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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20세 기획사대표 이정로 학우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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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낱말퀴즈/ 선물퍼주기 이벤트

8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선거’

9면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맛보다!’

15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토크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주대학교를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는 단지 씨를 뿌리기만 하였지만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전주대학교를 
이처럼 창대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하여 승리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여 마치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실패를 맛보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음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주소서.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부활의 힘이 있음을 
믿음을 주소서.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새로운 열정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동료에 대한 믿음
을 갖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는 부활의 믿음을 주소서.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대학의 모든 과정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구성원들의 화합과 일치 그리고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가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는 큰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이 실현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화해하여 평화가 
속히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 교직원 부활절 예배 기도문 中
교수회장 김창민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부활신앙으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도록<기도문>
[ 조금만 더! ]

다가올 날들에 결실을 기대하며 지금을 견뎌봐요.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전주대학교가 교육부의 핵심 육성사업 산학
협력선도대학(LINC+)에 선정되어 향후 5
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산업계 친화적 산학협력 대학을 키우기 위
한 사업인 LINC+에서 전주대는 2004년부
터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현장실습,
인력양성 및 취업부분 등에서 계속적인 성
과를 이끌어 지난해 2016년에는 장기현장
실습 선도대학 선정 및 전국 LINC사업단
워크숍에서 최우수사례(TRIZ창의교육)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써 2017년 학교 슬
로건인 ‘더 강한 대학’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한 ▲수퍼
스타칼리지(SuperstarCollege) 및 산학융
합전공 개설 ▲사회맞춤형교육과정 모듈 ▲
The HATCH(원스톱 창의역량플랫폼,
TRIZ, 3D 및 Drone School 등) ▲명품 현
장실습과 창업교육 ▲InStar취업특화프로
그램 ▲OnStar학생역량개발프로그램을 운
영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력양성 및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김건회 LINC+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선
정을 통해 우리학교의 교육과 지역 전략산
업, 이념양성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정된 소
감을 전했다. 또한,“실질적으로 시대적 산
업 환경이 바뀌게 됨으로 그것에 맞는 인력

수요예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융합형적인
학생교육을 준비해야한다” 며“전주대학
교가 4차 산업혁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
출하기 위한 6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로 나아가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앞으

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LINC+ 육성사
업대상으로 99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에는 전주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
대 총 5개 대학이며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는 전주비전대와 전북과학대가 선
정됐다.

- 취재: 표은혜 수습기자
정리: 박주경 편집장

전주대 ‘교육부 핵심 육성사업 LINC+ 선정’
‘향후 5년간 250억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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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다양한 수시고사 이벤트 진행”

LINC사업단장 김건회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관련기사 3면>

“교수선교회, 
19명에게 장학금 전달”

<관련기사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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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창업예비자 모집해
이노폴리스캠퍼스가  남원 스
위트호텔에서 투자유치 발표회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기관
및 엔젤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특히 ㈜지우이노
베이션(대표 신영산)의 ‘소수력
발전기’가 관심을 끌었다.  
이노폴리스캠퍼스는 지난해

4월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
로 지정되면서 전주대 안에 설
립됐다. 대학이 가진 우수한 기
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노폴리스캠퍼스는 9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
춤형 멘토링을 해주고 투자유
치 IR 발표회를 진행해 왔다.
이들 9개 기업에는 총 10억

8,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
는 성과를 올렸고, 이노폴리스
캠퍼스가 4억 1,000만원을 직
접투자하고, 벤처캐피탈이 6억
7,000만원을 연계투자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박은일 본

부장은 “IR발표가 지역의 스타
트업들에게 도전정신을 불어
넣고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조
성하고 있다”며 “이노폴리스캠

퍼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맞는 창업 촉진과 금
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

스 사업단은 올해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6월부터 모집한다.
문의 전화 (063-220-2845)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회의, 전주대에서 개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
의가 4월 14일(금) 전주대학
교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
101호에서 열렸다.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장

최용욱 교수(전주대 환경보건
학과)는 전주시 수돗물평가위
원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
관했고, 회의는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

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주시 수돗
물평가위원회위원회는 2017
년 수질관리계획 등 주요 업무
를 보고받고, 자문과 3월 수질
검사 결과 심의, 수돗물 신뢰
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8월에

출시된 전주 수돗물 고유브랜
드 ‘전주얼수’를 함께 맛보면
서 수돗물개선에 대한 향후전
망을 희망적으로 내다보았다.

