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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면 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

14면 ‘만두샌드위치’만들기

15면 4차 산업을 대비하라!

4면 JJ창업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6면 예루살렘의 ‘감람나무’는 알고 있다.

7면 영화 ‘미녀와야수’만평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

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

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

셨지만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구하기보다 예수

를 소유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가

치관과 조금도 다름없이 부귀와 영

달, 보다 나은 지위와 개인적 안일함

만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일삼고 보

편화 시키는 일에 익숙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감정적인 흥분에

도취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

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전

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셔서 더 이상 세상

의 안일함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

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잘

못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뿐만 아

니라 주위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을 격려하고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자족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성숙한 그

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용일 목사(경배와찬양학과 교수)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문>

[ 친구 ]

4월 20일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 친구라는 것을요.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더하기’총학생회(회장 이주
승)는 지난 3월30일(목) 전주대
봄축제‘봄:be’를 개최했다.

‘ 봄:be’는 학생회자치의 시작
을 알리는 총학생회 축제이다. 17
시부터 노천극장에서 시작된 총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인사와
다양한 퍼포먼스는 23시가 넘도
록 계속되었다.

학생회장(이주승)은 “‘봄:be’
를 시작으로 닫혀있던 학생회 문
을 활짝 열고, 학우들과 함께 개방
적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싶습니
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17년 3월 학생회출범
식은 이전 출범식과는 달랐다. 매
년 3월 말 연합출범식은 학생회
를 중심으로만 계획, 진행 되었지
만, 올해 출범식은 전주대인, 전북
의 대학생, 지역민 등 모두를 위한
개방형 축제형태로 시작되었다.

‘봄:be’의 뜻은 ‘새로운 시작
을 연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굳
은 땅 속 새씩의 시작을 여는 봄이
찾아왔듯, 폐쇄적이던 기존 학생
회의 문을 활짝 열고 열린태도와
열린마음으로 새롭게 학생회자치
를 시작한다는 것이‘봄:be’의 의

미이다.
‘봄:be’에서‘총장 및 내빈, 백

마응원단, 전주대 홍보대사, 학생
자치기구, 윤딴딴, 긱스, 볼빨간사
춘기 등’의 소개인사와 다양한 퍼
포먼스는 이벤트를 더욱 풍성하
게 만들었다. 특히 스마트폰 플래
시로 소통하고 참여한 많은 학생
들과 주민들은‘봄:be’의 마무리
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전과 다
른 총학생회의 건강한 활동이  돋
보인 출범식이었다.

- 취재: 배종모기자 
이정환수습기자

‘더하기’총학생회 출범식, 봄:be 

전주대, 전북유일 ‘2017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
전주대학교는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
학'에 재선정 됐다.
대학정보공시의 주체는 대학(고등교육기

관)이며, 주무부처는 교육부로서, 대학공시
의 총괄관리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
학정보공시센터)이다. 공시범위는 14개 분

야의 63개 항목이고,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과
관련된 분야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
시단위는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이다.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
대학은 공시된 대학정보의 신뢰도가 높고
대교협의 자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에 적극 협력한 대학들이 선정된다.
전주대학교는 2011년 대학정보공시 시

범운영대학(운영협력대학의 과거 명칭)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6회
(2014년 이후로는 연속 4회) 선정됐다.
2017년 협력대학에는 전주대를 포함해
30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

주대학교가 유일하다. 이근호 기획처장은
"2017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으로
서 대학정보공시의 안정적 운영과 공시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 가장 신뢰받는 대학으
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부

전주대학교회 사랑모아 
장학금 지급

유학생 등 학부, 대학원생 15명

전주대학교 대학교회(담임
한병수목사)에서는 4월 9일
2017학년도 1학기 선교장
학생을 선발하여 총 15명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 선정은 대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
원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
김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으로
대학교회의 장학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발하였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중 3명을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본교 대학원생중에서도 2명

을 선발하여 지급하였다.
지급자 명단을 보면, 중등특

수교육과 2학년 감천수, 중등
특수교육과 2학년 김현미, 컴
퓨터공학과 1학년 김성경, 역
사문화콘텐츠학과 1학년 장
하늘, 경찰행정학과 3학년 김
아영, 경찰행정학과 2학년 최
규택, 기독교학과 4학년 구원
준, 국어교육과  4학년 이소
현, 경배와찬양학과 1학년 최
은혜, 영어교육과 2학년 김경
민, 건축학과 4학년 이흠, 경
배와찬양학과 4학년 반정정,
경배와찬양학과 1학년 왕사
서, 일반대학원 3학기 서신
애, 일반대학원 3학기 이연수
등 총 15명이다. 대학교회에
서는 매학기 15명씩 장학생
을 선발하여 매년 30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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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목) 저녁6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며,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
수인 강영안 교수를 모시고
2017년 신임교직원 신앙연수
가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는 이
호인총장과 교수선교회 외 50
여명의 교수와 직원이 참석하
여 함께 강연을 들었다. 
강영안 교수는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
자이자 신앙인이다. 25년 동안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
다 2015년 은퇴한 뒤 현재 학
교법인 고려학원(고신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강
교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
립 발기인으로서 30년간 신앙
과 윤리적 삶에 기초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참
여하고 있다. 강교수의 저서로
는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등 철학과 기독교세계관 관련
으로 26권 이상이다.
강연은 한시간으로 짧아서 많

은 내용이 전달되기 어려웠으
나,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에 합
한 교수법과 신앙교육에 관한
핵심내용이 전달되었고, 이후
간단한 질문으로 마쳤다.
다음은 강연내용과 질의응답

을 요약했다.
‘학문과 신앙은 관련이 있는
가?’, ‘세속학문은 버려야 하는
가?’라는 2가지의 물음에 대
해, 세속학문과 세속세계에서
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기독교사학으로서 일
반학문을 가르칠 때,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공통은혜,
보통은혜’를 통해 신자뿐 아니
라 비신자에게도 진리가 전달
된다. 그렇다면, 세번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때, ‘학문은 무
엇을 위함인가?’에 대해 논의
해보자. ‘칼’의 ‘탁월함’, ‘미

덕’은 ‘날카로움’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학문’의

‘탁월함’과 ‘미덕’은 무엇일
까? ‘사람’이다. ‘사람’의 ‘탁
월성’은 ‘지혜, 절제, 용기, 정
의’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외에도 고린도전
서13장13절에 나타난 ‘믿음,
소망, 사랑’이 추가되어야 한
다. 전주대학교가 일반학문을
교육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사
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 ‘정보’,‘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교육은 ‘변화’를 이끌
어낼 때 참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단계에서

‘즐거움’과 ‘누림’으로 이끌어
줘야 한다. 전주대학교가 기독
사학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
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형화된 학점취득에 국한된
신앙교육은 오히려 반발을 줄
수 있으므로, 자유토론식의 자
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
야 할 것이다. 
- 편집부

인생의 ‘길갈’에서 ‘나는 누구?’
신시내티 대학, 안종혁 석좌교수 채플특강
4월 4일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1시30분, 4시에 진행되는 채
플에 특별한 강연이 있었다.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진행된 채플시간에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혁 교수가 학
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다음은 강
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안종혁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
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
음 진을 친 곳은 ‘길갈’이다. 그들
은 길갈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
떻게 살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할
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는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안 교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고를 졸업 뒤, 방직공장에서 일
을 했다. 그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
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희
망도 갖지 못했지만 인생의 ‘길갈’
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수치가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
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지 깨닫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의 수치를 보
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
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놀랍게 바
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안종혁 교수는 “소명을 주님 안에

서 발견해야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흥미, 노력, 목적이 있어야 함을 강
조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를 촉진

시키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올
바른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닌,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의
길갈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누구인
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독보적인 자신을 인식한다
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도전했다. 
마지막으로 안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신실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
님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종혁 교수는 전주대신문 기자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학문을 통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
다. 서울대 4년 학업을 마치고 새
로운 학문을 위해 미국의 조지아대
로 갈 수 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
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
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취재 : 권찬송 수습기자

강영안교수 신동아학원 신임교직원 신앙연수 강연
“기독세계관 입각한 교수법 연구해야”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에 예
술관 별관 앞에서 별관 리모델
링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한동
욱 교수(스마트미디어학과) 사
회로 진행된 개관식은 양병선
선교봉사처장의 대표기도로 시
작되었다.
2016년 5월 리모델링 계획

을 시작해 지난 2월부터 약 2개
월간의 공사 끝에 무사히 완공
된 예술관 별관은 석면 천장 교
체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실
습실 보수, 기재 완비와 LED 교
체 등을 실시하였다. 경과 발표
를 맡은 한남희 총무처장은 “타
대학에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
부한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후 이호인 총장은 격려사에

서 “귀한 행사를 하게 되어 축
복스럽고 강력히 추진했던 예술
관 별관의 리모델링을 무사히
마쳐 감개무량하다”며 “입학시
험에 왔던 학부모가 별관 환경
이 열악하다고 했던 말 한마디
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
다. 안전한 별관이 되기 위해 더
계속해서 보수할 곳들을 찾아가
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곳이 되
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문화융합이라는 전공은 미래
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하고
각광받는 학문이다. 앞으로 전
국 1등의 문화융합대학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전주대가 호
남 명문사학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전국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
다.
이어진 테이프 컷팅식에서는

