish arrived. The second is the amazing
Iguazu Falls on the border of Argentina and Brazil. I picked
two as one is man-made and the other is natural. These are
two of the highlights of my trip and I would recommend them
to anyone. But
remember
when you
travel to these
places follow
my advice and
stay safe.

Staying on Top of School WorkWelcome To or Welcome Back!
By  Joel MacDoug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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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닭가슴살을 캔에서 꺼내고, 기름기는 빼주세요. 2.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나
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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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장 양념을 만들 때, 기호에 맞춰서 설탕과 간장의 양을 조절합니다.
※ ⑤에서 달걀을 잘 풀어주어야 기존의 재료들과 달걀이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돈부리!

4. ③에 간장 양념을 붓고 볶아주세요. 5. ④에 ①의 닭가슴살을 넣고, 간장 양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6. ⑤에 잘 풀어준 달걀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7. 완성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올린 일본식 덮밥!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②의 양파를 볶아주세
요.

재료(2인분) - 양파 1, 달걀 2, 닭가슴살1캔(135g)
간장 양념(큰 숟가락 기준) - 설탕 1, 간장 2, 물 6

글 쓰는 사람, 호모 스크리벤스

자기표현의 시대, 글 쓰는 사람의 세상
생각하는 사람은 멋지다. 글 쓰는 사람은 더
멋지다. 21세기는 생각하는 사람, 즉 호모 사피
엔스(Homo sapiens)를 넘어 글 쓰는 사람, 즉
호모 스크리벤스(Homo scribens) 시대이다. 

2017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눈만 뜨면
글을 쓴다. 문자,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
램(instagram), 밴드(band), 카카오스토리
(kakaostory), 트위터(twitter), 빙글(vingle), 블
로그(blog), 인터넷카페(internetcafe) 등. 요즘
은 그야말로 밥 먹듯 일상적으로 글쓰기를 하
는, 글 쓰는 사람의 세상이다.  
글쓰기를 할 때 우리의 눈망울은 똘망똘망 광
채를 낸다. 내가 글쓰기를 할 때나 친구가 보내
온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새롭게 변
신한다. 글쓰기는 무뎌진 마음을 일깨우기도 하
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글쓰기 덕분에 우리들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

지 않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울하거나 힘들
때도 글쓰기는 바로 곁에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준다. 어느 순간 글쓰기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소중한 벗이 되었다. 

좀 더 의미 있게, 제대로 된 글쓰기
순간을 포착하는 현재형 글쓰기는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즉각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심지어 통쾌하기까지 하다. 현재형 즉석 글쓰기
는 인간 세상의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樂愛惡
慾)을 팔딱이는 생선처럼 살아 숨 쉬게 한다. 

여자친구 : 원하는 거 없어? / 남자친구: 오직 너. 

여자친구 : (*^_^*) 싱글벙글 / 남자친구 : (̂ _ ;̂) 쑥스럽군 

엄마 : 담배 폈니? / 아들: m(_ _)m 미안합니다.(고개 숙였죠) 

엄마 : 우리 아들 공부 좀… 

아들 : 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 -_-. ) 훌쩍훌쩍 

아빠 : 삶은…노력이다. 알지? / 딸 : 삶은 계란 사 갈까요? 

아빠 : 취했니? (@_@) 빙글빙글 / 딸 : (̂ _-) 윙크 

이렇듯 감정으로 편향된 마음, 감각만을 만족
시켜주는 글쓰기를 하다보면 슬며시 딴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이런 것도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까?’ 가끔은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
하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우, 내
가 이런 글도 썼구나. 제법인데.’ ‘아깝게 흘
러가는 생각들을 붙잡아서 어딘가에 남겨놓고
싶다.’ 맹자가 설파한 사단(四端)에 입각한 글
도 써 보고 싶고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실천 사
례를 쓰고 싶은 진지함이 싹 틀 때도 있다. 그러
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자극
하는 대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를 떠올려 본다. 삶의 철학이 깃든 글쓰기. 시공
을 초월하여 빛나는 명품 글쓰기도 꿈꾸게 된다.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 쓰고 싶다. 나는 너에
게, 너는 나에게 잊혀 지지 않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 메모 수준의 단상들을 쓰는 정도가 아니
라 ‘누군가에게 보여 줄 정도의 제대로 된 글
쓰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
학교에 있는 <글쓰기 클리닉>을 찾으면 된다.