회의 후 위원회 회원들은 농
생명EM환경연구센터 연구실
을 살펴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
무리하였다.   -취재: 문주희기자

이노폴리스 캠퍼스, 유망창업기업에 10억 투자 유치
대학의 우수기술 활용 창업촉진 역할해

농생명융합기술원(원장 최용
욱) 산하 학교기업인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가 교육부에
서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
원이 주관하는 ‘2017년 학교
기업 지원사업(성장형 부분)’
중간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
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
다.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는 농

수산물안전성검사, 먹는 물 수
질검사 및 토양 오염도 검사 등
분석업무를 통해 연간 1만 5천

여 건의 검사업무 수행 및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며, 20여억 원
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
한 2017~2019년까지 수질측
정대행 검사기관과 식품검사기
관을 확충해 전라북도에서 유일
하게 한 기관 내에서 다섯 가지
를 검사할 수 있는 ‘One-Stop
System’ 검사기관으로 성장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는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학교

기업 참여 학과인 환경생명과학
과, 토목환경공학과 그리고 탄
소나노신소재공학과 재학생들
은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 창업
실습 및 장학금 지원 등의 특혜
를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년
간 24개 대학과 23개 전문대,
12개 특성화고 등 총 60개의
학교기업(신규형, 성장형, 자립
형)을 지원했다. 올해 24개 대
학의 학교기업 중 자립형 학교

기업 4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고, 신규형 및 성장형 학교기
업 20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
시한 뒤 하위 35%인 7개 학교

기업을 탈락시켰으며, 상위
65%인 13개 학교기업을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 편집부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1억7천만원 지원, 관련학과 특혜 받게 돼

결 혼 : 김일혜 선생(도서관) 4/22(토) 오후3시 엔타워컨벤션 웨딩홀 바흐홀 
고준석 학장(사회과학대학) 장녀 고아라 양 5/13(토) 오후1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교직원 경조사 ●  

e-복지관 의료복지팀, 
효사랑 요양병원과 연계 프로그램
지난 4월 7일, 전주대학교 e-복
지관(관장 정수경) 의료복지팀은
전주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노인환자 7명을 대상
으로 집단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자 없는 노

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프
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우울감
감소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하
여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고 환자
들의 치료 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e-복지관 전
태진 의료복지팀 팀장은 “집단 미
술활동 프로그램 ‘나비효과’를 통

해 자아통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
었으며, 노인 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사
업 준비와 진행을 통해 팀원들의
개개인의 역랑도 발휘될 수 있는
기회였다.” 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

김장미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
복지팀이 와서 항상 기발하고 참
신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흥
미와 관심을 유발해주고, 프로그
램의 완성도도 높아 항상 다음 회
기의 프로그램은 어떠할지 어르신
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기대가 된
다.” 라고 말했다.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사)한국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
회(회장 김정곤)와 산학협약을 맺
었다. 12일 전주대 본관에서 열
린 협약식에는 이호인 총장과 김
정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발

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류 사업 수행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주대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접수
와 상담, 이에 따른 해결방안 연
계, 중소기업지원 관련 지역 네트
워크 및 기술커뮤니티 구축 등 사
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협회(Mainbiz)는 2010년 창립
돼 현재 4000여개 회원사를 대
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
성, 청장년 취업인턴제 등을 실시
하고 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산학협력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할 계획

장애인의 고충 몸으로 실감해

전주대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
장 이존걸교수)는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기념하여 학생회
관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
다. 이번 행사는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식개선 서포
터즈(C.T.C)와 중등특수교육
과?재활학과 학생 100여명이
스태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

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이벤트는 시각장애를 체
험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와

‘흰 지팡이 들고 걷기’, 지체장
애를 느껴보는 ‘엄지손가락 안
쓰고 옷 입기’, 청각장애 이해
를 위한 ‘이어폰 끼고 구화 내
용 맞히기’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존걸(법
학과) 교수는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C.T.C는 앞으로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
인과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캠퍼
스에서 불편함 없이 행복한 대
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 기념,  체험 행사 진행
법학과 LAW School 설명회

LEET 법학적성시험 특강
법학과에서 전주대학교 재학생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을 희망하
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강을 준비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일시: (1차 특강) 5월10일 (수) 16:00  
(2차 특강) 5월17일 (수) 16:00

● 장소: 사회과학대학 평화관 평화홀(117호) 
● 초청대학: 1차 초청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차 초청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사: LEET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급 특강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초청)

● 내용: LEET 출제경향 분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분석 
● 문의: 법학과사무실 063-2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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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수시고사 다양한 이벤트