이호인 총장과 최원철 부총장을
비롯, 김종훈 대학원장, 양병선
선교봉사처장, 이근호 기획처
장, 한남희 총무처장, 심상욱 문
화관광대학장, 정명채 공과대학
장, 왕석순 사범대학장, 박병두
문화융합대학장, 신현빈 문화융
합대학 학생회장이 참여하였다.
컷팅식 후 진행된 시설물 투어
에서는 박명두 문화융합대학장
과 각 학과 교수들이 예술관 별
관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각 처.단
장, 교수들은 직접 학생들이 사
용할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와 방화벽 작동 확인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새롭
게 거듭난 예술관 별관을 둘러
보았다.
- 취재: 김형만, 문주희기자/

정리: 표은혜 수습기자

“예술과 창조의 요람”
예술관 별관 리모델링 개관식 개최

장 례 : 최원철 부총장(경영학과 교수) 빙모상 4/12 전북대병원 장례식당 1층
안종석 교수(물류무역학과) 부친 4/5(수) 남천성당(부산 수영구 남천동)

●교직원 경조사 ●  

“사람을 알고, 진정한 나의 가치 알기”
최영준 교수, 이수정 학생의 스타강의

지난 6일(목) 오후 4시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 ‘스
타강의’에 건축학과 최영준 교수
와 가정교육학과 이수정 학생이 강
의를 진행했다.　
최영준교수는 ‘사람을 알면 건축

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
였다. 이날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한다”
라며 “그 지혜는 사람을 아는 것에
서부터 나온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 학업에 전념한다면 훨씬 더 좋
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도전
했다. 최영준 교수의 강의로 막이
오르고 다음으로 이수정학생이

‘아름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경험
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
다. 이수정 학생은 ‘여러분들의 대
학생활은 어떠한 가치가 있으신가

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고,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것
을 좋아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내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
다. 이수정학생은 “맹목적인 여러
활동보다 나만의 의미와 가치를 발
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단
1개의 활동을 하더라도 큰 의미와
큰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고,

“취업의 문턱이 높은 이때에, 기업
이 원하는 ‘나’를 만들지말고 현재
의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
았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인생의
한편에 담아 둘 수 있는 대학생활
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을 전
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스타강
의’는 매달 JJ아트홀에서 진행된
다.
-취재:　박주경기자

‡ 신임교원

주   림 (영화방송제작학과)

학력: 동북사범대학교
(방송티비편집학)
동북사범대학원
(방송티비예술학)

주요경력: 남양사범학원 강사
(11.9.~17.03)

김필성 (교수학습개발센터)

학력: 동국대학교(사회학)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주요경력: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
구소 연구원(15.09.~현재), 동대학
교(경주) 연구교수 (15.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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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총학생회’

3월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예년과 다르게 ‘더하기’ 총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이 교정 곳곳에서 포착된다. 저
녁시간 학우들이 귀가하고 난 뒤, 총학생회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건물 곳곳을 돌며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
다. 그리고 매년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으로
진행되던 행사를 모든 학우들이 즐길 수 있
는 전주대 봄축제 프로그램 "봄;be" 로 학우
들이 신학기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전주대 후문 스타타워
인근을 오고 갈 때 총학생회 학생들이 주차
봉을 들고 질서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후문을 출입하는 학우이라면, 서울 남

부터미널행 고속버스를 비롯해 그 곁을 즐
비하게 늘어서있는 택시와 주차된 차량들,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을 건너려고 애쓰는 학
우들의 아슬아슬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
다. 학우들의 안전과 후문 곁 주변 질서정
비를 위해 학교 시설지원실과 ‘더하기’
총학생회에서 함께 나선 것이다. 후문 질서
안전관리는 학우들이 등교하는 시간 오전
8시부터 저녁7시까지 계속된다. 

‘더하기’총학생회 정책국장 장윤재학
우는 “기존에 후문 주변에 주차하던 차량
은 건너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고속버
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승하차하던 학우들

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버스정류장을 피해
앞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
다.”고 말하면서 후문 질서정비에 함께 마
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더하기’총학생회의 일년을 기대해본다. 

-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맞아!
정말 예쁘다!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에효 못살아..

우리학교 벗꽃
참 예쁘다

그치? 제호야?

제호야 그거 알아?
떨어지는 벗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오- 그래?
나도 한번 잡아볼까?

...어? 저거
제운이 아니야?

야호-
잡았다!

내 소원은..

후문 교통질서 확립위해 총학생회 나서

지난 4월 7일 오후 6시30분 온누리홀
에서 총학생회주최 ‘제1회 학생회비 사용
내역공개 및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주승 총학생회장은 “제44대 더하기 총
학생회에서 내세웠던 메인공약 1번을 이행
함으로써 전주대학교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
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학생회로
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44대 더하기 총학생회는 과거 몇 년
동안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공약을 선
포·이행했으며, 앞으로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4월 초, 5월 초, 6월 초, 6~8월 사
용내역은 9월 초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
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개토론회를 전주
대 전체 학우들에게 이미 공지하였으나 저
조한 참여율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
로 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학우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문 지면관계
상 간단히 정리된 내역을 공개하며, 상세내
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취재: 배종모기자

‘더하기’ 총학생회 공약 철저히 지켜

꽃잎잡기

1. 시작이 반이다
작시성반(作始成半). 시작이 반이라는 뜻이

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다. 일
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상에 나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용기
가 필요하다.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 오늘 내
가 해야 할 일부터 써 본다. 간단한 메모가 쓰기
의 시작이자 내 인생의 시작이다. 스마트폰에는
오늘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있
다.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스마트한 사람으로 살
아갈 수 있다.

(예) 친구에게 빌린 돈 2만원 갚기, 조별 과제 모임 참

석하기, 중간고사 준비, 동아리 행사 준비, …

스마트폰에는 한 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
면도 있다. 오늘은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내일
은 이 일을 해야지. 이번 주까지는 중간고사 시
험 범위를 확인하고 초벌 준비를 끝내야겠다.
이번 달 안에 앨빈 토플러 저, <부의 미래>를 읽
기로 했었지. 일정을 확인하는 순간 정신과 육
체가 피곤해진다.

그때 귓가에서 악마가 속삭인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다음에 해도 돼.’,
‘지금은 만사가 귀찮다.’,‘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하지 뭐’. 스트레스가 지금 이 순간을
짓누른다. 

일정을 써 놓았기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
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성장을 독려한
다. 발표를 앞두고 초조함을 느끼거나 ‘아~,
시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고 느끼는 압박
감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스
트레스 즉, 압박감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데
서 오는 순간의 달콤함을 뒤로 하고, 괴롭지만,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
는 축복이기도 하다. 세속에서 우스개로 하는
말 중에 10대는 철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고 하
지 않는가. 20대는 철도 들고 일도 많고 낙도
많아 오만가지가 다 필요한 나이라 상대적으로
압박감도 많은 세대이다. 

2. 손으로 생각한다
공부(工夫). 학문이나 기술을 닦는 일을 공부

라고 한다. 
그런데 눈으로 하는 공부나 머리로 하는 공

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
이다. 시험 준비도 손으로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판례도 써봐야 하고 풀어야 할 수학 답안도

써봐야 한다. 실험해야 할 것도 써봐야 하고 분
류해야 할 것도 써봐야 한다. 나의 꿈도 써봐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써봐
야 하고 행동해야 할 것도 써봐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치고 메모 습관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도 있다. 오죽하면 무한경쟁시
대의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은 그야말로 적자생존이라고 하지 않는
가.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하게 유전자가 발달된
개체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어
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새로운 뜻으로 통용되
고 있을 지경이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는가. 우
선 써 보면 된다. 돈을 벌고 싶은가. 돈을 벌기
위해 길을 나서기 전에 돈 벌 길을 먼저 써봐야
한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고 싶은가. 길의 시
작과 중간과 종말을 상상하며 써 보면 된다. 쓰
고 나면 내가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
인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신기하
게도.  

3. 나는 나를 믿는다
내 맘대로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시키

는 대로만 하면 당장 성과가 나온다. 그런데 당
장의 성과에 만족하면 세월이 가도 늘 그 자리
에 머물게 된다. 이상하게 발전이 없다는 뜻이
다. 오히려 퇴보하기도 한다.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보자.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믿고 우선 내 감각, 내 생각, 내 욕
망을 솔직하게, 거침없이 써 본다. 작정할 필요

가 없다. 무작정 쓰고 봐야 한다. 
대학생이 되면 시간 관리가 힘들다. 매일 등

교시간이 다르고 식사시간이 다르다. 그러다보
니 기상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취침시간도 일정
하지 않다. 공강 시간도 많고 자유시간도 많다.
무언가 쓸 시간도 많다. 쓰다 보면 혼자 있는 시
간이 외로운 대신 알차게 느껴진다. 쓰는 시간
이 늘어날수록 배짱도 함께 늘어간다. 내가 왜
못해? 하면 되지. 배짱이 느는 만큼 나의 능력
도 조금씩 성장한다.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우면 글쓰기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글쓰기클리닉은 우리의 퀘
렌시아이다. 퀘렌시아(Querencia)는 스페인어
로 피난처라는 뜻이다.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싸
우다 지친 소는 퀘렌시아로 가서 숨을 고르고
기운을 되찾는다고 한다. 다시, 계속 싸우기 위
해서란다. 일상이 힘들고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
을 때는 일단 글쓰기클리닉으로 가서 안식을 취
하면 된다. 번잡한 사고를 멈추고 가장 나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나만의 퀘렌시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문의: 063-220-
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교육
원 행정실

글쓰기클리닉, 나의 퀘렌시아
제3강 글쓰기, 세상을 차고 나가는 힘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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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창업공모전 최우수, 우수상 수상 학생 인터뷰]

청년들이여 ‘도전’ 하라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에 재학 중인 김우찬입니다. 저는 담임선
생님의 소개로 전주대학교 창업특기생 전
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다
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배
우는 자세로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창업’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동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였지만, 점점 창업교육을 접하면서
진정한‘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
닫게 되고‘나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Q2.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상을 받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조언으로 이 자리
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매니저님들과 주변에서 항상
좋은 교육이나 경험담을 말
씀해주시는 선배님들, 언
제나 대표의 가치관과 회
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
려주시는 ㈜우리요 대표
님, 부대표님 등 많은 분들
이 곁에서 항상 가르쳐주시
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셔
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
다. 주변에서 가르쳐주시는 더 좋
은 방향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
장하겠습니다. 

