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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삶속에

서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이웃과 화

해하며,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

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나라 민족

이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하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의 탓으로 돌

리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

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중심이 바르게 선 지

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

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

주신 이 나라, 지금 정치적 혼돈과 국

제적 정세속에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시고, 기

꺼이 이웃과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

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주대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대학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인재

를 양성하는 캠퍼스 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하는 전주대 학생들이 되

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에게 지혜를 주

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

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최용욱 장로(환경생명과학과)

생명의 빛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문>

[소중한 친구와 함께 따듯한 봄 맞이하기]

함께한 추억을 남겨두면 두고두고 따듯한 봄일 거에요.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는
지난 24일(금) 아침 7시 30분 스타타워 교
직원 식당에서 전발협(전주대학교 발전을 위
한 목회자 협의회)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날 오성택 목사(전발협 대표회장)의 인
도와 장세준 목사(익산전발협 회장)의 대표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다. 이어 한병수 목
사(전주대학교회 담임목사)는 에베소서 4장

15~16절 본문을 중심으로 “연합의 신
비”라는 말씀을 전했으며, 말씀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지역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
졌고 김동건 목사(전발협 고문)의 축도로 1
부 예배를 마쳤다. 

(관련기사 11면에서 계속)

전주대학교 발전과 지역교회 부흥을 위한, 
전발협 조찬기도회!

학교사랑 제자사랑, 김용진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음악학과 김용진교수가 전
주대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2일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김용진
교수는 이호인 총장과 김용
진 교수, 대학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을 전

달했다. 김용진 교
수는 “본교에서 35
년간 재직하면서 감
사하게도 많은 명예
와 영광을 누렸다”
라며, “퇴직 후에도
학교에 감사하게 생
각하는 마음을 담
아, 학과 제자들이

학업에 매진하길 바라며 발
전기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호인 총장은 “35년

간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이어 이처럼 발전기
금까지 기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답례인사를 전
했다. 
김용진 교수가 기탁한 발전

기금은 음악학과 및 학교발
전을 위해 사용된다.
김용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
년간 국립합창단에서 활동했
다. 1982년부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로 부임
하신 후 35년간 근무하며 예
체능대학장과 음악학과장 등
을 일임하기도 했다. 올해 퇴
직하면서 그간의 공적을 인
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
다.                     - 편집부

전주대 박물관 2,060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

전주대학교 박물관 교직
원들이 2,060만원을 대
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
다. 지난 17일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
에는 이호인 총장과 박현
수 학예연구관을 비롯한

박물관 교직원
들이 참석했
다.
박현수 학예

연구관은 “전
주대 박물관이
라는 이름을
통해 여러 국
고사업에 선정

되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위해 조금씩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
했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
대 박물관 확대를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주대 박물관

은 지난 1985년 2월 개
관하였으며, 호남지역의
기독교 선교 역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정리·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문
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박물관 지원 사업에 전북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3개
부문에 선정되었다. 선정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은, ‘2017전국 공사립 박
물관 소장품DB화 사업’과

‘2017박물관 길위의 인
문학’사업, 그리고 ‘2017
교육인력 지원사업’ 등이
다.                  - 편집부

▲전주동현교회 2천만원 후원

▲기쁨넘치는교회 5백만원 후원 ▲전주목원교회 2백만원 후원

▲전주온누리교회 1천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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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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전주대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구축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24~25일 ‘근현대 동아시아 유학
전통의 변용과 지역공동체의 재
편’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
었다.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전북사

학회가 주관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2부, 8편의 주제 논문이 발표됐다.
일본 리쓰메이칸대 가나즈 히데미
교수가 ‘식민지 조선의 행려병사
망자 발생상황과 행정적 대처’를,
우크라이나 올레나 셰겔 교수가

‘문학작품 분석을 통한 피식민지
가 바라본 식민지’ 를 발표했다. 국

내에서는 서울대 정긍식 교수의
‘조선 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
법’, 경북대 김경남 교수의 ‘전시
체제기 대륙병참기지 정책과 전통
도시 대구의 식민도시화’, 군산대
박학래 교수의 ‘위정론적 시각에
주목한 근대 이행기 기호 도학 계
열 유림의 동향과 현실 대응’ 순으
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신진연구자 섹션에서는 전주대&
경북대&전북대 대학원생이 근현
대 전주와 대구 지역을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본교 한

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한
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
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
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한
국학분야 토대 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맡
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SMART JJ탭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곳에 접속하면 학생들의 성

적과 출결현황,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기별 등록
금 고지서 내역과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단,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받

으려면 자녀인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갑룡 전주대 교무처장은 “학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의 학교 출
석 여부와 성적, 등록금 등에 대
한 문의가 많아 이를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부모님들에게 학
교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
녀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편집부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구인구직 매칭
창업기업에 인재지원금 지원해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4일 대학간 상생발전을 위해
전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와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와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대학은 향후 교육·학

술·연구·산학·행정 분야 상
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협
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
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협
약을 맺었다. 
또 대학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학점교류 등을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온라인강좌

(MOOC) 기반 운영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고, 창·취업캠프
와 상담센터 운영,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함께 진행한다.
4개 대학 총장들은 협약식에

서 “대학간 실질적인 교류로 상
호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
호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며 “컨소시엄 등 협력
을 통해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전주대, 원광대 · 건양대 · 군산대와 교류협력 협약

2017- 학기 대체보강일

전주대가 청년창업의 메카로
뜨고 있다. 호남권 60여 개의 대
학(전문대 포함) 중 유일하게 7
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됐
다. 초기부터 상위 30% 이내 성
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전국 최
고의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주대는 21일 “2017 창업선

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대학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대학은 매년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8개의 신규 대학
을 포함해 전국 40개 대학(전문

대 포함)이 사업을 수행한다. 전
주대는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시
작한 2011년부터 호남지역에
서는 유일하게 사업을 연속 수행
하고 있다.
이형규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은 “잠재력 있는 기업가 발굴, 교
육과 사업화 지원, 기업육성 등
창업의 A부터 Z까지 체계적 지
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 플랫
폼 등 토탈 솔루션을 갖춘 게 우
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창업드림학교의 경우 3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미래의 사업가
를 선발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
업전용 사무공간 제공, 창업교육
을 해준다. 기업체 실무 경험을
지닌 박사급 멘토들이 세세히 코
치하고, 10여명의 창업매니저
들이 뒷받침을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위한 창업
캠프, 창업강좌, 창업동아리와
일반인을 위한 실전창업강좌, 창

업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엔젤투자 지원, 해외시장 개척,
창업보육센터 후속입주지원 등
맞춤형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
처럼 체계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성과도 두드러진다.
지난해의 경우 29개 기업이

7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려 타대
학의 2~3배를 웃돈다.
올해 전주대 창업선도대학 사

업은 정부지원금과 지자체&대
학의 대응 자금을 포함해 총 33
여억 원이 투입된다.
톡톡튀는 아이디어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는 중소
기업청 창업포털사이트인 ‘K-
Startup 홈페이지(www.k-
startup.go.kr)’를 통해 지원하
면 된다. 
문의 063-220-2840.

-편집부

전주대 ‘청년창업의 메카’로 주목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호남 유일

결 혼 : 유의용실장(농생명사업지원실, 의과학대학) 장남 유준하 3/25(토) 오전 11시10분 전주 N타워컨벤션웨딩홀 2층
강   숙 선생(공과대학 CA) 장녀 조아라 3/18(토) 오후 3시40분 아르떼웨딩 7층(안양)
박병도 교수(문화융합대학장) 장녀 4/22(토) 오후 12시 전주대학교 천잠관 앞 잔디밭

●교직원 경조사 ●  

(사진: 왼쪽부터, 나의균(군산대 총장), 이호인(전주대 총장), 김희수(건양대 총장),
김도종(원광대 총장) 원광대 제공)

구       분 대체보강일 지 정 사 유

5/4(목) 개교기념일 4/27(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음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 운영하는 것임

5/5(금) 어린이날 4/28(금)

5/9(화) 대통령선거일 5/1(월)

6/6(화) 현충일 5/2(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란?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문의사항: 학사지원실(220-2083,2133)

학생본인이 보호자 연락처 등록 및 권한승인 체크
인스타(inSTAR) -> 개인정보수정 -> 보호자정보에 보호자 휴대폰 등록 
-> 학사관리 -> 학부모 학사정보조회 승인 -> 권한 승인체크
학부모 인증절차
학교홈페이지 -> SMART JJ-> 학부모 알리미 선택 

-> 인증(학생이 등록한 보호자 전화번호)
자녀학사정보 열람

①

②

③

학생의 동의절차를 구한 후에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사정보(학적, 성적 등)를 열람하게 하는 서비스

1. 수강신청내역(출결현황 포함)                      2. 장학금 수혜내역
3. 학기별 성적조회                                         4. 등록금 고지서(교육비 납입 증명서 포함)

전주대학교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오픈

제2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환경상 주인공을찾습니다
● ● ●

시상부문 : 환경경영대상, 환경실천대상, 환경기술대상, 저탄소녹색대상, 환경교육대상
시상내역 : 상금 각 1000만원(총 상금 5000만원), 상패, 환경부장관 상장
접수마감 : 4월 14일(금)
홈페이지 : grand.chosun.com
문     의 : 02-724-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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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2017년 1차 전학대회

지난 3월 16일 목요일, 2017학년도 1
학기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전학
대회’)가 진행되었다. ‘전학대회’란, 총학
생회장, 부총학생회장, 8개 단과대학 학생
회장, 부학생회장, 63개 학과 학회장, 부학
회장, 중앙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 부연합
회장, 졸업준비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장
으로 총 14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차‘전학대회’에서는 학생지원실의
행사관련 안전교육과 카운슬링센터에서 성
희롱,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본 회의에서는 2017학년도 감사위원장 선
출과 봄 축제 안내 및 자치기구 인사&퍼포
먼스 순서 추첨이 진행되었고 총학생회 1
년 사업이 소개되었다. 감사위원장으로 김
민지학우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는

데, 김민지학우는 2017학년도 중앙운영위
원회에서 추천된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이다.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학생회비를 제외
한(학생회비는 학생지원실에서 수시로 감
사를 진행함) 학회비, 신입생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
합회, 학과, JJ축구리그위원회의 예산 사용
에 대해 전주대 학우들을 대표하는 자치기
구의 예산을 감사한다.