스쿨버스 불편접수함 ‘마음의소리’설치 

총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가 수시
고사로 봄앓이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
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44대 총학생회 총학
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밤이 늦도록 교정
을 떠나지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게릴라 간식이벤트’를 진행했
다. 또 18일에는 학생회관 로타리에서 부
활절기념 ‘달걀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19일에는 ‘치킨 나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매일 진행되는 수시고사 ‘위
로 이벤트’에 학생들은 기쁨의 환호를 지
른다. 총학생회는 꽃으로 만발한 교정을 뒤
로 하고 교실과 도서관 등에서 묵묵히 책으
로 시선을 향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응원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0일에는 아웃백
간식 이벤트가, 그리고 24일에는 KT&G

간식 이벤트가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총학생회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내 음식물 반입에 대해 규정 완
화였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지난 3월
27일 도서관내 음식물반입 규정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또한 시험기간 동안 신정문에 위치한
‘CORNER' 카페와 24시간 운영을 협의
여 수시기간인 19일(수)오전9시부터 25일
까지 24시간 운영이 진행되었다. 교내에

있는 카페와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를 하지
못하여, 대안으로 전주대 신정문 ‘COR-
NER’는 18일 오픈한 카페이다.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폰만 1시간 째

도서관

시험 날

제인아 저기 너가
좋아하는 애 아니야?

시험기간엔
왜 이렇게 뭐든

다 재미있나 몰라

제인이
달려!

야호!
일단 하나 끝냈고
제호야! 총학에서 

이벤트로 주는
치킨을 향해 달려!

석화.

뜨헉! 
내 얼굴 본거야? 

으앙~

도서관 음식물 반입규정 합의해

총학생회 생활복지국 이성국 국장(경찰행
정학과 4학년)은 “평소 스쿨버스를 이용
하는 학우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스쿨버
스 정류장 내에 ‘마음의 소리함’을 설
치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밝혔다. 문의 사항은 생활복지국장 이성
국 010-7678-2021 혹은 생활복지2
차장 정용진 010-9135-7504으로 하
면 된다.

또한 20일(목), 24일(월), 25일(화)에
는 저녁11시에 학교 버스로, 그리고 저녁
12시와 새벽1시30분에 스타렉스로 집
까지 안전하게 무료로 셔틀을 진행했다.

사전에 원하는 노선과 장소를 정할 수 있
도록 문의하여 신청한 사람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27일에는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학
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활동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편집부

무료 야간택시 이벤트

제1회 당신의 핑크블라 “썸”
인문대 학생회와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11일(화) ‘제1회 당신의 핑크블라
“썸”’을 공동개최했다. 오전 11시부
터 시작된 축제는 밤12시까지 계속되
었다. 포토존과 먹거리 부스, 푸드 트럭
과 게임이 축제의 전반전을 장식했고,
저녁6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거리공
연과 이벤트게임, 클럽파티는 축제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학생회는 “학

업에 지친 학우분들과, 따뜻한 봄을 제
대로 만끽하고 싶은 학우들을 위해 이
축제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축제를
개최한 의도대로 벚꽃이 예쁘게 핀 거
리에는 학생들이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먹거리 부스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
였다.

- 김다빈 수습기자

인문대, 사범대 벚꽃 축제

시험기간

‘트레이너(trainer)’란 운동선수를 훈련시키
고 지도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개인 트레이
너’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열성을 바치는
지도자를 일컫는다. 글쓰기클리닉센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에 관한 개인 트레
이너를 제공하는 곳이다. 

스포츠계에서는 트레이너 없이 영웅 되기가
어렵다.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 호날두(Cris-
tiano Ronaldo) 선수는 명실상부한 득점왕이자
세계 최고의 몸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
두 옆에는 개인 트레이너가 따라다닌다. 아무리
선수의 과거 경력이 화려하다해도 그게 다는 아
니기 때문이다. 완벽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최
고에 오르고자 하는 절절한 욕망을 가진 사나
이. 호날두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
다. 내일 저는 오늘보다 더 나아져 있어야죠. 내년
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상태여야 하고요. 제가 올
해 50골을 터뜨렸다면 내년에는 55골을 원해요.

저는 항상 더 많은 걸 바랍니다.”

호날두의 트레이너는 자신의 선수가 지금까
지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것을 위해 그렇게 했으
며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앞
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한다고 한다. 이
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가 밀리거나
상대의 추격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도 어김없이
체크를 한다. 뛰어난 트레이너는 다음 경기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도 밀리지 않고 추
격 받지 않게 선수의 경기 운영 흐름을 뒤바꿔
놓는다. 그는 손짓 하나로 단숨에 선수와 경기
의 분위기를 바꿔내기도 한다. 끊어질 듯 끊어
질 듯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승으로 이끄
는 것은 선수가 아니라 트레이너다. 트레이너의
말 한 마디, 한 번의 지적이 선수의 마음을 바꾸
고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다. 
글쓰기도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아무리 짤
막한 글이라도 트레이너의 시선을 거치면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하물며 제법 긴 글일 때는
어쩌겠는가. 명실공(名實共)히 자타가 공인하
는 필력(筆力)을 가진 사람이라도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빈 구석이 생기게 마련
이다. 
광고를 만들거나 대중가요를 작곡하는 사람