Q3. 창업공모전에 참여 계기는? 
우연치 않게 주변에서 만난 선배가

“JJ-Star 창업공모전 대회가 있다”라
는 정보를 알려주어 방학 때 시간적 여유
가 있어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 도전해보
았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
었습니다. 

Q4. 아이템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Candle Keeper’는 향초를 보호하는

제품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타이
머를 맞춰 적정 시간이 지나면 향초가 꺼
지게 됩니다. 또한, 향초가 쓰러질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만‘Candle

Keeper’는 쓰러지면 자동으로 향초가 소
화됩니다. 

손잡이까지 있으니 나들이 가면서, 드
라이브 가면서 분위기 있게 향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Q5.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저의 누나는 몇 년 째 불면증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여, 수면에 도움을 주
는 아로마 향초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누나는 향
초를 켜놓고 잠을 자니 두
통에 시달린다고 했습니
다. 그래서 저는‘아, 향
초를 자동으로 꺼주는
무언가가 필요 하겠구
나’라는 생각으로 접근
하여,‘Candle Keep-

er’라는 아이템을 착안하
게 되었습니다.

Q6. 앞으로 꿈꾸는 진로는? 
창업을 목표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
만 주변에 창업한 형들과 대표님들께 많
이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창
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
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창업’을
선택하고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단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내가 생각한 것을
구상하여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단 한가
지 이유입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
겠지만, 물론 실패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
니다. 저도 실패가 두렵고, 가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렘이 가득한 지금, 잃을
거 하나 없는‘젊은 청춘’일 때 아니면,
평생 못해 볼 것 같아서 현재 계속 부딪치
고 도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JJ-Star 창업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7
일에 있었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의‘창업선도
대학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대가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검증을 목적으로 매년
마다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창업공모전은 총
179팀으로 일반부 72팀 학생부 107팀 중 전주대
학교에서는 10팀 정도 참여하여 최종 6팀 중 3팀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총 1,30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되었으며 이번 공모전 대상은 인쇄공정이 가능한 전
자소자용 봉지재’를 사업화 한‘Pro shield’(이선
규,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채승석(예비창업자)씨와‘ASSI’(김우찬, 전주대 3
학년)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8개 팀이 우수상(권은
지, 안종석, 장기현, 박수형)과 장려상(김은솔, 오정
택, 김태현, 채지연)을 수상했다. 이형규 창업지원단
장은“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디어와 꿈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때 위대한
창업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우수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갖춘 전주대가 여러분의 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올해 3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자금 지원, 사업 멘토링 등 창업을 꿈꾸지만 자금이

없는 분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지원실 김미정 선생은“전주대학교 재학생들

이 참여 가능한 많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
유한, 도전정신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문의처: 063-220-2846 창업지
원실)

이번 신문에서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
우찬 학생과 우수상을 받은 장기현 학생을 만나 인
터뷰해 보았다.                  - 취재 : 김윤혁, 박주경기자

최우수상 김우찬
(컴퓨터공학과)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2016년 3학년에 편입하여 올해
4학년 재학 중인 정보통신공학과 장기현
이라고 합니다. 

Q2.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꼭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

로 공모전에 임하였으나, 발표당시 생각
보다 매서운 질문과 미흡한 준비로 인해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 수상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너
무나 기뻤습니다. 이 결과를 얻게 되면서
팀원 3명이서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3. 창업공모전에 참여 계기는?
저희 연구실 학생 중‘강하윤’학생의

정보공유로 처음 이 공모전을 알게 되었
고, 4학년이 되고서부터 여러 대회에 참
가 하여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
니다. 또한, 동기‘이우연’,‘안영신’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함께 공모
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Q4.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전기포트 특성상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쓰러지게 된다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하였으며, 쓰러지거나 손에서 놓쳤을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전기포트 입구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나, 야외 활동 시 고르지 못한 곳에
전기포트를 올려두어 조금만 건드려도 쓰
러지는 전기포트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Q5. 어떻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나?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거나,
편리한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
각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사실 전기포트
에서 물을 일정량으로 덜어주는 것을 목
표로 하였으나, 발상의 전환으로 쏟아 졌
을 때의 안전장치로 목표가 변경 되었습
니다.

Q6. 앞으로 꿈꾸는 진로는?
학기 중 과제들을 통해 제작한 여러 가

지 작품과 센서들을 통해 여러 코딩들의
조합으로 사물의 움직임과 센서들의 제어
가 가능함을 보았고, 이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홈페이지나
앱 개발 쪽으로 공부하여 그쪽으로 진로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장기현
(정보통신공학과)

최우수상 [Candle Keeper] 우수상 [전기포트 쏟아짐방지 안전장치]

< 기 자 후 기 >
이번 창업공모전을 참여한 청년
들에게 도전을 받았고 창업선도
대학인 전주대학교에서 이런 많
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
다. 또한 이런 청년 창업아이템발
굴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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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처음’은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나 순
서상 맨 앞에 놓이는 부분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입니다.‘첫사랑’,‘첫째’,‘첫나
들이’,‘첫인상’등의‘첫〜’도‘처음’
에서 비롯되었겠지요. 그 말은‘순
수’,‘설렘’,‘새로움’,‘으뜸’,‘어색
함’,‘두려움’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시‘처음’의 뜻이 들어간‘초급(初
級)’은 어떤 능력의 가장 낮은 수준을 가
리키는 한자말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처
음’온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은‘초급’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만 초급인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능력도 초급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하겠지요. 
한국에 처음 왔다는 것. 이것은 본의 아

니게 말수가 적은 학생이 되게 하기도 합
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롭
지 못하기 때문에 소심하고 마음 여린 학
생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부모형제와 멀리
떨어져서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K도 그런 학생 중 하나였

습니다. K는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도 바
른 우리 1급반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와는 수업이나 활동 등에 관해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잦은 편이었지
요.   
우리 한국어교육센터는 학부와는 달리

10주가 한 학기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
지만 몇 년 전에는 그 한 학기를 또 둘로
나누어 담당선생님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
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 K 역시 6주째부
터는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의 한국어 수
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은 달라졌어도 나는 쉬는 시간 같

은 때 복도에서 K와 가끔 마주치곤 했습
니다. 그런데 K가 전과 달리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
긴 건 아닐까 해서 물었더니 힘없는 목소
리로 다음에 말하겠다고 하고는 우울한 표
정으로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K를 맡은 선생님에게 놀라
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가 첫 시간 수
업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
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
음날부터는 꼬박 일주일 동안 검은 양복
을 차려 있고 다녀서 그러잖아도 이상하
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도 대답
을 피하고…
그 주 토요일에 K하고 학교 근처 커피숍

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느냐고 K에게 조심스럽
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의 처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엄마처
럼 저를 잘 이해해주셨어요. 선생님은 나
를 가르치지 않아요. 옆 반에서 다른 학생
들을 가르쳐요.”
서툰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는 K의 눈망

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수
업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늘 엄
마처럼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는 K
의 등을 토닥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익
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투성이기 때문에
처음은 낯설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K같은
외국인 유학생들 처럼요. 그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것이 한
국어교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아닐까 싶
습니다.

이번 총학생회가 주최한 봄 축제
<봄:be>에서 드디어 술 없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작년 대학신문 사설에서 술이 없어
질 때, 진정한 축제가 찾아올 것이며,
술이 없어질 때 즐길 거리는 더 다양
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실었던 것과 같
이 술 없이도 이번 축제는 더욱더 알
차고 건강하게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답습적 관
례를 과감히 벗어버리려는 총학생회
의 노력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며 이
들의 건강한 활동이 이어져갈 수 있
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
난 6일 총학생회의 깨끗한 학생회 활
동을 위한 선거 공약중 하나인‘총학
생회 학생회비 공개 및 공개토론회’
를 실시한 것에 대해 역시 힘찬 박수
를 보낸다.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필요가 바뀌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에 서야할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
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할 상황을
가까운 미래에 맞이하게 될것이다. 하
지만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고있는
시대의 속도를 가장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대학 내 문화부문이 아닐까 싶
다.