김민지학우는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편
람을 발행하여 각 자치기구의 회계 관리,
감사를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겠다고 의
지를 밝혔고, 감사방식에 있어서 감사양식
을 간소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소신
피력 후 진행된 투표에서 전학대회위원
148명 정원 중 121명이 참석, 찬성 84표,

반대 34표, 무효(기권) 3표로 투표 참여 인
원의 3분의2 찬성으로 김민지학우가
2017학년도 감사위원장으로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학생회칙 제3장‘전체학생대표자회’
18조(의결) 1항 : 전학대회의 모든 결정은
2/3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원칙)

이후 3월 30일에 진행되는‘2017학년
도 봄 축제’[봄;be] 의 학생자치기구 인사
및 퍼포먼스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고, 총학
생회의 1년 사업과 공약, 방향성이 제시되
었다. 이주승 학생회장은 “학우들의 대표
이자, 각 학과, 단과대, 자치기구 대표 총학
생회로서 더욱 모범이 되며 학우여러분께 약
속드린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
은 관심과 행사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
했다.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니!
제호야, 패션을 위해선
추위도 감당하는 거야

등교길

다음 날

제호야 안녕?

이제 봄인데
네 패션은 아직도

겨울이구나?

어...?
기온차가 커서

입었어

어! 안녕 제인아

그런데 제인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추운데 괜찮아? 황사도 
오는데 마스크 낄래?

감사위원장에 김민지학우 승인  3월 30일 봄축제 [봄;be] 진행

건강관리

1. 글쓰기, 고민을 풀다
글쓰기는 ‘나’를 치유하는 길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벗어나고 싶은 것들. 이것들
을 떨치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싶다.
대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졸업 후
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등등. 이와 같이 글쓰기
의 시작은 자기 안의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다.

문법, 띄어쓰기, 문체, 형식 등 그 어느 것에
도 구애받지 말자. 당장 떠오르는 생각을, 내 생
각의 속도에 맞춰 글을 쓴다. 이런 방식을 혹자
는 ‘자동기술법’이라 했다. 치유의 말하기에
머무는 대신 치유의 글쓰기를 해 보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

의점에는 내가 아는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

날따라 나는 그들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실밥이 뜯

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 난 검은 가방, 내가 가진 것

은 헤지고 낡아서 창피한 것뿐이었다. 게다가 편의점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

일까봐 나는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

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어느 대학생의 수기)

배설 되지 않으면 변비가 되듯 우울증이 생기
는 이유는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 때문이다. 그
런 이치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
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표
현을 못하니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이 늘어갈 수
밖에 없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쌓이면 그것
이 무기력증이 되고 의욕상실증이 된다. 

일상의 고통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
고 싶으면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글로 풀어내
면 된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동안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를 준다. 마법처럼.

2. 첨삭, 고민을 설레임으로
글쓰기클리닉은 글을 첨삭하는 시간이 내

마음이 변하는 시간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제공한다. 나의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풀어낸
원고가 첨삭되면서 틀이 잡히고, 문체가 안
정되어 간다. 동시에 뒤죽박죽이었던 나의
생활도 틀이 잡히고 내 마음도 안정되어 새
로운 의욕이 솔솔 피어난다. 엉망이었던 맞
춤법과 띄어쓰기도 점차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를 주목하는 시간이 ‘나’를 극복하
는 시간으로 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자.

(원문) 내가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아리송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글쓴이가 아버지와 잘 소통되지 않는 답
답함이 확 느껴지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다
음과 같이 고치면 어떻게 될까.

(수정 후) 내가 말씀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이해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이 조금 누
그러진 것 같다. 존댓말로 바꾸고 ‘아리송
해’라는 속어도 바꾸었기 때문이다. 

(원문) 위험, 넘어가지 마시오.

위 글은 자신의 의견을 명쾌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압적이어서 사람 마음을
움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마시오.’라는
부정 명령문을 썼기 때문이다. 위 문장을 다
음과 같이 고쳐보자.

(수정 후) 잠깐만요, 넘어가면 다쳐요.

긍정문으로 바꾸니 문장도 부드러워지고
읽는 이의 마음도 말랑말랑해진다. 

글쓰기의 핵심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를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이다. 글감에 따
라 글의 구성과 전개 방식이 달라진다. 한 편
의 글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락이 쫀득하
게 결합되어야 한다. 각각의 단락을 어떻게 서
술하고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 글이 달라
진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려면 글쓰기
클리닉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글쓰기클리닉
센터에서는 첨삭을 통해 글 쓰는 사람의 취향
과 함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소
중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3. 고쳐 쓰기, 실력이 느는 순간
고쳐 쓰는 순간 글쓰기 실력이 는다. 첨삭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
을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글이 눈
에 들어온다. 이미 써 놓은 나의 원고를 내 스
스로 고쳐 쓰면서 드디어 내가 객관화된다. 바
른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원
고에 다른 것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동안 내
글도 다듬어지지만 나의 삶과 내 인생도 다듬
어진다.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끝)

- 장 미 영 교수(기초융합교육원)

글쓰기클리닉, 청춘을 경작하다

제2강. 원고뭉치와 고민거리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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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롤러코스터!

3월 22일 수요일 전주대 교수학습개
발센터에서 매달 주최하는 ‘스타강의’
가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전북 지방경찰청소속, 프로파일러로 활
동 중인 박주호 경위가 자신의 인생이야
기와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소개함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9살, 그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뒤로 한
채 군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갔고 UDT에
입대하게 된다. 힘든 훈련과 채무보증으
로 인하여 군 생활은 매우 혹독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군에서 보내주
는 야간대학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4학년 시절, 교수님께 진로 조언을 받
은 뒤 교수님께 받은 대학원 추천서를 가
지고 14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대학

원에 입학하게 된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밟으려다보니 영어의 한계에 직
면하게 된다. 그는 군 퇴직금을 가지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 2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 아
무 것도 할 게 없었다. 그래서 생계유지
를 위해 여러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부는 계속했다. 그리하여 여러 낙방 끝
에 프로파일러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학
교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박 경위는 전북권에 있는 살인, 강

간, 납치, 강도, 절도, 테러 등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2016년 1월
초에 방영했던 드라마‘시그널’의 김은
희 작가로부터 특별 출현 제의를 받는다.
드라마에서 그의 실제 직업인 최면전문

가의 역할을 훌륭
하게 소화해내고
그곳에서 배우 김
혜수와 인연이 되
어 다양한 인맥을
맺게 된다. 박주
호 경위는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
을 지도해 줄‘멘토’를 구할 것을 학생들
에게 당부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불광불
금(不狂不及)을 외친다. 미치지 않으면 미
치지 못한다. 
박 경위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얻
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길 소망한다.  

-취재 : 권찬송 수습기자

‘시그널’ 출연화제, 프로파일러 박주호경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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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싶은사람 대학교회 한병수목사 인터뷰]

한병수 목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1. 대학교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제겐‘흥분’,‘기대’,‘설레임’이란
감정이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담임목사가
되고 교목활동을 하니 단순히 주관적인 마
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슴 뛰는 하나님
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니 상당히 설레
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동아 학원에 출
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어떻게 하면 영
적 최고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
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
다. 때론 인격적, 지적, 사랑의 크기에 있
어서 참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
는 것을 느꼈습니다.

2. 목사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표인가요?

사람들을 단순히 군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소통
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수님과 교직원선생님 한분
씩 만나는 것이 목표이고, 다섯 명의 학생
들을 만나 밥을 사주는 게 목표입니다.

3. 많이 바쁘시지요?
물리적으로 24시간 시간관리가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저는 보통 오후 10시쯤에
잠이 듭니다. 그 때 자서 새벽기도를 시작
하면 하루가 아주 건강하게 시작되고 지
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
버리면 육체적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서 몸
이 힘들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12-13
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보는 시간이 8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
다. 지금은 그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약속되지 않은 상담을 1-2시간 

하게 되면 저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하나님이 이정도
면 기뻐하겠다.”,“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
도로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준비가 잘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4.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예배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도
님들의 눈빛과 마음이 말씀의 빛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 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때의 느낌은 이 세상에 주님과 우리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
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평안함,
행복, 영광 등 이런 것이 구현되
어 천국의 맛이 이런 것일지
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5. 운동을 좋아하신
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필드에 나
가보진 않았지만 10
년간 골프를 쳤었습
니다. 미국은 잔디밭
문화라 넓은 뒷마당이
있어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를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
는 제가 축구선수였기 때문
에 공차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제가 체력이 약해 지구력이 좋지
않아 짧게하는 운동인 족구도 굉장히 좋
아합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면 저의 존재
감을 찾을 수 있답니다.

6. 성경구절 중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빌립
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예수그리스도에
게 사로잡히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
다.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께 내가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미치
면 그분에게 사로잡힙니다. 술, 돈 등에 미

치면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치고 사로잡히고 싶
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
는 말씀인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
견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
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
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신앙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어이름이 폴(Paul)
인데 그 이름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 말
씀 때문입니다.

7. 전주대에서 성경과 신학도 강
의하고 계신데, 학생들이 했던

난처했던 질문은 무엇이었나
요?