글쓰기 입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학교 <글쓰기 클리닉>은 2007년에 개

원하여 올해로 11년째 학생을 맞고 있다. 학생
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교수
님과 일 대 일로 마주 앉아 자유롭게 글쓰기 지
도를 받는다. <글쓰기 클리닉>은 모든 것이 학
생 맞춤형이라 학생들의 편의가 무엇보다 우선
된다. 게다가 무료라서 경제적 부담도 없다. 
글쓰기 검진을 원하는 학생은 먼저 스타센터

3층에 있는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306호)에
접수를 해야 한다. 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학생이 원하는 교수님께 연락하여 예약

시간을 잡아 준다. 학생들은 본인이 쓴 글을 가
지고 예약된 시간에 예약된 교수님을 찾아가면
된다.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 학교 <글쓰기 클리닉>

(교수연구동 101호)은 글쓰기 처방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위해 일찌감치 몸단장을 끝냈다. 이곳

에서 14분의 교수님들은 학생 맞춤형 글쓰기
검진은 물론 글 오류의 완치를 위해 글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새 인생이 열릴 것이다.

- 장미영교수(기초융합교육원)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기념 연재1/3  

올해도 어김없이 <글쓰기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교
수님과 일 대 일로 마주 앉아 자유롭게 글쓰기 지도를 받는다. <글쓰기 클리닉>은 모든 것이 학생 맞
춤형이라 학생들의 편의가 무엇보다 우선된다. 게다가 무료라서 경제적 부담도 없다. 

(문의: 063-220-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15제862호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미국의 벤처기업 나이앤틱(Niantic)에서 개발한 위치
정보시스템(GPS)과 구글 지도, AR이라 불리는 증강
현실 기술을 결합한 게임으로써, 다수 사용자가 자산
(양질의 데이터)을 모아주는 크라우드 소싱, 스마트폰
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이동성, 그리고 여행과 만남을
테마로 하여 야외에서 포켓몬스터를 포획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 콘셉트와 캐릭터 콘텐츠가 만
나 전 세계 게이머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엄청난 시너
지효과를 이끌어 낸 게임이다.
여기서 AR이란 Augmented Reality, 즉 증강 현실
을 뜻한다. 이것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
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는 현실 속의 비현실이 서로 뒤섞인 ‘혼합현실
(Mixed Reality)’로써 사용자로 인해 엄청난 ‘가짜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 먼저 포켓몬GO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자.

“직접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고, 우리 주변의 유적지
나 조형물들도 발
1.‘활동적인 게임’이다. 포켓몬GO 이전 대다수의 게
임들은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조건 가운데 할 수 밖
에 없었다. 요즘엔 모바일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이
동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는 있지만, 그것이 이동에
서 주는 이익이나 재미까지 취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포켓몬GO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직접 움직이고,
직접 포켓몬을 포획함으로써 활동성을 강조한다.

2. 그 동안 조명 받지 못하던 유적지나, 
조형물들이 새로이 주목을 받는다. 

포켓몬GO를 하며 직접 포켓스탑(Poketstop)을 찾아
다니면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거나, 전혀 관심이 없
었던 조형물이나 유적지가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
려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덕진공원에 있는 “신
석정 시비”,“전봉준 장군상”등이 있다.
3. 포켓스탑(포켓볼이나 알 등 아이템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 근처의 상권이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실제
포켓스탑이 있는곳은‘포세권(포켓스탑+역세권)’이
라 불리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증가로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부정적인 영향들도 만만치 않다.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침해의 위험도 증가, 무엇보다 이것들이 돈을 벌기위
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1. 교통사고나 보행사고의 위험이 크다. 스마트폰을 계
속 바라보면서 걷다보니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은 다반
사이고, 더 크게는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지나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불
법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전북지방경찰
청은 “포켓몬GO 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및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운전 중 휴대
폰 사용단속 강화 등의 다양한 자체예방대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덕진공원, 전북대 인근 등 포켓몬 주요 출
몰지역의 야간 주정차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도 강화하
고 있다.”고 한다.