교수와 교수, 교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 교수와 학생, 직원과 학생, 학생
과 학생사이의 여러 가지 대학 내 문
화 중에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답
습문화는 이제 과감하게 떨쳐버릴 시
기가 되었다. 총학생회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초심을 잘 지
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건
강한 총학이 될 수 있도록 내외부의
건강장치를 최대한 가동을 해주길 바
란다.

술이 축제의 본질은 아니다. 술 없는
건강한 축제의 시작을 멋지게 이루어
낸 총학생회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를 보낸다. 

‘술을 치우면 건강한 프로그램이 
보일 것이며 나타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으니 
정착을 향하여 전진하자!’

교수칼럼

송 지 영  교수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센터)

술 없는 
축제의 시작

한국어교사의 첫 번째

청년취업률이 최악이다. 그런데, 대학들
은 입학 인원을 감축해야한다. 인구가 줄
어서란다.

이게 줄맞춰 써놓고 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는 줄어
가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단다.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원시시
대를 살고 있는건가? 도시마다 고층빌딩
은 들어차고, 과학과 경제, 초현대화 사회
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일자리는 없단
말인가?
국가의 역할과 교육의 참 목적에 대해 반

성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 일

자리를 컴퓨터와 기계가 차지하게 된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
기 위해,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든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터
미네이터 영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인간은 컴퓨터에게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하다. 국가는 컴퓨터와 기계가 주인이 아
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국가는 누구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학이 이기적인
인간의 소산물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우리는 아직 참 인간을 만드는 국가, 그리
고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살맛
나는’세상을 만드는 국가를 기대하고 있
다. 그 바램과 기대를 기도로 담고, 이번
대선에 담아보는 것이다.
철학, 사상, 논리, 인문학의 위기를 반영

하는 교육의 현장, 과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있는 교육의 현장인지 반성하면서
‘산업’이‘교육’을 지배하지 않길 소
망한다. 참된 교육은 인간이 버려야할 것
과 버려선 안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이 목적이다. 이제 참된 교육을 받은 인간
은,‘참  인간됨’을 위해‘편리’와
‘돈’,‘과학’을 포기하고‘인간’을 선
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할 것

희망칼럼

송 은 자
(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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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성문 중 하나인 스테판 문
(Stephen’s Gate)를 나서서 7분 정도
걸으면 감람산(the Mount of Olives) 입
구가 나온다. 산 입구라고 하지만 등산로
초엽이 아니고 나무가 우거진 산도 아니
다. 산 정상까지 가려면 담으로 둘러싸인,
마치 골목 같은 포장된 좁은 길을 올라가
야한다. 

명색만이 산인 감람산 그 입구에 눈에
띄는 교회가 하나 보인다. 상단 부분에 성
화가 그려진, 비잔틴 건축 양식이 돋보이
는 만민교회(Church of all Nations)이
다. 이 교회의 역사는 매우 깊다. 처음 교
회가 건축된 때는 서기 379년이다. 그러
나 파괴와 재건축이 반복되어 오다가
1924년에 와서야 현재의 모습으로 단장
되었다. 만민교회라 명칭 된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축비를 보내왔기 때문이
다.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했다는 바위가 보존되어 있다. 
순례자들은 겟세마네에 오면 먼저 만민

교회로 들어가 예수가 피땀 흘리며 기도
한 바위를 만지며 숙연해 한다. 어떤 순례
자는 바위를 쓰다듬으며 흐느끼기도 한
다. 나 역시도 비록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당시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
되면서, 바위 가까이 서니 예수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감동
에 휩싸인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흐느낌
이 내 감정이 된다. 이곳에는 이른 아침이
아니면 몰려드는 사람들이 때문에 바위를

제대로 만져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숙소를 나와 다마

스쿠스 성문으로 해서 성내로 들어갔는
데, 아직 어둠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 인
적이 없는 골목을 가려니 멈칫거려진다.
특히 혼자인데다가 위험지구라 알려진 무
슬림 지역을 지나려하니 으스스해서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이윽고 스테판
문을 나와 안도의 숨을 고른 다음 겟세마
네 방향으로 길을 가는데, 가야바의 집이
있었던 시온산 가는 대로가 나온다. 건널
목을 건너가서 그리스정교회 소속 스데반
기념교회를 지나 만민교회에 당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했던 대로 이른 시
간이라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다. 무릎 꿇
은 다음 손을 바위에 얹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차가운 바위의 느낌이 손끝을 타
고 전달된다. 2천 년 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의 절박함이 감지되는 듯 하다.

얼마동안 조용한 교회 안에서 혼자 있
으니, 고요함이 예수의 그때와 시간적 격
차가 줄어들게 해주는 것 같다. 드디어 사
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나는 그 교
회 울타리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 정원으
로 갔다. 이 올리브나무 정원이‘겟세마
네’라 칭하는 곳이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를
지나 도보로 4일 거리인 베다니에 도착하
였다. 다음날 예수는 나귀를 타고 감람산
을 넘어 스테판 성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몇일 후 밤이 되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온 예수는 그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
의 책상을 둘러엎고‘너희들이 성전을 강
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며 크게 호통
친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지도자
들을 책망한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일 그리고 앞으
로 있을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차가운
바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예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
방울 같다고 하였다. 그 겟세마네가 현실
로 존재한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감람나
무들은 예수의 고뇌에 찬기도 소리를 들
었을 것이며, 또한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도 목격하였을
것이다. 수령이 3천년이 넘는다고 하니
말이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에 대한
유대인 사학자 사이먼의 글을 인용한다.
“이모든 사건은 예루살렘 땅 안에서 벌
어진 일들이다. 시온 산의 이층 방은 전승
에 따른 마지막 만찬 장소이다. 마가가 그
곳으로‘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언
급한 것을 보면 실제 장소는 실로암 연못
주변의 아주 허름한 주택들에 더 가까웠
을 것이다. 마지막 만찬에 대한 전승은 훗
날 5세기에 발전했으며 십지군 시대에 더
강화 되었다. 보다 강력한 전승 가운데 하
나는 그 장소가 예수의 죽음 이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린 곳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곳이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유적 가
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 장소의 거룩
함은 전염성에 있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
과 무슬림들도 그곳을 경외했다. 전승에
따른 것이지만 개연성이 있는 안나스의
저택 위치는 아르메니아인 구역의 대천사
교회 아래다. 아람어로 ‘가야바의 집의
것’이라고 새겨진 돌이 예루살렘에서 발
견된 적이 있으며 1990년 건축가들은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라고 쓰인 유골
함이 있는 밀봉한 관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것들은 대사제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
다. 오래된 올리브 숲에 있는 겟세마네 동
산은 그 위치가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
다.(예루살렘 전기, p.194)

지금은 고난주간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와중에 이를 연례행사로 그리고 감
상적으로 겟세마네를 떠올리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이 때에 겟세마네 현장에서
의 엄숙한 감동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글과 사진은 김천식 박사가 직접 여행하며
취재하고 촬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olive)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식물학자들은 수령이 3천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예수가 잡히던 날, 분명 예수의 고뇌에 찬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만민교회 내부

■ 현장으로 보는 세계 기독교 역사 4

감람나무(Olive)는 알고 있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바위에 한참을 손을 얹고 있었다.

▶비잔틴 건축 양식의 만민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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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면 News에서 전주대학교 봄축제
‘봄:be’의 뜻은‘새로운 OO을 연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2. 3면 News에서‘더하기’총학생회는 전주대
OO 스타타워 인근을 오고 갈 때 주차봉을
들고 질서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4면 People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우찬
학생은‘Candle Keeper’라는 이름으로
OO가 쓰러지면 자동으로 소화되도록 
아이템을 만들었다.

4. 8-9면 Jump On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OOO O’을 1981년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
로 정했다.

5. 15면 Campus Life에서는 
제 4차 OO혁명을 다루고 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주세요.

영 화 만 평

JJ 낱말퀴즈

·장르 : 로맨스, 뮤지컬, 판타지

·국가 : 미국

·감독 : 빌 콘돈

·시간 : 129분

·개봉 : 2017년 8월 16일

·출연 : 엠마 왓슨(벨), 

댄 스티븐스(야수/왕자), 

루크 에반스(개스톤)

똑똑하고 아름다운 벨(엠마 왓슨)은 조용한 시골마을
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과 운명적인 사랑을 꿈꾼다.

어느 날 행방불명 된 아버지를 찾아 기억 속에 잊혀졌
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야수(댄 스티븐스)를 만나게
된다.  아버지 대신 성에 갇힌 벨은 성에서 도망치다가

늑대들에게 목숨이 노려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야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저주를 풀지 못하면 영
원히 야수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저주를 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줄
거
리
◎ 

쭈 : 1992년 원작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선하
고 새로운 이야기들을(벨이 작은 시골마을에 오게 된 이
유, 벨의 어머니 등) 넣어 지루하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내용들이 따로 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 몰입감을 높
였고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CG와 아름다운 색감, 음
악성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리고 야수와 눈 싸움하
는 장면에서 눈덩이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이 장
면을 위해 몇번이고 눈덩이를 얼굴에 맞았던‘엠마 와
슨’과 야수의 느낌을 더욱 주기 위해 약 10CM 정도 되
는 신발을 신고 춤을 춘‘댄 스티븐’의 연기 열정이 대단
하다고 느꼈다. 