수업  때 학생들이
“한국교회가 왜 이러
냐”며,“강의하고 계
시는데 한국교회의 부
패상이 기독교 강의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
까”라는 질문을 할
때입니다. 입술로 강의
를 하는 내용과 한국교

회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과는 내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정말 미안합

니다”,“정말 부끄럽습니다”라
고 이야기 하면서“저는 목회자를 길러 내
는 신학자입니다. 그 모든 잘못의 근원은
신학자인 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부패되
어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부
패성에 열매를 맺어 악취도 풍기고, 부끄
러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러한 일
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라
고 말하면서“그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져
야한다고 생각한다”,“미안하다”고 사
과를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변증
만 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합니다.

8. 사모님께서 암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습
니다.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병이 재발하지 않고, 전이되지 않아 아
직 무사한데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면 금
방 탈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의 건
강을 지켜주셔서 가정을 지혜로 잘 세웠
으면 좋겠고, 교회와 학교를 위해 계속 기
도하는데 지금보다 더 크게 힘을 내어서
전주대 영혼들을 위해서 교목과 같은 마
음을 가지고 영적 복지의 극대화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목사님께서 전주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딱 한가지입니다.‘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배워서 남주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모
든 달란트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
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위
해서 1인칭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
리가 보통‘너’라고 말하는 타인이 있음
으로 나의 삶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0. 목사님에게 전주대신문사란?
전주대 신문사란‘전주인을 향한 전주

의 목소리’이며,‘전주대 밖에 있는 모
든 사람들에게 전주대의 속살과 역동적인
복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출구’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는 질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병수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대학교회의 얼굴, 한병수 목사님을 만나보았다. 
우리가 강단에서만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아침축구를 마치고 들어오신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숙함을 가져다주었다. 
친숙함과 진실함을 겸비한 목사님의 이야기속에 흠뻑 빠져보자.

< 기 자 후 기 >
취재 온 본기자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셔서 따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나 또한
꾸밈없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
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목사님
의 귀한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매
우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 취재: 박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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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람은 어린 젖먹이 일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에 이르기
까지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어울려 살아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울려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이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작
은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않
는 사람이라면 의사를 강하고 정확하게 표
현해야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리스도인들은 간절한 기도로써 하나님에

게 의사를 표현하고 응답을 들어야 합니
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
기 위해 경청하는 행위를 최근에는 소통
이라는 단어로 즐겨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자
신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에
추가하여 상대방의 의사도 정확히 이해하
는 것, 즉 서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통은 때로 생각처럼 쉽지 않습

니다. 성경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
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
라."(잠언 15장 1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언어 습관이 자신에게 맞
지 않을 때는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 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경
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높이를 바
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
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소통이 정
말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잘 이
해하려는 태도인 공감은 정확한 소통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
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
로 어떤 수업의 조별 과제를 하는 경우 조
원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빈번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취업한 조원이 있는 경우 그는 직장 업무
로 인해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며 현재는
학점보다 직장 업무가 더 급한 상황을 다
른 조원들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이해를 구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한 조원은 다른 조
원들에게는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으
며 오직 과제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조원
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원들은 과제가 좋은 평가
를 받기 위해 각 조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
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취업한
조원에게는 어쩌면 직장 업무가 더 중요
할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
다. 여기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이 필요하
게 되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보
통은 과제를 위한 작업을 분배하는 방식
이나 양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지만 이
해당사자간 한쪽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중간 지점에서 해결책이 결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
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들의 합리적인 좋은 해결책
은 최소한 충분한 소통을 했을 때에야 비
로소 얻어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인
과의 소통하려는 노력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신학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 달가
량 지나고 있다. 각자의 시간표에 따
라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과 구성원
들을 보고 있으면 활력이 넘치고 있
음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게 된다.
신 정문이나 구 정문을 통과해 자동

차를 타고 지나올 때면 열정 가득한
일상을 접하게 됨과 동시에 위험한 상
황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1교시 전 교내 교통질서는

서로 급하다는 이유로 양보의 미덕이
부족해질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학생이 길을 건너길 원하는데 끊임

없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고 주저주
저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흐름을 따라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고, 학생
은 시계를 쳐다보며 강의시간에 늦지
않을까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 중
일부인 것이다.
물론 우리대학은 일반적으로 타 대

학에 비해 교통상황이 훨씬 좋은 편
이며 양보운전 또한 훌륭한 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일과
시간 내내 시간을 지키며 진행해야 하
는 대학 캠퍼스의 특성상 누군가는 여
유를 잃게 되고, 그로인해 위험한 상
황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의 캠퍼스 교통상황

이 나쁘지는 않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운전습관과 교통질서를 스스로 점검
하여 더욱더 안전한 캠퍼스 교통 환
경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자가운전을 하

고 있는 젊은 학생들도 급증함에 따
라 여유 없는 운행 형태와 필요이상
의 속력으로 캠퍼스를 질주하는 모습
도 자주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캠페인은 아무리 강조해
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행자가 있을 때 잠시 서서 먼저 건
너가라는 수신호를 보낼 때 10명중
9명은 감사의 인사로 답해주는 것을
경험상 발견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의 양보지만 서로 기분 좋

은 행동을 나누는 작은 실천은 기독
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를 더욱 아름
답게 세워줄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변

화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을 확신한다.
“ 먼저 가세요. After you.”♥

교수칼럼

박 영 성 교수
(게임콘텐츠학과)

캠퍼스 내 
교통질서 심각해

공감과 소통

‘노인상담’ 수업이었다. 수업시간에
“나는~~”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자기소
개서를 작성해보라고 하셨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떠올린 단어는 바로 ‘정
체성’이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
는 단어는 무엇일까?’ 오랜 고민 끝에 내
린 결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였다. 
내 이름은 한자로 權(권세 권) 讚(기릴
찬) 頌(기릴 송)으로, “하나님을 드높여
권세 있게 찬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
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셨다. 하지만 부모
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동안 많은 방황
과 주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었다. 그
래서‘권 찬 송’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너
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주님이 인
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
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삶
의 예배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다.  그래서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졌던
내 이름이 지금은 나에게 큰 행복이다. 
부모님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사

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양선이 충만하신 분
들이다.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 끝에 주님
을 만나셨다. 과거에는 기도해야 할 대상,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셨던 아
버지가 지금은 거대한 상수리나무처럼 신
앙적으로 우리 가정의 든든한 지지처가 되
어주고 계신다. 
어머니는 나의 삶의 모델이고 내가 이 세

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성장
해왔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
고 계신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은 우
리 3남매에게 어떠한 것보다 훌륭한 교육
이었고, 어떠한 양식보다 귀중한 양식이
었다. 또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많
이 배웠던 것 같다. 
나는 대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

을 듣는 과정 가운데, 시시각각 주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굳게 믿는다. 이제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를 보낸다. 이런 일
련의 과정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
는 그 메시지를 자양분 삼아 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더욱 더 견고히 세워가길 소
망하며,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
는다.

‘나는 ...’희망칼럼

권 찬 송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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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아주 오래 전 아브라함 시
대에 잠시 거론 된 적이 있으며, 후에도
간간히 단편적으로 나타나곤 했었다. 그
러다가 다윗과 관련되면서 예루살렘은 역
사에 비중 있는 도시로  그 존재를 자리
매김하게 된다. 다윗만큼 다이나믹(dy-
namic)한 삶을 산 인물도 드물 것이다. 

다윗은 기원전 1040년에 베들레헴 사
람 이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족장으로 추정되
며,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들판에

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 이 무렵 이스라
엘의 첫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
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를 보아
두었다.”고 명하였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로 하여금 아들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아들 7명이 모였
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재목들이 아
니었다. 그래서 또 없느냐 했더니 이새의
말,‘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키고 있
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는 어리고 후
보감이 아니어서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
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막
내아들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사무엘은
양을 돌보다가 호출 받고 급히 달려온 다
윗을 보자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임
을 직감하였고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
었다. 이로써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으
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비밀리
에 행해진 일이다. 사울이 알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하프 harp)을 연주하여 그를 낫게
하였다.(다윗의 유적이 있는 곳에는 하프
와 이를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얼마 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블레셋 장

군과 맞닥뜨리게 된다. 당시 철기로 된 무
기를 사용하는 막강한 블레셋 군에게 이
스라엘군은 대적할 엄두를 못내고 두려
움에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風前燈火)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다윗이 나섰다. 다
윗은 돌팔매 끈과 매끄러운 돌 5개를 가
지고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거구의 골리
앗 장군을 바라보고 섰다. 무장도 하지 않
고 돌팔매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가
소로운 듯 빈정거리는 골리앗을 향해 날
린 다윗의 돌팔매는 그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하였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졌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구하
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사울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다윗은 피신 다녀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전쟁에 패하

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자 다윗은 헤
브론에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였
다. 그 때가 B.C. 1004년이다. 30대에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 헤브론을 수도
로 정하고 7년 6개월을 통치하였다. 그리
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통합국가를
이루고 33년을 통치 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 되고 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큰 잘못이 있었다.
자기 수하 장군을 죽음으로 내 몰은 뒤에

그의 아내를 왕비로 택한 것이다. 이에 하
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
나단 선지자는“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
았는데, 한 사람은 양도 소도 많은 부자
였고 또 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  밖에
없는 가난뱅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가 가난한 집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갔
다. 라고 말하니 다윗이“저런 죽일 놈,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을 그냥 둘 수 없
다. 대체 누구냐?”며 노발대발하자 나단
은“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
했다. 이때 다윗은“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뉘우쳤다. 자기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바로 뉘우칠 줄 아는 지도자였기
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였다. 