2.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유출·판매되
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 우리가 재
미를 위해서, 가볍게 동의하고 넘어가는 이름, 나이, 주
소, 전화번호, 위치 그리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시간, 패턴 등을 분석한 데이터들이 가상·증강현
실 기기 제작자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하‘공급
자’)에게 넘어가고, 이를 수집한 공급자가 프로그램
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길 수 도 있다는 것
이다. 혹은 계정 전체의 접근권을 요구해, 전체 접근권
은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저장 사진까지 게임 개발
사가 볼 수도 있으며, 수집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 대규
모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
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만 가상·증강현
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써는 어
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3. 지나친 홍보와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 포켓몬GO

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보기위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지나친 홍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를 중점으로 만
들어진 포켓몬GO의 경우엔 포켓스탑이 있는 지역을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중심가나 기념비, 랜드마크에 임
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보니 게임과 광고의 연계로
써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게이머들의 유
도된 자발적 행위를 이용해 게임 제작사와 거대 광고
주가‘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편리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인식의 순환과 개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사회
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위치기
반서비스 등은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
고, 아마도 앞으로 없어선 안 될 기술들이 될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교육과 여행, 의
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클라
우드 등과 함께 결합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로 발
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
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
다. 단순히 기술의 편리함만 추구하다간 우리가 무언
가를 잃어 가는지도 모른다. 소비자와 공급자는 지금
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
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법의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
호법의 점검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게임
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편의와 재미
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개인이 볼 수 있는
피해와 사회전체적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 배종모기자

포켓몬GO는 올해 1월 24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지난 해 7월 6일 출시되었던 포켓몬GO는 증강현실을 사용해 실제장소를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포획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게임으로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 출시된지 
2달 가까이 지난 지금, 과연 사람들은 포켓몬GO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증강현실과 위치정보시스템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험

[사진출처: 뉴스
1(http://news1.kr/articles/?2903638]
[기사출처: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
SD&mid=sec&sid1=105&oid=018&aid=00037393
49),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87153
310400800004),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173022), 국제뉴
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658862), SNS타임즈
(http://blog.naver.com/cosmoft/220796301222),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0
726142905371463601_12)

수면에 보이는 

장점은 작으나, 

그로 인한 단점과

부작용은 빙산처럼

거대하다

▲ 시민들이 포켓몬GO를 하기 위해 군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모습이다.

▲ 수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모여 포켓몬GO를 하고 있다

“

“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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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전주대 분사무소
■ 참여대상 : 만 18~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만 가능함)
■ 신청방법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지참하여 스타센터 244호에서 신청가능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44호 (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문의처: 063)220-2028/ 담당: 두은혜 팀장 (010-9391-5202)

*단계별 지원 서비스*
■ 1단계 취업상담: 초기상담/ 작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활동계획수립
■ 2단계 직업훈련: 직업훈련/ 청년아카데미/ 고용디딤돌/ K-MOVE스쿨
■ 3단계 취업알선: 집중 취업알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클리닉(단계별로 취업훈련비, 지원비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년 취업인턴제*
■ 만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취업지원실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취업 스킬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고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각 프로그램은 교육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일 
2주전부터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취업지원실로 문의바란다.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면접 성공 KNOW-HOW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구분 일자 시간 인원 대상 장소

1차 03.27(월)~03.31(금) 18:00~21:00 20명 3~4학년 스타센터238호

2차 04.24(월)~04.28(금) 18:00~21:00 20명 3~4학년 스타센터238호

3차 05.08(월)~05.12(금) 18:00~21:00 20명 3~4학년 스타센터238호

4차 05.22(월)~05.26(금) 18:00~21:00 20명 3~4학년 스타센터238호

5차 06.22(목)~06.23(금) 09:00~17:30 20명 3~4학년 스타센터238호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면접준비 특강, 토론면접, 
PT면접, 비디오 면접