따빙 : 디즈니 영화는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챙
겨본다. 이번에 미녀와 야수가 영화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이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영화 속 어릴 적
야수가 받아왔던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야수를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중반부에 주전자
가‘야수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
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고 야수가 더 불쌍하다고 느껴
졌다.‘엄격한 아버지 아래서 받은 상처를 누군가 어루
만져주고 보듬어주었으면 왕자가 야수로 변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화려하다고
느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면 또 다른 곡이 나오는 게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고 영화의 색감 또한 화려하
고 예뻐서 보는 내내 심심하지 않고 집중이 되어서 지
루할 틈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영화의 OST와 장면 하
나 하나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

둘리 :‘미녀와 야수’OST가 영화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잘 전달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즐거
웠다. 주인공‘벨(엠마 왓슨)’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아버지를 구하
기 위해 험한 길을 달려가는 모습, 아버지를 대신해 자
기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었다. 만약 나
였으면 저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했다. 야수의
겉모습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속은 깊었고 외로
움을 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
람을 기다리고 그녀를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멋
있었다. 이러한 야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겉모
습만 보면 안된다고 느꼈다.이 영화를 통해 살면서 겉모
습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게되는 나의 모습을 보
게되었다.‘역시 사람은 겪어봐야되고 그 내면의 모습
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조건과 상
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진짜 마음속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고 두 사람을 통해 진
정한 사랑이 보였다.

◎
학
생
감
상
평
◎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는 월트 디즈니의 30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1991년
‘트라우스 데일’,‘커크 와이즈’가 공동
연출했다. 1756년 ‘잔 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 부인’이 쓴 동화를 기초로‘린다
울버튼’이 애니메이션에 맞게 각색해 만
들었다. 90년대 디즈니 2D 애니메이션
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 작품으로 장편애

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작
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 뿐 아니라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
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디즈니 애
니메이션의 브로드웨이 진출의 포문을
연 작품이다.‘미녀와 야수’애니메이션
은 1992년 7월 4일에 개봉했으며
2012년 4월에 재개봉했다.

<미녀와 야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영화감상쓰고, 영화표 받자~  5줄 감상평 쓰면, 영화표 무료

대학신문 ‘선물 퍼주기’ 이벤트

이번 864호 영화만평은‘ 미녀와 야수 ’입니다. 
‘미녀와 야수’를 보신 학우들이 많을텐데요~
“나는 이 영화, 이렇게 보았다.”라고 감상평을 A4 5줄로(10포인트)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 중에 선발하여 2분께 
영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ysrest@jj.ac.kr 혹은‘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댓글달기

<863호 정답자>

1. 김은진 영어교육과  2. 최서영 영어교육과
3. 신찬규 전기전자공학과4 4. 정해미 중등특수교육학과
5. 김은진 중등특수교육학과 6. 박소라 건축학과
7. 형아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8. 오예은 경배와찬양학과
9. 이혜선 정보통신공학과 10. 오유림 정보통신공학과

잠 카 운 슬 링 센 터

비

아 한 병 수

업

황

도 선 사 유 학

구

무

민 냅 언

재 스

터

863호 
정답

※ 조합한 글자를 학과/학번/이름 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시

의

향

문

산

공

활

설

형

후

작

업

재

지

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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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재활학과, 장애우들의 마음을 대변하다!
18명의 재활학과 학생들, 장애우의 시각으로 발로 뛰고 눈으로 보다.

4팀으로 구성된 재활학과 학생들은 우리학교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관, 스타타워(기숙사, 식당), 학생회관, 스타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면서 정보수집에 나섰다.       - 취재, 정리: 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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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기숙사(2조) : 홍이슬, 민채란, 송소림, 소단비

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한 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 시각경보기 설치 점자 안내 없음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주차장표지판 새로 교체 보행로 굴곡이 심함

장애인 화장실 음성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화장실에 세면대, 거울 설치  
출입구에 있는 하수구 때문에 

휠체어 이동 불편함

학생회관(발표직전 조) : 박혜리, 황수경, 오혜은, 안지명

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한 점

학생식당 입구에 문턱이 없어 휠체어
출입이 자유롭고 통로가 넓어 

보행에 용이함

1층 입구 경사로 노후화되어 
갈라진 틈이 많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음

엘리베이터가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됨

화장실 편의시설의 위치가 너무 높음 
2층 경사로에 회전구간이 
2번 있어 이용에 어려움

대강당 내부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있음

점자안내판 노후화, 음성안내 없음 계단 핸드레일이 규범에 맞지 않음

대학본관(1석 3조) : 김현균, 김가연, 김민주, 문민희, 황세영

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한 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정문과 가깝다.
사무실 출입문 옆에 방 이름을 

표시한 점자표지판 설치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따로 없으며 
비장애인 화장실에도 장애인이 

사용할 칸 없음

주 출입구 0.3m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끝 지점을 알리는 점자블록 설치
보도블록 이음새 틈이 벌어져있고 단차
와 바닥면이 평탄하게 시공되지 않음

회의실과 사무실 모두 손잡이가 
수직막대형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음

입구에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알리는 연석 설치

본관 입구에 있는 점자안내촉지도에 
음성안내시스템 기능 없음

스타센터(5조) : 우석현, 김은택, 최원희, 김아름, 고대영

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한 점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이 없다.
휠체어 이용자도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

도서관에 기둥으로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듦

도서관의 서가 폭이 (0.9m~1.5m)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도서관 나무계단에 미끄럼방지제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이 
고객센터에 따로 마련됨

각 층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배치되어있다.

화장실 문의 시건장치가 고장 평소에 운행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하는데 의미를 두었고 20일은 다수의 기념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다. 장애인의 날 유래

학생후기

기숙사를 조사하면서 기
숙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
설이 많이 미흡하다고 느꼈
습니다. 떨어진 점자블록,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 부족한 장애인 숙
소 등 미흡한 게 매우 많았
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
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편
의시설들이었습니다. 장애

인들도 불편함이 존재합니
다. 보여주기식 편의시설을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생각해보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경험
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201628001 홍이슬

장애인의 시선으로
휠체어를 타고 학생회
관을 이용해보니, 평소
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시설이용에 매우 큰 장
애물로 다가왔습니다.
학우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
큼 장애인분들의 접근

성이 충분히 보장되도
록 개선되었으면 좋겠
고, 장애인들이 시설이
용에 조금이나마 어려
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전
주대학교 학우분들께
서 바쁘시더라도 엘리
베이터를 한 번씩만 양
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
음입니다.

▶학생회관

201628005 박혜리

처음, 저희 다섯 명이 스타센
터에 과제를 하러 가는 것일 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휠체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러한 장애인의 편
의 시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
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호기심
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

지가 보이게 되고 생각보다 장
애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사용
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재
활학과 학생이 학교 내 시설들
을 조사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
설이 많이 개선되고 다같이 누
릴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센터

201357051 우석현

직업전환교육 수업을 받으며“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이번 대학본관 장애인 편의시
설을 조사하는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익힌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법과 세부조항 덕분에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 편
의시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는 단순한 관찰에 그쳤다면 장애인 편

의시설 관련 지식을 쌓고 주의 깊게
관찰하니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어
떠한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능력까지 생긴 것 같아 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과제였
습니다. 

▶본 관

201628014 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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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의 고백이다. “나무는 희
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
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
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
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욥14:7~13).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희망이 없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곤곤한
인생’이라 고백한다. 그리고
그 곤고함으로부터 구원을 갈
망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욥 역시 ‘참 희망의
근원’을 알고 있기에 울부짖
는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
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
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
억하옵소서”(욥14:14).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생
각하지 않는 인생에게 전부는
‘먹고 마시자’ 뿐이다. “내
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
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전 15:32). ‘통
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
으며 굵은 베를 띠라’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
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사
22:12,13). ‘이 세상이 전
부’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의 부귀와 향락을 위해 마음과
온 몸을 던진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손에 잡
히는 것에 소망을 둔다. 나무
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 ‘죽
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
문이다.

▼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님, 그래서 그 분은 길이요 진
리요 생명이시다. 부활의 아침
이 밝아온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매달리는 자신
을 돌아보며 마음 속 깊은 고
요한 울림으로 깊이 묵상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15:19).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불과 몇 달 전까지, 죽어 있던 땅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
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되듯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
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
한다. 그리고 주님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
을 통해서 주위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한 부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부호가 어느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
는 학교에 딸을 보내고 싶어 했다. 이유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얼굴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호는 아이들
의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를 선교사에게 물
었다. 그는 부호에 물음에“그 마음속에 하
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
이 밝아지고 예뻐진다.”고 대답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

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스데반이 돌팔매질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기
록 되어있다. 외부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천사
처럼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
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서로 다투
고 시기하며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
자, 자신의 필요를 타인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서 깊이 있게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성령의 일하심은 바람과 같다. 바

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킨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자,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그 방안에
가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하는 역사가 그 곳에 모인 사
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새가 바람의 상승기류를 타면 높이 비상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성령의
바람으로 비상하여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비상하여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치하
고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신다. 성령

이 임한 사람은 불처럼 따뜻하고 온화하며

환한 빛을 낸다. 그 빛은 주위를 환하게 한
다.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는 다이아몬
드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과 고열을 수백수천 년을 견뎌
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아몬드같이 빛
나는 인격을 가질 수 있다.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많은 연단
과 고난이 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보다
훌륭한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
나님의 다루심임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말
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
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
들과 다 통하는 방언을 말한다. 이 역사는
바벨탑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흩어진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은 상대방의 말의 의도와 고민을 알아
듣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관계로 이끄신
다. 모든 문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통하지 않고 막혀있기에, 모든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서로 통하
고 하나 되게 하여 그곳에 기쁨과 자유함
이 있도록 하신다. 