다윗의 존재는 예루살렘에서 역사적 사
실로 드러나고 있다. 예루살렘 성 밖의 남
쪽에서 다윗 성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
되어 한창 발굴이 진행 중이다. 다윗과 우
리 사이에 시간적 거리는 까마득하지만,
다윗 왕궁 터와 다윗 탑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다윗의 묘 등 예루살렘 곳곳에 위치
한 다윗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
간적 거리는 좁혀진다. 성경의 내용이 결
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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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작업이 한창인 다윗 궁성City of David의 정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입구부터 호화롭다. 이곳은 현 예루살렘城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드론 골짜기와 맞닿아 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 이야기 3

예루살렘, 다윗의 왕국 City of David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다윗 탑은 현재 박물관(Tower of Museum)이 되어 있다. ▶다윗의 묘에 참배하는 사람들▶시온산이 있는 다윗의 묘소 건물 ▶묘소 건물 앞의 다윗 상(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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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학습을
촉진시키는 활동은?
2. 우리학교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상담실 이름은 000000이다.
(8-9면 참조)
3.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은?
4.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5. 영화 ‘원라인’에서 배우 겸 가수 임시완의 극중 이름은?
6.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MP3)들을 인터넷을 통해 안정
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은?
7. 미세하지만 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먼지가 대기에 떠있
다 가라앉는 것은 OO이다.(15면참조)
8.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620여 개 직업 종사자 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과 ‘급여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OOO가 2위에 올랐다.
9. 한국 U-20 대표팀은 27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
린 '아디다스 U-20 4개국 축구대회' OOO와의 2차전에서 4-1
로 승리를 거뒀다.
10. 전주대 대학교회의 담임목사님의 성함은? (4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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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2호에서 3번(구슬), 10번(김홍집) 문제의 답이 없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영화만평

<862호 정답자>
1. 최보윤 대학원 환경생명과학과
2. 임아라 행정학과   
3. 김은지 경배와찬양학과
4. 김수현 영화방송제작학과
5. 전지연 경배와찬양학과
6. 이세라 경배와찬양학과

잠 낭 새 릎 시 카 운 슬 링 센 터 틸

벼 비 치 츄 갈 은 주 뜨 뱅 다 은 준

챙 벚 아 만 줄 사 프 한 병 수 조 설

가 낼 타 재 메 박 쥐 럭 입 업 으 홍

정 빠 사 해 방 직 랑 부 면 서 카 죽

할 인 줄 경 찬 황 정 제 실 족 야 장

현 지 달 도 선 사 접 을 내 빌 유 학

미 마 죠 복 작 달 밥 줏 지 으 구 심

젤 슬 예 오 은 세 지 연 라 막 무 내

연 민 희 안 돌 몽 언 냅 니 감 언 사

지 양 재 은 니 발 주 스 티 미 스 빗

기 져 백 넌 설 비 준 터 싱 쿠 멘 브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쏭쏘로쏭 : 외계인영화는 정말 안 본다. 정말 믿
지 않으니까. 근데, 불현듯 어쩌다 마블영화를 보
게 되었나 생각하게 된다. 어떤 영화평을 얼핏 지
나다가 봤는데, 초능력자는 지구상에 가능한 일
은 아니지만, 자신이 초능력자만큼 특별한 능력
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는 영화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블영화를 본거 같다. 초능력자들의
고뇌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
한 건지 감사하게 된다. 울버린이 이제 마블영화
를 찍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로건’영화
가 나왔겠지. 죽음조차도 행복해하는 울버린. 과
연 우리는 죽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새끼 울버
린이 등장하고, 다음세대 초능력자들이 등장하
는데, 이상한건 그들의 인성이 평범한 인간들의
인성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분명한건 마블
영화는 기존의 악당영화와는 다르다. 능력자들
(?)이 자신이 소유하게 된 힘으로 세계를 손아귀
에 쥐려고 했었다. 그런 영화들과는 사뭇 다르다.
죽음은 역시나 평범한 인간에겐 슬픔이다. 영화
로건. 행복한 죽음을 죽었지만, 슬펐다.

모르모트 : 인간적인 울버린의 모습을 보았다. '
로건'은 매섭게 날이 서버린 클로, 아무리 다쳐도
회복되는 몸, 항상 화가 나있는 그의 모습이 아
닌, 울버린이 되기 전 인간적이었던 그의 이름이
다. 의지완 다르게 이전과 같지 않은 클로, 마음
의 깊은 상처처럼 금방 낫지 않는 몸의 상처, 이
젠 화를 내기도 지친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 안
쓰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던 때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목숨이 아
깝지 않다거나, 더 이상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의

미가 아니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처럼 느
껴졌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로라'라는 소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울버린을 많이 닮아있었지만,
로건을 만나고 나서 둘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
하고, 서로를 위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가족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썩을 대로
썩은 세상 속에 빠져버린 그녀에게 로건은 마지
막 남은 숨을 불어넣어준다. 끝으로 누군가를 위
해 살아가는 삶도 멋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죽어
줄 수 있는 삶이 참으로 고결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빅스타 : 원치 않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영화의 주인공인
‘로건’은 울버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늙고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
던 중 자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어린소녀 ‘로
라’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랑(플라토닉)을 알아
간다. 로건은 로라를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시하지
만 그 중에서도 이 아이조차 자신이 지켜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 둘은 자신
이 살기위한 생존의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닌 서로
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운다. 로건은 자신의 마
지막 사랑인 로라를 지켜냈고 그녀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내게 한다. 본 영화를 끝으로 더 이
상 로건은 볼 수 없겠지만, 그는 이전처럼 사랑
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하
는 사람을 지켜낸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것이 나에게 그리고 로건에게는 해피엔딩이 아
니었을까 생각한다.

◎
학
생
기
자
평
◎

가까운 미래, 능력을 잃어가는 ‘로건(울버린)’은 멕시
코 국경 근처의 한 은신처에서 병든 ‘프로페서 X’를 돌
보며 살아간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며 죽음으로 한걸
음씩 걸어가고 있었던 ‘로건’의 삶에 정체불명의 집단에
게 쫓기는 돌연변이 소녀 ‘로라’가 찾아오게 된다. 자신
을 닮아있는 그녀를 보며 로건은 더욱 더 인간적인 모습으
로 변해가기 시작하지만, 더 이상 뮤턴트가 존중받지 못하
는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
영
화
줄
거
리
◎ 

로건
·감독 : 제임스 맨골드     ·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개요 : 액션, S F / 미국 / 137분 / 2017.03.01. 개봉

울버린의 일대기를 알아야 로건을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했다.

울버린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탄생 : 1832년 태어난 지미 하울렛
※초능력 발견 : 1845년 극도의 분노로 인해 

숨겨져있던 초능력을 발견한다.
※직업군인 : 유사한 초능력 형 빅터와 함께, 120
년간 미국의 남북전쟁, 제1,2차 세계전쟁에 참전

(이때부터 친아버지가 '로건'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함)

※베트남전쟁 : 윌리엄 스트라이커 대령이 빅터와
로건을 '팀X'에 합류. 그러나 팀내 분열로 팀을 떠나
고, 6년간 전쟁을 떠남.

※울버린으로 태어남 : 빅터의 살인사건으로 빅터를
막기 위해 '웨폰X실험'에 참여하여, 아다만티움 주입
후 '울버린'으로 재탄생. 그러나 이 실험이 윌리엄 스
트라이커 대령의 음모였음을 알게 됨.

※기억상실증 : '웨폰X실험'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고
캐나다에 거주. 우연히 만난 소녀와 X맨션(자비에 영
재학교)에 들어감.

※프로페서X와 진 그레이와의 만남 :잃어버린 기억회
복, 진그레이와 사랑에 빠지지만, 윌리엄 스트라이커
대령을 죽이고자 하다가 진그레이가 죽음. 진그레이
가 살아나지만, 진그레이는 프로페서X를 죽였고, 로
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진그레이를 죽임.

※일본여행 : 일본에서 진그레이의 죽음을 괴로워하
다가 야시다의 손녀 마리코와 사랑에 빠짐.

※초능력자 멸종음모 : 천재과학자 트라스크가 초능
력자를 멸종하기 위해 로봇 '센티넬'을 개발. 프로페
서X는 '센티넬'이 만들어지기전 1973년으로 울버린
을 보냄.

※울버린의 딸 : 이번 '로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함. '
아포칼립스'에서 울버린의 혈청을 췌치하는 장면이
있었음. 이때 영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울버린은 스
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게됨.

'로건 '제대로 보기!

양

김 홍 집 희

야 구 은

경 난 전

국 징 주

가 조 화

약

구

슬 아

손 기 이 단 금

흥 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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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숨겨진   명소탐방

도서관

▲미디어밸리
- 위치 : 도서관 2층 라운지 옆
- 이용방법 : 데스크탑, 미니 무비룸

등을 통해 정보검색과 영화시청 가능

<직원한마디> 
“도서관을 건물로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극장
- 위치 : 도서관2층 라운지 옆
- 이용방법 : 도서관 사이트와

도서관 내 영화 일정표 확인

▲그룹스터디룸
- 위치 : 도서관1층 남자화장실 옆 통로
- 이용방법 : 방문예약 또는 도서관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탐방후기>
도서관에 많은 놀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시설과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에 유익해 보였다.

취업지원실

- 위치 : 스타센터-Convention Center 1층
- 하는 일 : 진로탐색에서부터 진로설정, 실전취업준비까지 전 관정을 다루고 있다.
※ 프로그램 : 4단계(infra단계, mind단계/basic skill 단계, competency단계, star단계),

상상옷장(면접복장대여),  starT Program 등

<직원한마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탐방후기>
우리 학교 취업프로그램은 수도권 어느 대학보다도 잘 되어있으며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있다. 또한 취

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읽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목요아침기도회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55분
- 위치 : 대학교회 본당
- 진행, 말씀선포 : 한병수 목사님
- 대상 : 교직원 및 재학생

카운슬링센터(상담실)

- 위치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옆)
- 이용방법 : 방문신청
- 하는 일 : 집단/개인상담, 예비역/복학생 상담, 또래 상담자 : 고학년과 신입생

연결(정신, 심리 등 교육 후 연결), 커플/진로 상담, 적성/심리검사 등 
-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이벤트/ 활동 : 카운트 제 2센터(비밀보장 확실히 되고 조용히 개인 상담할 

수 있는 곳) 4월 중순에 오픈 예정

<직원한마디> “상담실은 문제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세요. ”

<탐방후기>
우리학교 카운슬링센터(상담실)은 객원교수 2명, 상담사 3명, 객원 상담사 30여명 등 전문 인력

만 보더라도 어느 대학과 비교 해봐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전문가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

다. 또한 비용이 드는 적성/심리 검사도 전주대인들은 무료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 끝나고

바로 전문가 선생님이 해석해 주신다. 혹시 고민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카운슬링센터(상담

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스타타워 제 2의 계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스타타
워 계단!! (이)전에는 스타타워 들어가서
돌아(서) 갔는데 이제는 평화관에서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다.