들은 만들어진 작품을 일단 가까이에 있는 초
등학교 아이들에게 선보이고 그 반응을 예의주
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아이들의 반응이
즉각적이면 그 작품은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것
이다. 일례로 한 살배기 아이들까지 좋아했다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 노래 조
회가 30억 뷰 가까이 되는 신기록을 세웠고 이
가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초등학
생의 반응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연예계 제작자
들처럼 글쓰기 또한 세상에 내놓기 전에 읽어
보고 훈수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초
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서는 이미 설명
서가 아니다. 중학생이 어리둥절해 하는 자기소
개서도 이미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독해 불가능하다는 소설 또한 소설로서의 생명
력이 오래가기 어렵다. 전공이 다른 대학생도
설득시킬 수 있는 리포트여야 드디어 리포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진부한 문장으로 점철된 글을 쓰고 싶지 않
다면 끊임없이 트레이너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글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 바깥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글쓰기도 시대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꾸
준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도로의 아마추어인 초
보 운전자가 쓴 문구만 봐도 글쓰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초보”라는 두 글
자만 큼직하게 쓰인 차량이 전부였다. 어느 날
부턴가는 “왕초보”, “진짜 초보”로 강조 기
법이 동원되는가 싶더니 “좌우 백미러 전혀 못
봄”, “원초적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로 슬
쩍 길어졌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 그림자 밟
지 마요~.”, “어머!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
럼 너무 가까이 붙으셨어요.” 또는 “미치겠
쥬? 지는 환장하겠시유~~.”라는 사투리 버전
으로 애교스런 웃음을 자아내더니 급기야 “실
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라고 제법 운까지 맞
춘 당당하지만 살벌한 대구법의 글귀까지 나오
게 되었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독백만을 담아

내는 것이 아니다. 초보운전자들의 문구처럼
글쓰기는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이다.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면 그만’이라는 독선과 오만은 결과적으
로 불통 인간을 낳거나 망상 속에서만 만족
을 얻는 허망한 나르시스트를 만들어내고 만
다.(끝)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제4강. 글쓰기클리닉
개인 트레이너와의 만남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도서관 출입 및 
좌석발급 등 행위 금지

신분증
1회위반 - 위반한 날로부터 1주일 도서관 이용 금지
2회위반 - 1개월 이용금지
3회위반 - 6개월 이용금지

도서관내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 반입금지

음료 허용범위 : 밀봉이 가능하면 허용(텀블러, 물병)
반입금지 품목 : 자판기 커피, 캔음료, 

업체 테이크아웃 커피 등
1회적발 - 경고 및 퇴실 조치(당일출입금지)
2회적발 - 1주일 도서관 출입금지
3회적발 - 30일 출입금지



4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제865호

[20대 기획사 ‘다부부컴퍼니’ 대표 / 이정로 학우 인터뷰]

[ ]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

Q.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13학번이고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학교
에 입학하자마자‘쉼표’라는 음악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
동하였고, 군 입대 전 스무 살 때는‘다부부컴퍼니’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금까지 공연기획과 아티스트양성,
음반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다부부컴퍼니’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다부부컴퍼니’에서는 주로 공연기획, 음반제작 그
리고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티스트
섭외나 대학축제와 행사진행, 연습실 대여, 일반인을 대
상으로 결혼식 축가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결혼식 음악
까지도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적인 음악녹음은 프로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와 같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A.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3
학년 때였습니다. 음악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음악
을 하다 보니 저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
랬고, 확고한 꿈이 있었기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꿈
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연을 기획해보자고 생각하여 꾸준
히 각종 공연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또한, 편의점, 카
페, 당구장, 피시방, 스키장 강사 등 못해 본 아르바이트
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여 드디어 스무 살
때 스스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세상
에 어떠한 일이 제게 맡겨진다면 어느 정도는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답니다. 