조광훈 목사
(팔복교회 담임)

“성령 받은 사람들”(사도행전2:1~4)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A.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흔히 지금 세상에서 잘살면 되는 것 아
니냐고 합니다. 장례식때 고인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즉, 이땅
에서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자신
의 재산이나 행적은 이땅에 모두 두고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스라엘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
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
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
한가”(전도서1:2,3)  
재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이 없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
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품
이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에 다시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세
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세상에
서 맘껏 살다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는 분명히 사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중요합니

다. 천국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엄
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영원한 행복이며, 지옥도 영원하
기는 하지만 거기엔 고통만 있을 뿐입
니다. 죽으려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
로 지옥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은 죽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
다.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
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
다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
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
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
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살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

말 심각하게,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하
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을 이것을 알
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이후의 세상이 있
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
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
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
라 죽은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증명하
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
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
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
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
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장 2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천국에 가고 안가고 보다 지금의 세상에
서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11제864호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상담심
리학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는다. 3월 30일(목) 기도모임에서는
광주 예향교회를 섬기는 이성심 전도사
가‘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
조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성심 전도사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
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예배를 통해
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창조

의 목적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
도록 독려하였다.

상담심리학과 기도모임의 역사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적은 수가 모이
는 작은 모임이지만, 결코 열정이 작지
않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의 열정은 활
화산 같고 찬양의 소리는 우레의 소리
와도 같았다. 이 시간에는 재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 기

도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의 장선철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되어온 이 모임
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임이다.
학과 기도회 외에 여러 예배와 기도회
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숫자가 모이지
는 못하지만, 매주 목요일 ‘두세 사람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18:21)’성경
말씀처럼 학과를 위한 무릎 꿇은 기도
가 이곳에 살아있다.

-취재 : 권찬송 수습기자

상담심리학과 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학과위한 열정의 중보기도 

신입생 피해사례로 본 사이비 종교 활동 예방
“학과 행사를 통해 알게 된 동기와 이
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신상정보를 공유했고, 신앙생활
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대학생활에 적응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겨
나갈 수밖에 없다며 같이 Q.T를 하자고
제안했고, 때마침 아는 선배와 Q.T를 하
고 있다며 소개해줬다. 소개받은 선배와
는 성격이 잘 맞았다. 또한, 나와 같은 고
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
고 공통점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더 친해
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기

가 이미 내 신상정보를 선배에게 전해준
상태였다. 
Q.T를 한 지 2주 차가 되자 선배는 전

부터 같이 Q.T를 해 온 후배가 있는데,
세 명이 하면 더 풍성하고 좋을 것 같다
며 함께 하자고 권했다. 그 후배는 같은
신입생이었고, 나는 타지생활에서 함께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을 선배와 친구가
생겨 기뻤다.

선배는 타지 생활에 적응 못하는 나를
다독이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줬다. 그리
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신
앙생활을 해보자고 했다. 좋은 선배를 알

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 부모님과
목사님께 선배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선배는 우리 학교에 사이비가 많
아서 나랑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면 염려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쁜 일
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었다. 

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성경공부
하는 친구가 자신도 부모님에게 성경공
부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부모님과 사이
가 불편해졌고,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 사단이 그 성경공부를 방
해 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자, 불안

감에 성경공부 참석을 누구에게도 알리
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OO 모임
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금 캠퍼스에서 수많은 사이
비가 포교를 위해 신입생들에게 접근하
고 있다.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만약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 참석, 종교를 물으
며 접근하는 비공식 동아리 활동, 설문조
사 시 개인 연락처 기록, 심리상담으로
접근하는 걸 피하는 것이 사이비에 빠지
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  학생생활관 4월 주요 일정  |

▶학생생활관 생활지도 집중강화 기간 : 4/24(월)~5/12(금) 
▶1학기 제 17회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 4/17(월)~5/12(금)
▶1학기 힐링룸메이트 : 4/10(월)~21(금)
▶1학기 스타누리(외국인 유학생) 관생자치 반상회 : 4/14(금) 

국제교류원에서는 한국인 가정이 멘토가 되어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한명을 돌보는 ‘호스트패밀리’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 글은 호스트패밀리 가족 이용호 씨(완산구 효자동)가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정사
달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외국인 유학생 Host Family 이야기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
은 2017년 3월 20일(월)~
4월 10(월) 스타도미터스
생활지도 1:1 면담 프로그
램을 진행 했다. 스타도미터
스(1:1 면담)는 학생생활관
관생의 생활수칙 안내 및 관
생 보호를 위해 1:1 면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1
학년 신입생들이 학생생활
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룸메이트와의 관계
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생
활관 운영팀은 이 기간 동안
관생 개인별 면담을 갖고 수
칙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당부했으며 생활관 편

의서비스 및 불편사항, 민원
사항 등을 관생들과 직접 대
화하며 보다 학생생활관에
서 관생들이 편리하고 안전
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매 학
기 진행 하고 있다. 한편, 학
생생활관은 실내와 외부의
주간, 야간순찰 강화, 방범
창 설치, 출입시간 통제, 학
생생활관 건물 주변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등 순찰과,
시설점검에 힘쓰고 있으며
스타홈, 빌 시설의 노후화로
화장실, 샤워실 리모델링 및
스타빌 로비 바닥, 외벽공사
를 착공하여 시설 환경을 개
선했다.

학생생활관 스타도미터스
(1:1 면담) 진행

국제교류원에서는 호스트패밀리 제2기 멘토를 찾고 있다. 교직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국제교류원063.220.3199)

자랑스런 아들 정사달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너와의 만남도 벌써 어느새 100일이 다 되어가는구나. 낯

선 이곳에 네가 청운의 꿈을 품고 온 지도 일년이 다 되어간다지.
시간과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구나.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이렇게 편지로나마 우리 부부의 마음을 전해보려 한다.
사달아, 너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어색하기만 하였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말도 없이 널 바라만 보았지. 너의 식성을 고려하느라고 식당을 옮겨다녔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 그럼에도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주는 너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참 고마웠다. 서
로 바쁜 중에도 여러 차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나니 이젠 정도 참 많이 들었구나. 이제는 사달이가 제법 말도 잘 하고 낯선 땅에서
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다.

23년 전 우리 가족 네 식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적이 있었다. 그 시절동안 우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
와주었던 교회 식구들이나 동문들 덕에 나는 유학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단다. 이런 과거를 떠올리며, 그 때의 마음
의 빚을 너를 통해서 갚고자 한다. 우리 부부가 본 너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지. 그런 너에
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니? 오늘의 힘든 생활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꼭 미래에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널 지켜볼
게. 너는 항상 건강을 잘 지키고 주변의 많은 유혹들과 싸우며 장차 네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큰 재목이 되어 주렴. 우리
는 네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지난 주일 네가 친구와 함께 교
회에 나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뻤단다. 예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도할게.

정사달! 사랑한다. 

2017년 4월 4일 한국에서 인연이 된 아버지 이용호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
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
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

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
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
역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매주 목요일 오전8시, 목요아침기도회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
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는 은혜로운 프로그램
입니다. 교직원, 학생 누구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 원
하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
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은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선교봉사처는(처장 양병선) 4월
19일(수) 오전11시 대학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부
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부활절 교직원예배로 드린다. 
이날 설교자로 유병근 목사(완산

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
며, 특별히 이번 부활절 교직원 예

배 때 드려진 헌금은 소그룹 채플에
참여하는 미자립교회 후원으로 사
용될 예정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교직원 부활절 예배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동료, 혹

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 한병수 목사 (내선 2174, 대학교회 205호)

일 시 설 교 자

4월 13일(목) 홍융희 목사(여울교회 담임)

4월 20일(목)
박종숙(중부교회 담임)

4월 27일(목)

멘토가정이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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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ầy Kim JeHuyn viện giáo dục quốc
tế đảm trách mảng Việt nam cho biết.

Từ năm 1992 thông qua quan hệ Việt
nam – Hàn quốc thì nhiều chương trình
hợp lực giao lưu đang diễn ra rất sôi nổi.

Gần đây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hính phủ Việt nam thông qua bảng ghi
nhớ giữa các doanh nghiệp (viết tắt là
MOU)đang cùng kiến tạo tương lai.

Trong thời gian tới để chuẩn bị cho
tương lai Việt nam một kế hoạch mang
tên “giáo dục chiến lược đặc thù” với đối
tượng là các bạn du học sinh Việt nam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hập học cho tới sau khi tốt nghiệp
và tìm được việc làm trong chương trình
đặc thù hóa giáo dục chỉ có tại trường
JeonJu giữa tháng 3 vừa qua cùng với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và
tập đoàn LG Display đã có buổi ký kết
hợp tác.

Theo ý kiến người đảm trách tuyển
dụng của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hiện tại vẫn đang tìm kiếm
những nhân sự làm việc văn phòng và
nhân viên có kỹ thuật nhưng còn nhiều

khó khan, và hy vọng sẽ tuyển dụng
được những nhân sự có tiêng hàn và
thạo máy tính trong tương lai. 