진리관 앞 벤치

본관
◀도리상영
- 위치 : 대학본관 식당 (국제한식조리학교 실습 레스토랑)
- 이용방법 : 월~목 주 4일 운영
- 문의전화 : 063-230-1652 예약번호 : 063-230-1672~3
- 가      격 : 5000원(특식 나올 경우 가격변동가능)
※이 벤 트 : 명함추첨 이벤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추점하여 식사권 증정)
(사진출처 : http://naver.me/58PRG9gp)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직원한마디> 
“학생들이 박물관에 많이 방문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애교심(愛校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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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탐방후기> 
본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점심 공강이 긴 날 방문하기를 권한다. 박물관은 학교역사관, 전통복식관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고, 특히 역사관에서 전주대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복식관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유물 안내 체험은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도리상영은 밑반찬 종류도 6종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며 메뉴가 날마다 

바뀌므로 메뉴를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주대학교 박물관
- 위치 : 대학 본관 4층
- 이용방법 : 평일 09:00~17:00. 자유롭게 방문 가능
- 하는 일 :만점 정도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외부 체험활동/교육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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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후기>
국제교류지원실과 외국인 학생 지원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진로, 취업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적성과 특기

를 계발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문화에 잘 흡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비밀의 전주대를 소개합니다! ”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카운슬링센터’, ‘도리상영’, ‘미디어밸리’를 들어보셨나요?  위치와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몰랐던 전주대의 구석구석을 전주대신문사에서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취재, 정리: 문주희기자, 표은혜, 이정환, 권찬송 수습기자

경치가 예쁘고 차가 다니지 않아 조용한 진리관 앞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자연휴식공간이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으로 피는 벚꽃 사이에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가을에는 화창한 낙엽사이에서 친구들과 
밥도 먹고 과제도 해보면 어떨까?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jjsuper/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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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스웨덴에서 열린 장
애인 올림픽 50m 배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소녀를 향해 관중들
이 일제히 환호했다. 환하게 웃는
금메달의 주인공은 두 팔과 한 쪽
다리가 없는 열여덟 살의 소녀였
다. 제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관중
들은 주인공을 향해 힘차게 박수
를 쳤다. 경기를 중계하던 텔레비
전의 아나운서와 해설자와 방송
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이 소
리 내어 울었다. 인간승리를 바라
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 ‘레나 마리아’, 주인공의
이름이다. 그녀는 1968년 스웨
덴의 중남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팔과 왼쪽 다리가 없는 중증장
애인으로 태어났다. 심한 장애에
도 불구하고 부모의 헌신적인 노
력으로 아이는 맑고 밝게 자랐다.
어느 날 가족이 이웃집에 초대받
았다. 정원에서 놀던 레나 마리아
가 넘어졌다. 울면서 도움을 청했
지만 부모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
서라는 뜻에서 과감히 거절했다.
그 대신 기쁨의 원천이시요,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참 도움
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다. 기
도와 말씀과 찬양을 가르쳤다. 아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역경을 이겨나갔다. 슬플 때 찬양
했고 힘이 없을 때 기도했으며 낙
망에 빠졌을 때 말씀을 묵상했다.
레나 마리아의 인간승리는 이렇
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
인’이라 불리며 세상 모든 사람
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 그녀
의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행복
한 일은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가
지는 기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 이제 4월이 열린다. 꽃샘추
위에 죽은 듯 엎드려있던 들판에
새아침이 움직인다. 부활의 새아
침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십자가
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한다. 사순절을 보
내며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절망 가운데서도 희
망을 노래하는 레나 마리아가 누
리고 있는 그 기쁨을 깊이 묵상한
다.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주신 말씀이다. “내 기
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15:11).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은 구약의 다윗과 더불어 신약의 바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
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그것을 자랑하던 자
였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신뢰할만 했고
(4절), 종교, 사회, 인종, 민족적으로 우
월함을 자랑하는 히브리인의 자격을 가
지도록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막내아들이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지파 출신이다. 또
한 율법을 중시하고 사후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출신이었다. 이런 대단한 사울
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전화기를 맞이하

게 된다. 그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은 그 때의 상황을 살기등등한 사울
이(빌9:2)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여겼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빌
9:4)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빌9:9) 시간을 통해 세상의 구습을 벗
어 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의 아브람과 사래는 한 가정의 부모
요 가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독자를 헌
신하는 과정을 거처 하나님 경외함을 알
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
브라함과 사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것과 같다.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
들을 핍박하려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 그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
었는가? 하나님이 21세기의 우리에게
는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실까?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이전에 유익하

던 것을 해로 여길 줄 알게 되었다.(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경우
는 그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발견했
을 때 가능하다. 마태복음13:44에서 소
개하는 천국의 비유는 농부가 밭을 갈다
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쁘게 그 밭을 사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농부의 결단을 통해서 밭의 보화
가 자신의 전재산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과 예수를 따르는 삶 중간에

서 결단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삶을 살
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그의 삶에서 상
대적 가치가 낮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로 여겼다, 다름 아닌 예수를 얻기 위해
서다.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옛날의 소
중함을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는 것
이 아닌 다시는 재활용할 수 없게 폐기
해버림을 뜻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배
설물은 더 이상 낭만적이거나 약간 불편
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으로 망설임
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 아는 것
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셋째 바울은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9절). 물을 떠난 고
기는 자유한 것이 아닌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모세는 모든 것을 보장받
을 수 있는 바로의 왕궁에서의 삶을 살
았지만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고 디베랴 바다에
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
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
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먼저 힘쓸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선택을 통해 알기 원한다. 

강용일 목사
(경배와찬양학과 교수)

내가 힘쓸 것(빌3:7-9)

진리의 샘

A.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
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고행

과도 같은 생활이라는 생각 때문입니
다. 예수를 너무 일찍 믿으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얼
마나 원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때쯤 천
국행 티켓을 따면 되지 않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굳이 미리  예수를 믿어서 가고 싶

은 곳에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
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손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금보다
더 즐거운 생활이요, 축제 같은 생활
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지금보다 잘
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주 큰일을 할 수 있습
니다.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얻으
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을 안 믿
는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이
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니 말입니
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
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
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하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으
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때
마다 ‘인생은 너무 허무 하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인생을 돌아보게 됩
니다. 그러나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
고 맙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
고 싶어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세상
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한순간에 작
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죽
을 때쯤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
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큰 판단
착오입니다.

아무도 오늘 이후의 시간을 알 수
없고 내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를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됩니
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
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예
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십시
오. 그것이 훨씬 현명한 삶입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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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순서로는 이호인 총장(전주대학
교) 인사말과 위촉장 전달식, 후원금 전
달식이 진행됐으며, 후원교회로는 기쁨
넘치는교회, 전주동현교회, 전주목원교
회, 전주온누리교회가 후원금을 전달했
다. 이어 오성택 목사(전발협 대표회장)
가 전발협 소개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오성택목사는 “좋은 대학 전주대 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학업기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각 사람을 향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수퍼스타로 성장하
도록 기도로 늘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진호 목사(전주동현교
회)가 전주대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
는 사역들과 채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
도들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들의 참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
식이 바뀌고 각 강의실에서 형식적인

수업이 아닌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풍성한 교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주대학교 안
에서 드려지는 각 예배와 기도회 그리
고 각 채플들을 통해서 전주대학교와
지역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기대
해본다.  

전발협은 호남 유일의 기독교대학으
로서 하나님나라의 확장 사업과 복음주
의에 입각한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하여 1997년 10월 13일 전주
대학교에서 55명의 회원으로 창립되
었다. 또한 초대 전발협 회장 김동건 목
사(중부교회), 2대 김선기 목사(호남성
결교회), 3대 신삼석 목사(신한교회), 4
대 김형곤 목사(노송감리교회), 5대 유
병곤 목사, 6대 강성찬 목사(동부교회),
역임 2013년 5월부터 오성택 목사(남
전주교회) 7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발협의 주요활동으로는 전주대를
위한 기도와 후원, 지역별 전발협을 조
직하여 캠퍼스 선교를 위한 연합 강화,

지역교회 목회자 영성강화를 위한 목회
자 세미나 공동 개최, 장학기금 및 해외
선교 후원금 기부 등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임실 총 202개 교회가 전주대학
교 발전과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 다양
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주대학교
를 위해 교인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매달 정기적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는 다음과 같다.

기쁨넘치는교회/ 동현교회/ 브니엘
교회/ 새중앙교회/ 양의문교회/ 전주순
복음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바울교
회/ 남전주교회/ 동부교회/ 동현교회/
명광교회(임실)/ 반석교회(익산)/ 성산
교회(익산)/ 신일교회/ 중부교회/ 중앙
교회(정읍)/ 태평교회

이 교회들은 교내채플과 학생 장학금
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매달 총 150여
만원에 달한다.

그외 전발협 소속으로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이들도 매달 총 100여만원에
달한다.