1차:04.03(월)~04.04(화) 18:00~21:00
2차:05.15(월)~05.16(화) 18:00~21:00

30명 3~4학년
스타센터
238호

스피치 완성반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스피치 스킬 연습
및 시뮬레이션

1차:04.05(수)~04.06(목) 18:00~21:00
2차:05.10(수)~05.11(목) 18:00~21:00

30명 전 학년
스타센터
102호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대기업 출신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1차:03.25(토) 09:00~18:00
2차:04.29(토) 09:00~18:00

30명 3~4학년
스타센터
238호

기업&직무 뽀개기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기업분석 및 직무분석
1차:04.01(토) 09:00~18:00
2차:05.13(토) 09:00~18:00

30명 전 학년
스타센터
235호

비즈니스 매너과정

안내사항

참가비: 참가비 2만원 납입 후 수료 시 반환/미수료자 예치금 발전기금 기탁

(미수료 시 환급 불가, 교육 시작 3일전까지 교육 취소 가능)

혜택: CP점수 시간당 1점, 취업교과목 중간고사 대체,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신청방법: 취업지원실 방문접수(추후 ON-STA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 220-2129, 2165, 2886, 2027

위 전체 과정은 수강신청 인원이 과정별 최대 모집 인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인성예절, 호감 첫인상 만들기,
기업에서 꼭 필요한 매너 익히기

1차:03.25(토) 09:00~18:00
2차:05.20(토) 09:00~18:00

30명 전 학년
스타센터
235호

종합직무인적성검사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원 대상 장소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및
인성 역량 진로적성 검사

03.22(수) 16:00~18:00 100명 전 학년
교수연구동

801호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및
인성 역량 진로적성 교육

04.03(월)~04.07(금) 18:00~21:00 30명 3~4학년
스타센터

243호

구분 일자 시간 인원 대상 장소

1차 03.27(월)~03.31(금) 18:00~21:00 20명 1~2학년 스타센터243호

2차 04.24(월)~04.28(금) 18:00~21:00 20명 1~2학년 스타센터243호

3차 05.08(월)~05.12(금) 18:00~21:00 20명 1~2학년 스타센터243호

4차 05.22(월)~05.26(금) 18:00~21:00 20명 1~2학년 스타센터243호

5차 06.22(목)~06.23(금) 09:00~17:30 20명 1~2학년 스타센터243호

일자 주제 세부내용 시간 비고

1일차
청년 채용동향 

역량채용 및 NCS 
중심채용의 이해

-가상 사원증 제작 및 빙고게임
-기업의 채용인재에 대한 요구 역량 사례분석
-NCS와 역량 및 공통역량 직무역량 이해

3

2일차
기업 및 직무와 역량,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입시지원서 이해

-기업의 업무흐름과 직무 및 요구역량 이해
-채용정보, 기업정보 공유
-역량 기반 지원서의 특징과 작성원칙 이해

3

3일차
능력중심 채용시대의

서류 작성 실습
-역량기반 지원서 공유 및 검토
-역량기반 지원서 클리닉

3

4일차
능력중심채용시대의 

면접 전형 이해

-역량 면접의 개념과 유형 이해
-역량면접의 질문 및 답변 요령 파악
-모의 역량면접 실시 및 피드백 공유

3

5일차 역량 개발 계획 수립
-변화된 나 돌아보기
-역량개발 계획 수립과 공유
-버리기와 채우기 및 응원메세지 증정

3

일자 주제 세부내용 시간 비고

1일차
나를 만나러 

가는길

-특명, 공통점을 찾아라
-별칭짓기, 공통점 찾기
-Want-have list작성
-내꿈의 변천사
-10대 뉴스와 인생 곡선

3

2일차 커리어 네비게이션

-직업선호도 검사
-특성 및 강점 파악
-의사결정 유형집단
-합리적 의사결정

3

3일차 결정은 내가 한다
-기업정보 탐색과 공유
-기업과 직장인 매너

3

4일차 나를 표현하자
-이력서 작성하기&검토
-자기소개서 작성하기&검토

3

5일차 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의 이해
-면접전략
-모의면접 실시 및 피드백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