Q. 다부부컴퍼니를 운영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A. 처음에는 전주 전자상가에서 작은 스튜디오로 시작했
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녹음과 음반작업을 꾸준히 진행
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 사옥을 지어서 현재 다양한 공
연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
료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취업에 있어 노하우가 있다면?
A. 먼저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
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학업에도 열중하면서 대외활동
도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고,  노는 것 또한 한 번 제대
로 놀아본다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면 무엇
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난처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
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어리니까 내공이 적을 것이
다’,‘그냥 학생이 하는 작은 사업일 것이다’라는 편견
을 가지실 때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일적인 부분은 저의 꿈이 있기에 단순히
하면 되지만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기도 당해보았고, 사람들에 있어서 배신도 당해보

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공부하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대표님의 첫 솔로앨범이 발매된다고 들었습니다. 
A. 바로 지난 주 목요일에 음반작업도 하고 왔습니다. 지
금까지는 소속 가수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 음악을 주고
다른 사람이 부르게 하였지 제 스스로 노래 부르고 활동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겐 대표로서의 직위도
있지만‘다로(다부부의 다, 이정로의 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개인으로서 이정로의 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죽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부부컴퍼니로서의 꿈은 전주에도 다양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예쁜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음
악에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바로 서울에 올라가 자기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 음
악시장이 어떤지 한 번 경험해보고 조금 더 단련된 상태

에서 서울을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징검다리’역할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더욱 더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획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전주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학교에 좋은 교수님도 많으시고, 학교 시설도 매우 좋
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주대학교가 참 자랑스럽습니
다. 특히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전주대학교가 정
말 좋은 곳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거에 따
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친구들, 사업가
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
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취재해주시는 것
도 저에게 기억남을 추억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저 말고
도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잘 돌아간다면 전주대
학교에 훌륭한 인재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
니다.

Q. 전주대 학우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궁금합니다.
A. 학우 분들이 저보다‘더 멋지고 더 재밌는 삶’을 살
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
나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저희 사옥을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Q. 자신에게 전주대란?
A. 전주대는 저의‘자랑’입니다.

전주대학교에 걸어 다니는 기획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기획사를 꿈꾸던 한 학생이 20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작은 기획사를
만들고 더 발전하고, 더 큰 꿈을 향하여 도전하는 기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인 24세 ‘이정로’ 대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 기 자 후 기 >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 두려워하
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고, 이 일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
하는 것처럼 눈에 보였다. 

-취재: 박주경, 김윤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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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임 가득한 봄이 담긴 캠퍼스는 생각
만 해도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그 살
랑거리는 두근거림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같은 공간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
번 다르게 느껴지는 캠퍼스. 특히나 벚꽃
이 가득한 교정은 참 아름답다.
이번 학기에 부임하여 처음 맡은 과목 중

하나는 진로탐색이다. 진로는 인생의 전환
점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학
생 때 본인의 적성과 삶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진로를 찾는다는 것은 무
척 어려운 일이다. 프로이드는 인생을 살
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은 일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을 하는 그 자체는 살아있음을 확인하

는 존재확인이라 생각한다. 매슬로우의 욕
구 5단계에서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
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
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최상에 위치해 있

는 걸 보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
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도 일치
하는 것 같다.
진로탐색시간에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각자가 짧게 3~5분 남짓 발표를 하자는
것이 첫 과제였다.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는 부담이 되었는지 몇 명이 수강신청 취
소로 이어졌다. 졸업을 할 무렵이면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할 상황인데 그걸 미리 앞
당겨 준비하자는 게 취지였고 또 자기소
개서를 쓰다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을 하고 싶은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더 생
각할 기회가 생긴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
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을 보다 더 진
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
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랬다. 막연하게
뭔가 되겠지 하는 그 안일함이 내 안에 있
었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두려웠
고, 귀찮았고, 하기 싫었다. 당장에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지도교수님께서
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
을 수가 없다고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았지만 절
박하지 않았다. 절박함은 모든 것을 이뤄
낼 수 있다. 참고 견디는 인내도 절박함이
없으면 희미해진다. 수강취소를 하는 학생
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왜
수강취소를 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이어
졌다. 그래서 수강취소하는 친구들에게 뭐
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강취소를 했는
지 묻고 싶었다. 계획수립과 산출(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면 피드백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걱정만 한다고 미래
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누구에게나 미래

는 불안하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 나
이또래에서 드는 불안함, 나이가 자꾸만
드는 어른들에게도 미래는 다 두렵고 불
안하다.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
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들 성공하다고 싶다고 말한다.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
치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작은 차이가 명
품을 만든다는 것처럼 내가 가지는 성공
의 의미는 지금의 자리에서 아주 조금 더
성장하는 거 조금 더 발전하는 거 그게 성
공의 의미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수밖
에는 없다. 뭐든 준비하자는 게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같다. 뭐든 준비하자는 건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고 두루뭉술할 수도 있
다. 그래도 좋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봉사단체에 가입하는 것, 미용실
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미용
기술, 해외여행을 꿈꾼다면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 향초나 네일아트 등 할
것은 너무도 많다.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
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
도 본인의 성장 동력 혹은 자산이 될 수 있
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간관리, 독립심과 책
임감 등 삶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
히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면 습득하는 것
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배우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다. 작은 꿈을 이뤄야
큰 꿈도 이룰 수 있다.