전주대발전기금 매달 정기기탁
교회, 개인으로 매월 250여만원에 달해 

‘공시생’ 들을 노리는 이단들
통계청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 시 생 )이  2014년  185,000명 ,
2015년 221,000명, 2016년 25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대학생을 1
순위로 선정해 포교에 열을 올리는 신
OO에겐 최적의 대상이다. 역시나 신
OO는 시험 준비 장기화, 미래에 대한
염려, 심리적 외로움, 만만치 않은 학원
비와 생활비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을 앓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포
교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시생들은 학원을 통해 스터디로 모
이기도 하지만,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9꿈사)이란 인터넷 카페를 활
용해 스터디로 모인다. 이 카페의 피해
자 A씨는, A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B씨

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후 서
로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시
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을 자연스럽
게 나누었다. 그때마다 B씨는 지인을 통
해 무료로 독서실을 사용할 수 있고, 공
무원 시험에 합격한 선배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무료로 과외를 해준다고
하니 함께 공부하러 가자고 하며 호의를
베풀었다.

하루는 B씨가 A씨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다.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B씨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도 중요하다” 라며 말했다. A
씨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
라 B씨의 이야기에 찔림이 있었다. A씨

가 아무 말 없이 수긍하자 B씨는 “마침
오늘 교회 전도사님과 성경공부를 하기
로 했다”며 함께 할 것을 권했다. 

그 전도사는 기성교회의 잘못된 가르
침에 대해 말하면서, 진짜 진리를 배워
보자고 한다. 성경공부가 4회째 진행될
때쯤 부담이 되면 횟수를 줄여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전도사는 성경공부를 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다른 사람
들에게 비밀로 해야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신OO는 변형된 포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신
OO인것 아니냐”라고 말하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맞다고 답하면서 끝임 없
이 접근을 했다고 한다. 자꾸 접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그
제서야 B씨가 더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이처럼 공시생들의 외로운 마음의 틈
을 타고 접근한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은 그때에 이단들
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교를 진행하
고 있다. 공시생을 노리는 이단들은 지
금도 열을 올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
나 반면 기성교회들의 전도활동은 좀처
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고 말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갖고 이단
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민족의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고, 교회
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힘쓰는 독립적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
스’는 중국에서 적어도 1
억 명 이상이 ‘심각’하거
나 ‘매우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
스’는 “중국 공산 당국은
다양한 종교를 억압하는 정
책을 시행해 왔으며, 지구상
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에서 종교가 성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 전했다.
다양한 종교집단에 소속된
1억 명 중 가톨릭 교인은
‘중간 정도’의 박해에 노
출되어 있으며, 개신교인은
‘심각’한 박해에 노출되
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을 수호하기 위해 매일 제약
과 속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사회 전반의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
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공산 당국은 종교 소수
자 박해를 전면 부인하고 있
으나 ‘프리덤 하우스’를
비롯한 여타의 독립 감시단
체는 “중국이 종교인을 폭
력과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
해 억압하고 있다” 고 주장
해왔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개척
교회를 폐쇄하고 일체의 종
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하기도 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

고서는 “2012년 시진핑
이 국가 주석이 된 후 중국
당국은 종교 박해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 기술하
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의 허가를 받지 않는 교회에
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심
화하고 가정집에서의 예배
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 가톨릭 사제의 임명과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을 하는 등 수십 년간
지속된 특정 종교 집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
명하기도 했다. 

“1억 명이 넘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박해와 속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
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과 함
께 하사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여주옵소서. 주
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
케 하시고,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 안에 그
생명을 의탁한 이들에게 복
을 명하사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中기독교인 1억 명, 심각한 박해 시달려 
사회전반에 폭력, 비폭력적 방법으로 억압

|  전주대학교, 전발협 공동주간 1학기 학술세미나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 주제 : 교회의 성경적인 개혁
- 일시 : 2017. 8. 7.(월), 전주대학교 jj아트홀
- 강사 : 이남규, 신현우, 김재윤, 한병수 박사

목회 세미나
- 주제 : 신학의 통일성
- 일시 : 2017. 4월 ∼ 5월(월요일 19:00∼21:00, 5주 5강) 
- 강사 : 한병수 박사

매년마다 전주대학교 대학교회(담임
한병수목사)에서는 예수님의 나눔과 사
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든파티를 진행한
다. 가든파티란, 청년부가 주관하여 2
주일 정도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
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삽겹살과 목살구이, 그리고 다양한 야
채와 디저트 등 식사를 나누는 날이다. 
올해는 3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되었

다. 지금껏 해왔던 가든파티와는 다르
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전주대학교 복음화라는 목적아래, 한
지붕 한 가족인 대학교회 중국어 예배
부 학생들, 채플팀, 경배와찬양학과 학
생들, 중앙동아리연합회 소속 기독교
동아리 CCC 학생들과 간사, DSM학생

들, 그리고 대학교회 담임목사와 교역
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
다. 많은 이들의 섬김에 행복하고 뿌듯
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가든파
티의 목적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인
식과 교회에 대한 거부감, 장벽을 무너
뜨리고, 누구나 대학교회를 방문하며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수업 전 홍보를 위해 8개 학과 13개 수
업에 들어갔는데, 양해를 구하는 부분
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
셔서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
리고 50명 정도 초대인원을 예상하고
700명 정도 학생들에게 홍보 후 60명
정도 학생이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실

제로 온 학생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
았다. 앞으로도 대학교회의 다양한 행
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재학생들은 마
음의 문을 열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기 바란다.

가든파티는 타지에서 전주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
끼니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학생들, 그
리고 전주에 살지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가족들과 집밥 먹기가 힘든 전주
대학교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
하는 것이다. 섬김과 헌신으로 아무 대
가없이 2주 동안 수고해주고 함께 해주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3월 이후에도 전주대학교의 청년부
는 항상 전주대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부담없이 언제든 이야기 나눌 친
구와 선배가 필요하다면 대학교회에 와
서 함께 대화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
기 원한다.       

- 감천수 (중등특수교육학과)

전주대학교회 가든파티
타지생활 위로하며 사랑나눔으로 섬겨

1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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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ại học JeonJu tại tòa nhà Star tower
ngày 21 vừa qua diễn ra lễ khai giảng
"lớp học văn hóa sau giờ học trên lớp
của học sinh quốc tế" được tiến hành
cùng với những tổ chức xã hội khu vực
và viện ngôn ngữ quốc tế của trường.

Lớp học văn hóa này được chuẩn bị
để giúp đỡ cho các học sinh quốc tế
đang học tập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hanh chóng thích nghi và hiểu về văn
hóa Hàn quốc. Được bắt đầu từ năm
2015 liên tục trong 3 năm, năm nay có
khoảng 70 bạn tham gia, với nhiều
chương trình như bồi dưỡng tiếng hàn,
làm mỹ phẩm từ nguyên liệu thiên nhiên,
vẽ tranh, âm nhạc hay pha chế cafe...

Bạn Lê Thị ** (19 tuổi) đến từ Việt nam
nói "sau giờ học trên lớp có thể tham gia
nhiều hoạt động khác thú vị như thế này
khiến cho cuộc sống du học thật ý nghĩa
và vui vẻ" và "đặc biệt trong lớp học văn
hóa có lớp pha chế cafe cô giáo rất thân
thiện và bình an, em rất hạnh phúc giống
như là được gặp Mẹ ở quê nhà vậy, nên
mỗi tuần cứ chờ đợi thời gian này"

Giáo sư Park Sang Kyu viện ngôn ngữ
quốc tế nói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giúp đỡ
các em du học sinh có một cuộc sống du
học thành công ở Hàn quốc không phân
biệt quốc gia, tôn giáo hay tư tưởng".

Đại học JeonJu với chương trình "lớp
học văn hóa sau giờ học trên lớp của du

học sinh".
Манай их сургуулий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өвөөс олон нийттэй
хамтран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ны хичэ-
элийн дараах анги" хичээл 21ны өдөр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Startower-т
эхэлсэн.

Энэ соёлын анги нь Жонжү Их сур-
гуульд сурч буй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нуу-
да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ухай ойлголт
өгөх, мөн соёлд дасахад туслах
үүднээс нээгдсэн юм. Өнгөрсөн 2015
оноос эхэлсэн ба энэ жил 3 дахь жил-
дээ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ж байна. Энэ
жил соёлын ангид 70 гаруй хүн орол-
цож байгаа б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
мэлт хичээл, окүллеле хөгжим,
байгалийн гаралтай гоо сайхны
бүтээгдэхүүн хийх,  зураг зурах, кофе
найруулах гэх мэт хөтөлбөрүүд бэлт-
гэсэн. 

Монгол улсаас ирсэн Тэрбишийн
** хэлэхдээ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оролцож болох янз бүрийн зу-
гаата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хөтөлбөр их
байвал гадаад оюутны амьдрал цог
золбоотой бас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на"
мөн "Ялангуяа соёлын ангид хийсэн
кофе найруулах хөтөлбөрийн багш
сайхан сэтгэлтэй, амгалан яг ээжтэй-
гээ уулзсан мэт аз жаргалтай болдог

ба дандаа энэ хөтөлбөрийн цагийг
хүлээдэг болсон" гэсэн юм.

Паг Сан Гюү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
цааны төвийн профессор хэлэхдээ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д иргэншил юмуу
шашин, үзэл бодолд нь холбогдох
зүйлгүй солонгост амжилттай сурч ам-
ьдрахад нь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ийг зорьж
хамаг хүчээрээ тусаллаа" гэсэн юм.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Олон улсын
оюутны хичээлийн дараах соёлын

анги" үйл ажиллаг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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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much time in our lives is spent worrying
about "things" and we lose sight of what truly
matters. We seek wealth while dismissing God.
We seek health while neglecting holiness. We
seek name brands while ignoring robes of
righteousness. Many wonder why they can't
seem to find happiness while ignoring God. In
today’s passage Jesus says that we need to
discard our worries, our nervousness and our
manipulations. We need to allow Him to control
our hearts and if we do,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I. Seek God first. 
Jesus tells us,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But that is hard to do, isn't it?