Nhìn vào hiện thực này tôi nghĩ rằng
trong nguồn lao động việt nam hiện tại
rất thiếu số nhân lực cao cấp vậy nên để
chuẩn bị cho tương lai việc tìm kiếm cho
mình một công việc tốt sau khi du học về

sẽ không phải là vấn đề lớn. Theo đó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húng tôi đang
lên kế hoạch đưa ra những nhân lực
được trưởng dưỡng thông qua chương
trình đặc thù hóa giáo dục.

Đặc thù hóa giáo dục là chương trình
hướng dẫn để các em có đời sống du
học ổn định, giáo dục chuyên sâu tiếng
hàn, giáo dục nhân phẩm và nhân cách
tốt, giáo dục hiểu về văn hóa khác, giáo
dục chuyên môn về nghành học và chọn
lựa nghề nghiệp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Nhà trường sẽ tiếp tục bàn thảo với
những doanh nghiệp Hàn quốc ở tại Việt
Nam cùng với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để sau học tập các sinh viên Việt nam có
thể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Tương lai tươi sáng của du học sinh Việt Nam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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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world, it appears that almost
everyone is getting connected to everyone
else. We have cell phones, e-mail, Face-
book, Twitter, and much more. But no
matter how connected we are technically,
it seems we're getting less and less con-
nected personally. That's not what God
intended. We were made with a desire to
connect, to belong, and to be accepted by
others. I want to look at some issues con-
cerning encouragement today. 

I. Why we need to encourage each other? 

There's a reason why we as Christians
need to be concerned about and encourage
each other. Jesus told us in John 13:35,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esus loves us without reservation. The
way we can show we're His followers is
to do the same with one another.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what Christianity
is all about. Christianity is about RELA-
TIONSHIPS -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It's not
about rules. It's not about knowledge. It's
about loving, lasting relationships. I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back soon. Eternity is
at stake.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that
we encourage each other. 

II. How can we encourage effectively?  

We need to understand that us meeting
together is a source of encouragement. If
you study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church, there are some things the church
cannot do well from a distance. You could
turn on your TV and hear some great ser-
mons being preached. You could see and
hear some inspiring worship services. But
that's not what church is all about. God
gave His people a task that goes far be-
yond preaching and music. He's called us
to be a family, a community, a fellowship.
He's called us to come to KNOW and LOVE
each other. Again and again the N.T. says,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
serve one another - forgive one another -
encourage one another.” The only way
we can effectively encourage one another
is by committing ourselves to being part of
a church family  not just for the sermons
or the music, but to live in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We need each other! We need
to consider how we can express encour-
agement. God desires that we encourage
one another and there are countless ways
to encourage. 

III. Commit to encouraging DAILY 

Hebrews 3:13 “But encourage one an-
other dail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sin’s deceitfulness.” En-
couragement is to be a daily action. This
means encouraging even when there’s
very little to encourage. The reason we
need to encourage every day is simple: If
we don’t make it a regular habit, we’ll
only do it when we feel like it. When you
go into church, it’s likely you weren’t
particularly thinking of other people’s
needs. That’s probably true of most of us.
Hidden opportunities for encouragement
will surface only as we regularly look for
them. So we should make a commitment
to a habit of encouragement. Proverbs
12:25 (NLT) says, “Worry weighs a per-
son down; an encouraging word cheers a
person up.” William Arthur Ward said,
“Flatter me, and I may not believe you.
Criticize me, and I may not like you. Ignore
me, and I may not forgive you. Encourage
me, and I will not forget you.” Proverbs
18:21 (NCV) says, “What you say can
mean life or death.” Your encouraging
words can change someone else’s life,
and maybe even your life, too. I remember
when I was younger and I would do
something wrong to my sister(s) and my
mother would tell me to, “Say
sorry!”And I would respond with a
meaningless, “Sorry.” Then my mother
would look at me sternly and say, “Say
it like you mean it!” I’d have to reply
with another sorry and it usually took a

few “Sorry’s” before my mom believed
me. But then my mom would say, “Now
tell them you love them!” “Huh? Now
that is going too far mom.” My mom
would reply, “Mister, this will be a VERY
long day for you until you say you love
them.” It usually took awhile and a few
“say it like you mean it”, but I would say
it and actually mean it. I know many of us
have challenges in our lives and we feel
we have REASONS to not be encouraging
people. “How can I be an encourager to
my co-workers when they just get on my
nerves?” (Some people have no job, with
no co-workers) “My parents always
push me to do more and more. (Some kids
would love to have their parents give them
attention) “My kids just want and want
and they just make my life so stressful.
How can I feel encouraged?” (Some peo-
ple would love to have children and can’t)
“My goodness our worship team is SO off
key and they always sing the same thing
or they are just too fake and programmed.
And our pastor’s messages are only good
for one thing, SLEEP.” (Some people
would die to have the freedom to come to-
gether and worship God freely)  “Let us
think of ways to motivate one another to
acts of love and good works. 25 And let
us not neglect our meeting together, as
some people do, but encourage one an-
other, especially now that the day of his
return is drawing near.” Heb. 10:24-25
(NLT)

“Say It Like You Mean It” (Hebrews 10:24-25) 

By Scott Radford

By Joel MacDougald

Students frequently ask me,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Of course,
there are many ways to study vocab-
ulary, grammar and idioms but stu-
dents have been studying these for
years and wonder why their English is
not any better. It is necessary to prac-
tice English, if you want to get better.
Many mothers will hire native English
speakers to teach their children one on
one in an effort to give them more time
to practice. These lessons can be ex-
pensive and many times, they are not
helpful because the student doesn’t
need more book learning, they need real
English conversations.  Where can a
student find real English conversations?
The answer is easy; go to the Global
Lounge in Star Centre 205. Here, there
are English conversations of all levels
being held every day. It doesn’t mat-
ter if you are in need of a lot of im-
provement or just want to make new
friends, the Global Lounge is the place
to go.
Usually, one of the first questions I
get askes is, “How much does it
cost?” These English opportunities
can’t be free!! They are not really free
but students don’t have to pay extra.
You pay for it in your tuition, so you
don’t have to pay again. You can talk
about things that interest you. Music,

sports, holidays, travel and food are all
topics I have used this semester. The
only bad choice is not to come at all.
Now of course is a great time to visit
as you can win some prizes as well as
have fun and improve your English.
Currently there is a Global Lounge
Lotto happening. How does it work?
It’s easy. From now until April 24th,
every time you go to the Global Lounge
and practice English for 15 minutes,
you get a ticket to enter the draw. The
prize is two free meals at Zip and
Burger. The draw is April 24th at 12
pm. So come often. The one thing that
is hard to tell students is that we have
fun at the Global Lounge. It is not study
or homework. It is enjoyable.
Circle April 12th on your calendar as
this is date for Spring Fling. There will
be lots of different kinds of games,
music, and an Easter Egg Hunt. There
will be free hotdogs, popcorn or cup-
cakes for those that have won a coupon.
Ask your teacher how to get a coupon.
This runs from 11.30 to 2.30 pm on the
April 12th . So you can see the Global
Lounge should be two things, a place to
have some fun and a place to make
friends. Oh yes, don’t forget you will
end up with better English too!

Quora.com is an English website where
questions are asked and answered by the
community of users on the site.  It can be a
useful website when looking for information.
Recently, while browsing the site for some
information, I came across a thread titled
“What are some good pieces of advice that
most college students are not ever likely to
hear?”  As I have written articles for this
paper in the past on the topics of advice for
students,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read.  Much of the advice was unconven-
tional, but very valuabl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hare the pieces of advice that
I thought were the best.
Develop the most amazing version of your-

self.  Ching Ho  

In university, you are surrounded by like-
minded people, helpful teachers, academic
resources, and so much more.  Students also
have a decent amount of free time.  It is un-
likely you will ever have such opportunities
again.  Use them to your full advantage and
become the best version of yourself possible.
Your professional life does not start after college.

It starts now. - Michael Ellison  

Many students understand that now is the
time to begin preparing for tests and certifi-
cations, and many students are currently
doing that.  However, a shockingly large
number of students don’t know what they
want to do after school.  While that is also
OK, it is important to use your time now to
find out what you are passionate about.  Take
risks, learn new things, be different, and find

out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Don’t go home every weekend.  Don’t spend

your entire college experience in the library and/or

isolated with a significant other and/or in a major

you hate.  Chelsea Hunersen  

It can be tempting and comfortable to go
home every free weekend.  There is safety
and security in a constant boyfriend or girl-
friend.  Many people are in a major someone
else recommended for them.  When your
university life is finished you are sure to re-
gret doing all of these things.  Get out and
meet new people, experience new things,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Work now to party later.  Nicolas Cole  

Of course meeting people and having fun is
very important in university.  However, re-
member to balance it out.  Try to remember
that there are even more joys waiting for you
after school is over.  To help live the life of
your dreams, work to hone your crafts and
skills while you are young.  What is better:
Constant nightclubs with your friends or
travelling overseas as you wish?
The online world never forgets stupidity.  Salil

Sethi  Most mistakes people make aren’t
permanent, but if it gets posted on the inter-
net, it’s possible people will be able to see it
for many years to come.  Remember that
anything online is forever, so if someone is
taking a picture or video of what you are
doing, beware.
For more wisdom, be sure to check out the
original thread found on Quora.  It is well
worth the read.