2017 대선투표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투표와 선거일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을 재점검해야할 때이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또는 그런 표. 라고 정의한다.(네이
버 사전)
그러므로 투표는 가부를 결정할 때, 그리

고 의사를 표시하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나타내는 행위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
재를 증명하는 행위인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투표율(전북 투

표율)을 보면 제14대 81.9%(전북85.2%),
제 15대  80.7%(전 북 85.5), 제 16대
70.8%(전북74.6%), 제17대 63%(전북
67.2%), 제18대 75.8%(전북77%)를 기
록하였다.(중앙선관위)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항상 전국의 투표
율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며, 투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투표율이 저조했던 곳은 14대 선
거를 제외하면 충남지역이 가장 낮은 투표
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 진출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충남지역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보
인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사실상 연휴

의 연장선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 투표장소를 벗어나있게 될 계획을 세우
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손쉽게 표심

을 자극하던 지역주의 현상도 깨진 현 상황
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인해 의외
로 투표의 열기가 식어버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역할을 감당

할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을 행여
무관심으로 권리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될 것
이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대학의

학생들에게 한마디 나누고 싶다.
기권도 표현이라는 변명스러운 언어의 유

희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 투표참여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언론에서‘기권은 선거 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다’‘투표하지 않는 자를 위한
국가는 없다’등의 선거를 독려하는 많은
사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될 사람들이 많이 예상된다
는 반증일수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현재 대

통령의 부재가 가져오는 국가의 불안을 잘
해쳐나가며 더욱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됨됨이와 정책의 내용을 잘 살
펴보길 바란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던 안 되

던 관계없이 적극적 자기표현을 훈련하며
전진하는 젊은이가 되길 소망한다.

교수칼럼

오 희 화  교수
(회계세무학과)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

준비하는 삶
작은 꿈을 이뤄야 큰 꿈도 이루어진다

지난 4월 9일,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강제 하기(下機)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항
공사 직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작위
로 승객 4명을 선정해 하기시키기로 하고,
그 중에서 한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내려지
기까지 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

에는 인종차별, 항공사의 갑(甲)질, 오버부
킹 혹은 데드헤딩[1], 진정성 없는 사과문
과 후속조치 등이 논란이 되었다.
리더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엄청난 영향

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의 사상과 가치관
에 의해 그 밑의 부하직원들의 생각과 행
동이 달라질 수 있다. 위 사건을 보더라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나이
티드 항공의 ‘오스카 무노즈’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항공사 전
체의 잘못을 두둔하려는 태도는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빨리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
는 것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실패를 통해 자신
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

러모로 마음이 아팠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주가폭락으로 인한, 그리고 소송으로 인

해 발생할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넘
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를 잃
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
것이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던
자들의 결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기업의 CEO는 우리가 선택하고 세
울 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잘못했
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
거이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
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덕목 중
하나는 단연‘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 아닐까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
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을 가지며 글을 맺는다.

리더의 자질
희망칼럼

배 종 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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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여행한 후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예수의
이번 여행은 여느 때의 여행과는 다른 의
미를 가졌다. 그동안은 복음 선포에 목적
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것이었기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감행한 여행이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스테판 성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예수는 성전으로 갔다. 그 때의 성
전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를 목격한 예수는 “성전은 기도하는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가판대를 둘러엎고 상인들
을 내쫓았다. 

그리고 위선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며 거침없는 돌 직구를 날리기도 하였
다. 예수는 사랑과 자비의 표본인데, 어떻
게 이런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을까? 그
것이 바로 공분(公憤)이고 의분(義憤)이
다. 예수는 결코 속이 좁고 참을성이 없어
서가 아니라 불의를 향해 표출한 의로운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였다. 예수는 그 며
칠 동안에 성전을 깨끗이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을 행하였다. 예수는 수난주간 목요일 저
녁에 시온산 근처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내려갔다.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중 대제
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
시온산 근처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다. 이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나
마 베드로는 눈치 보며 멀찍이서 따라 가
긴 했으나, 명색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
로는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의 일당
이라고 하자 저주하며 맹세코 ‘나는 예

수를 모른다.’고 하였다. 인간의 비열함
과 나약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예수는 다음날 이른 아침 총독 빌라도
에게 넘겨졌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예수
의 처형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험악했고 로마 권력
과 이들과 결탁된 종교지도자들은 유대인
의 움직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
였다. 특히 소동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보다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일으켰다. 