We just naturally seek "things", not God. But
"things" can never give us direction in life.
"Things" can never comfort us in a lasting way.
"Things" are just things, but God is God! We
often focus on what we want and convince
ourselves that what we want will remove our
troubles, and then we'll be happy. Yet, when we
leave God out of the picture, we can’t find true
happiness. There’s a story about a proud
young man who came to Socrates asking for
knowledge. He walked up to the philosopher
and said, “O great Socrates, I come to you for
knowledge.” Socrates took the pompous
young man to the sea, and walked chest deep
into the water. Then he asked, “What do you
want?” “Knowledge, O wise Socrates,” said
the young man. Socrates pushed him under the
water. Thirty seconds later Socrates let him up.
“What do you want?” he asked again.
“Wisdom, O great and wise Socrates.”
Socrates held him under again. Forty seconds
had passed and Socrates let him up. “What do
you want, young man?” Between heavy
breaths he wheezed, “Knowledge, O wise and
wonderful ….” Socrates jammed him under
again, fifty seconds passed. “What do you
want?” “Air! I need air!” gasped the young
man. Then Socrates said, “When you want
knowledge as much as you have just wanted
air, then you will have knowledge.” I believe
when we seek God as much as we want air,
then we truly will find Him. 

II. When we seek Him, He changes us. 
When we seek the Lord, when we long to be
in His presence, then we'll find that He is be-
ginning to change us. The things that used to
matter lose their power over us. The troubles
that used to unravel us are put into perspective
and we learn that nothing happens apart from
His knowledge.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what I am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com-
monly experienced emotions is loneliness in the
midst of trouble. When we go through troubling
times we often feel so alone and at times we
even wonder if God has forsaken us. Reading
Psalm 77 we can read how the writer expe-
riences such emotions. Verses 1-9 show his
despair but then from verses 10-20 he re-
members all that God has done and his spirit
has a transformation. What a beautiful turn of
events! Prayer changes things. Prayer changes
us. Prayer draws us into the will of God and
shows us where we have gone wrong, than it
gives us the desire to walk in His will. When
we seek God with ALL our hearts we begin to
realize just HOW much God cares about us and
then that is where He can change us. It’s the
grace of God that changes us. You don’t
change in order to receive God’s grace. You
change as a result of experiencing God’s grace.
Grace is like corrective surgery. We’re helpless
but God gives us grace, and God’s grace
changes what we ourselves can’t change. 

III. It’s never too late to seek Him 
Maybe there are those who do not feel worthy
to seek the Lord. They feel that their lives are
such a mess, or that they have neglected God
for so long that God would not listen to them. If
this is you or you know someone that feels this
way, listen carefully. There is absolutely nothing
you or I have ever done that God does not
know. He sees our deeds, He knows our hearts,
and knows we're sinners. That is why He gave
His Son to die for our sins. Jesus didn't die on the
cross because we were good people. He died
because we're sinners - sinners without hope
apart from God. There’s a true story of a priest
in the Philippines. He was a much- loved man
of God who carried the burden of a secret sin he
had committed many years before. He had re-
pented but still had no peace, no sense of God's
forgiveness. In his parish was a woman who
deeply loved God and who claimed to have vi-
sions in which she spoke with Christ and He
with her. The priest, however, was skeptical so
to test her he said, "The next time you speak
with Christ, I want you to ask him what sin I
committed while I was in seminary." The
woman agreed. A few days later the priest
asked, "Well, did Christ visit you in your
dreams?" "Yes, he did," she replied. "And did you
ask him what sin I committed in seminary?"
"Yes." "Well, what did he say?" "He said, 'I don't
remember'" What God forgives, He forgets. God
is a God of forgiveness and it’s NEVER too
late to come to Him.

“It’s Time to Seek” (Matthew 6:25-33)

By Scott Radford

By Ingrid Zwaal

The hard thing about hard things is that no-
body and nothing really prepares you for
them. They are also just plain HARD to do.
But the REASON for doing hard things is to
become someone greater than you already
are. To quote Shifu in Kung Fu Panda 3: “If
you [always] only do what you [already] can
do, you’ll never be more than you are
now.”
How many of us have goals or dreams in
life? How many of those goals or dreams
have you accomplished? And how many
have you brushed aside, thinking, “Well, I
guess it’s not to be, it’s too much for me”
or “I’m not that kind of person”? The uni-
versal truth in life is that all great things have
a price - and the greater the thing, the greater
the price. But this can also be our stumbling
block. 
Sometimes we get too caught up with the
price tag on our dreams that we miss the
beautiful reward at the end. It’s like being at
a mountain bus stop looking at the climbing
map that says, “8-hour hike to the peak”.
Surrounding you is a small tourist village,
complete with gift shops, delicious restau-
rants, and aromatic cafes. You glance around,
then back down at the map. “8-hours…
hmm. That’s like a full day of work! And
then I still have to come back down! This is
my vacation. And over there is a good looking
sports bar with the big game on... Eh, I’ve
been to the mountain, I’ve seen it, it’s al-
most as good as climbing it, right?” You turn
around, away from the trailhead that leads
onto the volcanic surface of Mt. Fuji - a con-
querable mountain that sits on so many
Bucket Lists around the world - and head into
the sports bar. What’s changed? Nothing.
Was that hard? Hardly.
Now, let me paint you a different picture.

Imagine you are a relatively unknown movie
star who’s just landed an iconic movie role
at age 31. You think, “6 months of training,
and I’ll nail this role.” You don’t. I mean,
you’re OK at it, but the commentary on your
performance (and especially your physique)
is lackluster. What do you do? “Eh, I did it
once, maybe that’s just not for me. The next
role will be better.” When the studio calls for
a sequel, do you train harder? Start sooner?
Push your limits? Or do you pass on the role
a second time? In actuality, the actor who
WAS presented with this situation did the
Hard Thing. He buckled down and made this
role his lifestyle for the next 17 years - pack-
ing on muscle, trimming down, and refining
his craft until he truly embodied the character
we love him as today: Logan, The Wolverine. 
Was that hard? You bet it was. What
changed? Everything changed, and in a big
way. Today, Hugh Jackman is a well-known
and well-respected athlete and actor - and
at 48 years old is in better shape than most
university students. But take a look at how
LONG it took. He’s played the character now
for 17 years. And it wasn’t until almost 10
years in that he REALLY started filling out
that character (and his physique). 
So, what’s your 10-year plan? What’s
your 20-year plan? Hard Things, by their
very nature, are HARD, and will require
dedicated persistence, die-hard perseverance,
and a long-term vision for success. But the
reward at the end could mean shredded abs
and a much fatter wallet. Just ask Hugh
Jackman.
(Author’s note: I actually DID climb Mt.
Fuji for 8 hours, from 8pm to 4am in July
2007. But the sunrise from the top of the
world made the whole thing (plus the de-
scent) well-worth it.)

Yes, I said it, boredom is good for you. And especially
for kids.  I cannot count how many times I have seen
parents give up and hand their children their cell
phones so the kids can play a game or watch a movie.
And this is not after the child has been waiting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while they are walking, or just
stopped for a moment.  It is like the child cannot have
two seconds free from a screen.  And children are be-
coming more and more addicted to electronics and less
able to satisfy their need for constant stimulation.  If
you need to see more about the bad side effects, I will
let you look that up on your own, there is plen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Kids don’t know how to
entertain themselves and they need to learn to use
their brains to do that. The constant barrage of stimulus
is reducing their self control and self satisfaction.

And it is not just the kids. Many of my university
students cannot make it through an entire class with-
out checking their cell phones at least once.  The mo-
ment I put them to work there is a quick glance at
most phones and the foolish ones start to use them.
How many kids are cell phone zombies, trying to
navigate sidewalks and crosswalks without real death,
or at least walking into a sign or pole. I cannot tell you
how many people I have seen recharging their phones
while they are using them.  To me, it looks like the
person is recharging more than the phone. They are
electric rechargeable people plugged into a wall until
they have enough charge to walk again.  Even some
old people cannot walk or ride a bicycle without lis-
tening to music.  On one hand that is fine, we all need
some entertainment. Even I fall into this trap, reaching
for my tab and play a game or check out Facebook.
But do you need stimulus constantly? A friend of mine,
who presented at our KOTESOL meeting earlier this
month, said that this constant stimulation is killing our
imagination and creativity. Leonie had researched cre-
ativity and it needs time and quiet. How can you get
that when you are watching other things all the time?
If something else is stimulating you, then you have no

need to stimulate yourself.  Most of us become creative
to entertain ourselves and this happens when you are
bored.  Your mind wanders.  You think about different
things.  You start comparing and contrasting things,
you start to think how to make things funny.  Or you
see a design and start to change it in your head. You
lie on your bed and start thinking about tomorrow and
how you will do things and what order, and then you
might think about doing things a little differently, add
something here and there, take a different route to
work or school, come up with a new approach.  These
are the things we do when we are bored. This is when
we are creative. 

Lately my best creative stimulus has been the open
road. Not driving in town, that requires constant close
observation to keep from becoming road kill. When I
lived in Dongseohakdong it was walking, because
Spike walked quietly beside me and I only had to be-
ware of Jindo dogs.  Walking in Samcheongdong is
harder, because there is so much traffic and one of my
dogs is still a puppy and not well controlled yet. But
when I am on a quiet highway without music, I start
to think about a variety of things and then I feel my
creative juices flowing. It may start with small deci-
sions, but then it works up to new things to try in class
and even jokes I can add. Even if I drive for an hour
at night, I am not tired but my mind is at peace.  I also
used to sit out at night when I had a porch, look at the
trees and the moon and just think. Thinking is highly
underrated. That was three years ago.  I need that
again. To sit outside and just let my mind go and con-
jure up ideas.  That is how to produce creativity. And
some self discipline. When I ask kids to just think they
reach for a device and whine. When I was a kid we
created games, now they can only play them. Many
success stories are built on creativity and imagination,
which comes from boredom. So let yourself get bored
and see what you can tremendous worlds you can
create.