Better English?Interesting Advice
By Stuart Scott



14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제864호

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참치의 기름기를 빼주세요. 2.사과를 잘게 썰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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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빵의 수분이 적절해야 예쁜 만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식빵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 속에 들어가는 재료로 단호박이나 감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샌드위치의 색을 낼 수 있답니다. 

만두 샌드위치!

4. 식빵의 가장자리를 제거해주세요. 5. ④의 식빵을 밀대로 얇게 펴주세요. 6. ⑤에 ③의 재료를 넣고, 컵을 사용하여 꾹 눌러주
세요.

7. 완성

건강 만점 샌드위치 도시락과 함께 즐거운 봄나들이!

3. ①,②의 재료와 함께 스위트콘, 마요네즈를 넣
고 섞어주세요.

재료 (2인분) - 참치 1/2캔, 사과 1/4개, 마요네즈1큰술
스위트콘 1큰술, 식빵 4개

Cherry Blossom, 교정 벚꽃축제
전주는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한낮에는 여름기온을 보여 벚꽃이 며칠새 활짝 피었다. 아름다

운 교정을 뽐내는 전주대는 각 단과대학별로 벚꽃 축제를 열고 있다. 경영대학은 지난 10일(월) 벚꽃축

제를 개최하고, 11일(화)에는 인문대, 사범대에서 진리관과 자유관을 중심으로 벚꽃축제를 연다. 맛있

는 음식과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벚꽃은 ‘순결’, ‘절세미인’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청춘을 상

징하는 벚꽃 개화 일정에 맞춰 단과대 학생회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고

학우들과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좋겠다.

98회차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 일시 :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16:00~17:00
■ 장소 : JJ 아트홀 (예술관 1층)
■ 강사

- 이대희 교수(외식산업학과)  “4차 혁명에 따른 대학생활의 변화 모색”
- 윤선익 학생(금융보험학과)  “Better than yesterday”

+

99회차 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 일시 :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16:00~17:30
■ 장소 : JJ 아트홀 (예술관 1층)
■ 강사

- 천주희 작가 (저서: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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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사진 1~5 : 교정에 가득히 핀 벚꽃 / 사진 6~9 : 사회과학대학 벚꽃축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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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특집, 기자토론회]

“우리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
4번째 물결,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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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긍정적, 부정적) 왜 그렇게 생
각하는가?

▶문주희 기자 : 실생활 쪽으로 봤을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할
수록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줄어
들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와 로봇이 인
간의 일을 대신하면 전보다 더 편하고
윤택해지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그럴
수록 인간은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을
점점 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기술을 개발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환 기자 :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IBM에서 만
든 인공지능 왓슨은 현재(2017) 일반
전문의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수술방식을 고려
하며, 수술 성공률과 환자 생존율까지
제시해준다. 이로 인해 의료과실정도
도 낮추고, 인건비의 절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결국 환자의 입장에선 더욱
질 좋으면서 저렴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권찬송 기자 :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우리의 생활
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많
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
령 생명과학분야에서는 체외수정이나
인간복제가 이루어지면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
리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인권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고 사회를 더욱 혼란시
키게 될 것이다.

▶표은혜 기자 :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다. 인공지능과 IoT 등 생활의 편리함
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진행되어 나갈
수록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누군가에
게 집중되었던 일들이 분담될 수도 있
고 그로 인해 삶의 여유가 생겨날　수
도 있다. 아이폰의 SIRI나 이번 갤럭시
S8에서 처음 공개되는 빅스비(Bixby)
같은 음성비서들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물리버튼이나 터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말로 명령
이 실행되는 기능들은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
된다.

▶김형만 기자 :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서 많은 부분 인간(성)이 배제되는 점
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
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
에 있고, 모든 산업혁명의 핵심은 혁신
적인 생산력의 증대에 있다. 하지만 결
국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보편적 복지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대량해고, 인간
윤리의 실종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질문2] AI의 경우 인간의 노동과 성과
권력의 부분에서 일종의 해갈을 선사할
수 있지만,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부분
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주희 기자 : 기술을 개발할 때는 나
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한
다. 즉, 기술과 인성이 같이 발전해야한
다.

▶권찬송 기자 : AI는 많은 윤리적 문
제를 안고 있다. AI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프로그래밍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표은혜 기자 : 먹이 사슬에서 누가
우위에 설지 결정하는 순간 많은 사

회·윤리적인 면들의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
해 터미네이터같은 안드로이드들도 개
발된다면 그 때는 정말로 영화 "혹성탈
출"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들을 세부적으로 설정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해결해야한다.

▶김형만 기자 :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
는 존재로 인식 될수록 권력은 인간을
향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반

대로 권력이 인간을 존엄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할 경우, 문화적,
종교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
상한다. 결국 권력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
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
과는 역사적 반복된 사실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질문3]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문주희 기자 : 더욱 신중하게 생각
해야한다.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
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
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술발전에 연연
하기보다 인성교육에 더 집중하고 역
사를 다시 되짚어 옛것을 지키고 지속
해갔으면 한다.

▶권찬송 기자 : 대부분의 분야는 인공
지능이나 기계가 독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기
존의 분야를 독특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
람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표은혜 기자 :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
하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며 그 도구
를 통해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
이다.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 진보해나
간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진보한 것
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것은 외면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미래를 준비해나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것,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걸어 나가는
자세로 준비해야한다. 더 이상의 변화
를 무시하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
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만 기자 : 로마제국의 몰락에 있
어 게르만 족의 대이동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로마시대의 향락문화가
결정적이었다.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몰려오는 재화와 물질들로 인해 굳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서 스스
로를 방어하는 국방의 의무(노동) 까지
도 게르만족에게 허락하는 바람에 훈
족의 침략을 피해 도망가는 게르만족
들이 대거 로마의 국경을 넘어오게 되
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곧 나
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 
인류의 미래가 점점 로마제국을 닮아
간다고 느끼는 것이 비단 나 혼자일 뿐
일까? 소수의 귀족들의 만족을 위해 존
재하는 나라들은 오래가지 않아 멸망
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우
리의 미래가 자본이라는 권력을 차지
하는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망하지 않
기를 바랄 뿐이다.

인간만의 독특한 삶

이렇게 신문사 기자들의 다양한 목소
리를 들어보았다. 물론 신문사 기자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기대와 희망, 혹은 걱정과 우
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반대한다고 하여도, 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
을 타고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 발전하
고, 개발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
이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기술개발에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윤리적인 문제를
함양하고 있는 기술이라면 아무리 이
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보류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
야할 태도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니
고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들, 그
리고 그것을 통해 영위할 수 있는 다양
한 삶들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조금 더 사고하고, 고려하
고, 더욱 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
력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뒤
쳐질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앞서가
려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에 만족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산업동향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
까? 분명히 그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후일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릴 지도 모른다. 이번 특집에서는 신
문사 기자들이 바로보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장점과 폐단을 살펴보도록 하자

- 취재: 배종모기자 / 토론참여: 문주희,김형만기자, 표은혜, 권찬송, 이정환 수습기자 

참조 : http://blog.naver.com/phoenix_choi/
220789062146(1~4차 산업혁명 한눈에 보기) 
https://youtu.be/UdF_QMHhDV0(4차 산업혁명의 정의)

진보한 것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것은 외면을 받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걸어 나가는 자세로 준비해야한다“
“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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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하계 학생 해외봉사단 모집
1. 봉사활동 국가 및 기간

2. 봉사활동 내용: 봉사활동 및 문화탐방
- 봉사활동 분야: 교육, 심리정서, 문화예체능, IT, 

선교프로그램, 환경개선 등
- 문화탐방: 게르(몽골 전통가옥) 체험(1, 2차),

시아누크빌(3차)

3. 참 가 비(부담을 제외한 일체 경비 지원)
- 1차, 2차, 3차: 재학생 1인당 500,000원

4. 모집 안내
- 모집기간: 2017. 3. 20.(월) ~ 4. 21.(금). 17:00까지
- 모집대상: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통과자에 한함

몽골 2017. 4. 24.(월) ~ 25.(화)
캄보디아 201. 5. 1(월) ~ 2(화)

- 심사발표(개별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2017. 5. 10.(수). 17:00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instar.jj.ac.kr → 학사관리 → 해외봉사 → 공지사항

또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
- 신청방법: instar.jj.ac.kr → 학사관리 → 해외봉사

→ 해외봉사신청 → 참가신청서 접수
* 상기일정은 사회봉사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여자 특전
- 사회봉사 학점 인정(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1학점)
- 1365(자원봉사 인증관리) 봉사 시간 등록
- 현지 봉시활동 인증서 제공

6. 자격제한
-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직전학기 성적 2.0미만인 자

※ 참가자 선발 이후 사전교육(OT, 워크숍, 집중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정 추후 공지)

※ 문의 사항 : 사회봉사센터
(스타센터 239호,  063-220-4708~10)

구분 파견기간 파견국(도시)

1차 2017. 6. 26.(월)~
2017. 7. 9.(일). (13박14일)

몽골(울란바토르)
2차

3차
2017. 7. 17.(월)~

2017. 7. 29.(토). (12박13일)
캄보디아(프놈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