이러한 때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였고
징벌의 날과 함께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
언하였으니, 예수는 눈엣가시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우범지역
인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없애야 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
사』에서도 볼 수 있다. 그가 예수를 기록
한 때는 유대 총독 빌라도(Pilate)가 예루
살렘으로 들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소동
을 일으켰고 빌라도는 이를 잔인한 방법
으로 진압 했던 그 무렵이다. 유대인 역사
학자인 요세푸스가 예수에 대해 기록했다
는 것은 예수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한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바로 이 때 예수(Jesus)라는 지혜로
운 사람 - 너무나 신기한 일(wonderful
works)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고 볼 수 있을른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 이 있었다. 그는 사
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 많
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

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the〕Christ )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
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
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
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
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
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
날까지도 남아 있다.」

(요세푸스Ⅱ, p. 507-508)

예수는 사형 언도 후 십자가를 지고 형
장으로 끌려갔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라 하는데, 빌라도 법정
(헤롯 안토니아 요새)에서 시작하여 성 분
묘교회까지 이어지며 14처를 타원 철판
에 숫자로 명시 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 길을 따라 걸
으며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다. 지면 관계
상 몇 군데만 소개한다.

▶빌라도 법정 전경 - 예수는 대제사장과 장로의 졸개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새벽 같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문

받았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군중을 선동하였다. 빌라도의 법정이 그 현장이다. 

▶다락방 입구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 이야기5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제 3처인 이곳에서 예수가 
처음 쓰러졌다. 

▶제 1 처

십자가의 길은 9처까지 골목길로
이어지다가 10처부터 마지막 14처는 
성 분묘교회 내부에 표시되어 있다.

▶3, 4처는 같이 붙어 있다.

▶제 6 처. 쓰러졌던 예수가 다시 일
어나서 비틀거리며 이곳까지 겨우 왔
는데, 온 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
었다. 이를 본 한 여인이 수건을 건네
주었다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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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십자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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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면 News> 김건회 LINC+ 산업단장은 시대적 산업환경이 바뀌게 
됨으로 그것에 맞는 인력수요예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OOOO인 학생
교육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2. <2면 News>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OO오염도 검사 등 분석업무를 통해 연간 1만 5천여 건의
검사 없무 수행 및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3. <4면 People> 이정로 학우는 ‘OO’라는 예명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할 예정이다.

4. <8면 Jump on> 제 19대 대선은 OO선거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5. <15면 Campus Life> 몽골인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손수건과 OO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 각 문항의 정답을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주세요.

영 화 만 평

JJ 낱말퀴즈

<864호 정답자>
1. 이수연 상담심리학과 2. 황예진 영어교육학과
3. 김남희 영어교육학과 4. 김용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5. 이지헌 사회복지학과 6. 김성운 건축학과
7. 김은지 경배와 찬양학과 8. 전지연 경배와찬양학과
9. 권희은 작업치료학과 10. 권예림 작업치료학과

▶지난주 정답 : 형설지공
※ 조합한 글자를 학과/학번/이름 
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융

로

적

토

양

모

청

궐

보

형

합

결

백

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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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 분노의 질주가 나오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OST를 먼저 들었다. 영화가 시작하고
내가 들은 음악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실제로
보는구나 하고 느꼈다. 영화 중반부에 사이퍼
가 핵을 발사하는 장치를 가지려고 결함이 있
는 자동차들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장면이 나
오는데 자동차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영화 ’부산행’의 기차에 매달려 가는 좀
비들을 보는 듯했다. 진짜 멋졌지만 한편으로
는 이게 우리의 세계에서 진짜로 실행이 된다
면 무서울 것 같다. 영화의 후반부에 데카드
쇼가 돔의 아들 브라이언을 구하는 장면이 너
무 귀여웠다. 마지막에 데카드 쇼가 사이퍼에
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이퍼가 도망가면
서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빨리
다음 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너구리 :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모른다면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편을 보
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만
큼 영화에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많
은 요소 중‘자동차’가 가장 흥미롭게 다뤄진
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계속 달리는 차들을 보
면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차의 발전 가능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개인적으
로 가장 박진감이 넘쳤던 장면은 도심 속에서

의 추격이다. 수십 대의 차들이 추격전을 벌이
면서 만들어낸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네
트워크화된 시대에는 자동차도 충분히 해킹
가능한 대상이기에 더 인상 깊게 다가왔다. 물
론 내용 중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끝날 때까지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렇기
에 무거운 내용의 영화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분노의 질주’
를 추천한다.