Dare to do Hard ThingsBoredom is good for you
by Aaron Snow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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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양파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채썰기 해 주세요. 2.볶음 우동을 위한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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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에서 우동면을 오래 삶으면, 면의 쫄깃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④에서 양파의 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단, 아삭한 맛을 원할 때는 조금만 볶아주어도 됩니다. 

매콤달콤 볶음우동!

4. 달궈진 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아주세요.

5. ④에 ①의 양파와 당근을 넣고, 볶아주세요. 6. ⑤에 ②의 양념과 ③의 우동면을 넣고 볶아주세요. 7. 완성

출출할 때 먹는 건강한 야식, 볶음우동!

3. 끓는 물에 우동면을 넣고 2분 정도 삶은 뒤, 찬
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 주세요.

재료 (1인분) - 양파 1/2개, 당근 1/2개
우동면 1봉(200g),다진마늘과 파 조금

양념(큰 숟가락 기준) - 설탕1/2,간장1,물1, 고춧가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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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1. 접수기간 및 장소 - 1학기 : 3월 20일 ~ 5월 31일     /     2학기 : 9월 20일 ~ 11월 30일
- 장 소 : 스타센터306호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 (전화 : 220-2603)

2. 상담기간 및 장소 - 1학기 : 4월 1일 ~ 6월 30일     /     2학기 : 10월 10일 ~ 12월 29일
- 장 소 : 교수연구동 101호 글쓰기 클리닉 센터

3. 상담방법 : 학생1인당 3회(대면 상담2회, E-mail 상담1회)

4. 지도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포트 및 논문, 예술문(시,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기획서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기타

5. 신청시 유의사항 - 상담받을 원고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여, 상담일자는 3일전에 신청해야함.

■대상 : 전학년

■일정 : - 1차 : 4/5(수) ~ 4/6(목) 저녁6~9시            - 2차 : 5/10(수) ~ 5/11(목) 저녁6~9시

■장소 : 스타센터 102호                             ■접수 : 3/20부터 접수중 (1, 2차 접수 별도)

■수강료 : 예치금 2만원(수강완료시 환급) ■문의 : 취업지원실 220-4655

면접에 필요한 자기 표현 능력 및 발표력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발표의 기본이 되는 발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

■대상 : 재학생 30명내외 ■일정 : 4/5(수)~4/6(목) 저녁6~9시

■장소 : 스타센터 강의실 238호(강의), 338호(실습)

■혜택 : 전주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및 시간당 CP 1점

■교육내용 : 프레젠테이션 이해, 실습(미디어활용,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

■접수 : 3/20부터 접수중 (1, 2차 접수 별도) ■수강료 : 예치금 2만원(수강완료시 환급)

■문의 : 취업지원실 220-4655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이해와 내용기획, 디자인, 활용방법을 학습하며, 
제작실습을 통해 기본 기능을 익힘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피치완성반 모집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반

2017 글쓰기 클리닉

+++++++ 기초융합교육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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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피해

황사는 아직 우리에게는‘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거대한 모래폭풍처럼 커다란 재난으로 다가오지 않
는듯하다.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재난은 우리의 삶
의 터전을 부수고, 커다란 재산을 앗아간다고 생각
하지만, 황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가볍게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황사에 대한 경각심
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황사는 소리 없이 다가와
산업계에는 재산의 피해를,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강한 황사가 주는 영향을 분석

했다. 산업피해에 5조원, 건강피해가 10조원으로
15조원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
를 준 태풍 루사 때 피해액이 5조 6천 억 원이었
다. 그렇다면 거의 세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는
황사는 분명 큰 자연재난이다. 황사에 대한 패러다
임이 바뀌지 않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없다면 황사에게 눈뜨고 코를 베일지도 모른다. 그
렇다면 황사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국에서는 황사의 원인을 사막화로 접근하여 생
물학적 대책·프로젝트의 전개·산업 구조조정 조
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황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조기예보에 대한
민국 국내의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즉 황사가 편
서풍을 타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경 내로 들
어오게 되어 있는 만큼, 황사의 발생부터 이동까지
의 경로 및 그 영향을 미리 예보함으로써 피해를 최
소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예보를 통해 수동적으
로 피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최소한의 실천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황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

에 직결되는지 이 글과, 혹은 여러 매체들을 통하

여서 접해보기를 바란다. 금월 30일에 개봉하는
‘리버 로드’와 프라임특집다큐 ‘사막화의 중심
몽골에 가다’ 등이 있다. 앞서 소개한 다큐를 보
면 가축의 지나친 방목과 토양의 훼손, 산림벌채,
무분별한 광산개발 등으로 몽골의 사막화가 엄청
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땅을 빼앗고, 곧 그
들의 삶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몽
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2016년 까지 몽골의 사막에 약 65만 그루의 나무
를 심은 ‘푸른 아시아’라는 NGO단체는 “사막
화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그곳을 가꾸고
이어갈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
한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현실적으로 황사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
렵겠지만, 작은 나무를 심거나, 자원을 아껴 사용
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
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
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
류의 큰 진전을 위해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들을 심
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9%A9%EC%82%
AC#.EB.82.98.EB.9D.BC.EB.B3.84_.ED.94.BC.ED.95.B4,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
ntents_id=49805
푸른아시아: http://www.greenasia.kr/activity/forest/af-
forestation/
리버로드 관련 기사:
http://mycinemanews.com/news/news_content.asp?bo
ard_id=news&b_type=cinema&ref=2281&step=1
프라임특집다큐: http://tv.naver.com/v/249636)

[봄철 불청객 황사, 그 원인과 해결 방안]

4월 봄 황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벚꽃의 달, 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4월이 다가왔다.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나가고 싶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황사!!!

이번에는 황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황사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배종모 기자

◆ 황사 예방 및 대처법

① 생활수칙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
이 좋다.

-외출을 할 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

-되도록이면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외 미세먼지가 들어온

다고 문을 닫아두면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
문에, 집안 환기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9시~10시사
이, 시간은 10~15분 사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을 자주 마셔서 구강과 기관지 점막에 있는 오
염 물질을 희석한다. 물은 노폐물 배설도 촉진시키고
오염된 공기나 자외선에 대한 피부 방어 능력을 키워
주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보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물을 두 배로 마시는 게 좋
다.

② 위생관리
-손으로 코나 입, 눈 주위를

자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샤워나 세수,

양치질을 통해 몸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빠르게 씻어주는

것이 좋다.

③식이요법
황사가 심한 날에는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

는 것이 좋다. 황사 속 먼지와 중금속은 우리 몸의 산
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데, 과일과 야채에
는 비타민 B와 C, 엽산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
기 때문이다.

-도라지
폐의 기운을 높이고 편도의 염

증을 줄여주는데 좋다. 도라지
(길경)에 있는 사포닌은 우리 몸
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 진
통과 항염 작용을 한다.

-오미자
폐의 허약함을 보충해 기침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기관지보호에 좋다.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아 폐에 좋은 작용을 한다. 또한 몸의 진
액과 음기를 보충하는 약재여서 오미자가 위로 올라
가 폐에 작용하면 폐의 허약함을 도와 기침과 헐떡거
림을 멈추게 해준다.

-배
기관지, 배, 코 등의 염동을 빼

내는 기능에 탁월하고, 기침과 기
관지의 건조함을 다스려준다.

-다시마&미역
유해 중금속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면역력을 높여 미세먼
지나 황사로부터 올 수 있는 질환
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황사란?

따뜻한 봄 햇살은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 또
한 찾아왔다. 황사와 미세먼지다. 황사란‘중국이
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혹은 먼지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해 지상에 내려앉는 현상’이
고, 미세먼지는‘입자 크기가 110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하지만 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먼지’이
다. 그렇다면 황사가 왜 발생할까? 황사의 발원지
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역과 그 일대는 황사가 만
들어지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
화의 영향으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는 중국의 반
건조지역은 기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서, 겨울
철 가뭄이 심한 경우 지표가 매우 건조해져서 봄철
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대기 중에 황사가 발생할 수
있게 한다.

◆ 황사가 일으키는 질환

코, 목의 점막, 폐 등에 침투해 천식, 기관지염 같
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나 황사에 노출되어 체내에 축적되면 호
흡기는 물론 피부, 정신, 척추, 심혈관 질환으로까
지 이어진다. 그리고 공기오염으로 인한 잦은 기침
은 복압을 증가시켜 척추디스크나 협착 증상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나 순환기 질환이 있
는 환자는 고혈압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처럼 미세먼지와 황사는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고, 방어해야 한다. 그
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
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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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월 3일 개봉하는 ‘리버로드’영화의 한장면’과거실크로드라 불리던 ‘하시화랑’지역의 사막화와 그곳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화이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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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주요 내용

- 무대: 공연(백마응원단, 인디밴드, 연예인 등), 단과대학 및 
중앙동아리연합회 인사 및 퍼포먼스,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진행

- 무대 주변: 미니게임부스, 푸드트럭,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참여학과 부스 운영 등(주막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최  전주대학교 제44대 더하기 총학생회

주관  총학생회/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경영대학/의과학대학/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문화관광대학/사범대학/중앙동아리연합회

일시: 2017.03.30(목) 17:00~23:00

장소: 노천극장 무대 일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1일(토) ~ 3월 19일(일)
- 홈페이지 : www.jj.ac.kr 또는 www.jj.ac.kr/food
- 이 메 일 : lowsodium2017@naver.com
- 본선진출 발표 : 2017년 3월 24일(금)
- 문의전화 : 070-4246-1030

대회 참가 및 대회 규정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전북권 대학생 및 일반인)

- 대   상 : 50만원(1팀)    - 최우수상 : 30만원(1팀)
- 우수상 : 20만원(2팀)    - 장려상 : 10만원(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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