개구리 : 남성이라면 한 번쯤 꼭 봐야할 영화가
아닌가 싶었다. 더 강렬한 액션신과 한 층 더
강화된 스케일, 그리고 중간 중간의 배우들의
멋진 멘트들이 남성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
다. 비록 전체 시리즈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
에 나왔던 시리즈를 다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음 시리즈를 기
대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도미닉 토레토(빈 디
젤)의 운전 솜씨와 달리는 차들의 엔진소리가
정말 최고였고 영화 부분 부분마다 개성 넘치
는 배우들의 깨알 유머감각이 오히려 2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했다. 영화에서 차들을 해
킹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
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과연 점점 더 발전
해가는 기술들과 기능들이 좋은 것일까?”라
는 의문점도 생기게 하였고 액션영화를 좋아
하거나 요즘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께 추천하
고 싶은 영화이다.  

◎
학
생
기
자
평
◎

마침내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리더‘도미닉’(빈디젤)이
갑작스럽게 팀을 배신한다. 그의 팀은 리더의 행방을 찾
던 중‘도미닉’이 첨단 테러 조직의 리더‘사이퍼’(샤
를리즈 테론)와 함께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음
을 알게 된다. 리더의 배신으로 위기에 빠진 팀은 한 때
팀을 전멸시키려던 데카드 쇼’(제이슨 스타뎀)를 팀에
합류시켜 최강의 적이 된 리더‘도미닉’과의 한 판 승
부를 펼친다.

◎
영
화
줄
거
리
◎ 

“시원한 액션 쇼와 화려한 스케일이 볼거리”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개요 : 액션, 범죄, 스릴러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상영시간 : 136분                ·개봉 : 2017년 4월 12일 

·등급 :  15세 관람가             ·감독 : F. 게리 그레이

·출연 : 빈 디젤(도미닉 토레토), 드웨인 존슨(루크 홉스), 

샤를리즈 테론(사이퍼), 제이슨 스타뎀(데카드 쇼)  

미셸 로드리게즈(레티 '오티즈' 토레토), 커트 러셀(미스터노바디), 

스콧 이스트우드 (리틀 노바디), 타이레스(로만 피어스)

1편. 사복경찰이던 브라이언은 트레일러 도난 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도미닉과 동료에게 접근하는데
일당과 어울리면서 여동생인 미아를 사랑하게됨. 그러
던 중 마지막 약탈을 계획하던 도미닉이 위험에 빠지
고 경찰의 신분까지 노출하며 도미닉을 구하게 됨
2편. 전편 수사에서 돔(도미닉)을 도와준 혐의로 경
찰뱃지를 반납하게 된 브라이언은 전국을 떠돌며 스트
리트 레이서로 활약하던 중마이애미 연방정부에서 오
랫동안 쫓던 범죄자 체포에 협력하게 된다. (도미닉은
안나옴.)
3편. 도쿄를 배경으로 스트리트 레이싱을 펼치는데
빈디젤, 폴 워커 등 전편 주연배우들이 출연하지 않아
서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줄거리를 위해 이편을 봐야하
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편은 외전 형식으로 줄거리에
도움이 되시니 꼭 빼놓지 않고 보는 것을 추천.
4편. 레티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을 전해듣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위장 잠입한 갱단에서 재회하게
된 도미닉과 브라이언. 3편부터 저스틴 린 감독이 맡
았는데 더 오리지널부터 본격적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스토리 순서를 풀어나감.
5편. 브라이언은 미아와 함께 도미닉을  탈옥시키는

데 성공. 국경을 넘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도주
이 후 가족이자 동료의 자유를 위해 최후의 미션에 도
전하게 되지만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음모에
빠지게 된다.
6편. 분노의 질주 5편 언리미티드에서 한탕에 성공

하고 1급 수배자가되어 정부의 추적을 피해 떠돌아다
니지만 이들 앞에 홉스가 찾아오고 전 세계에 걸쳐 군
호송차량을 습격하는 범죄 레이싱팀 소탕작전의 도움
을 청한다. 이 범죄조직에 죽은 줄만 알았던 레티가 일
원으로 속해있어 도미닉은 브라이언과 정예맴버를 소
집한다. 레티도 구하고 멤버들을 모두 사면시키는 조건
으로 합류하게 된다. 마지막에 한의 연인 지젤이 안타
깝게 죽는데 여기서 보면 아 그래서 3편 도쿄 그리프
트에서 한이 그랬구나! 하고 알수 있다.
7편. 이들을 제거하려는 최악의 상대 데카드 쇼를 상

대로 스릴 넘치는 반격을 시도하는데 두바이를 배경으
로 그 어떤 편보다도 엄청난 제작비 스케일을 보여줌.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간단 살펴보기!!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선물받으세요~
- 2분을 무작위 추첨하여 굽네치킨 2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문사 ‘선물 퍼주기’ 이벤트

①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전주대신문사 홈페이지 http://news.jj.ac.kr

② 하이라이트 기사를 읽는다. 
- 이번 865호 하이라이트기사 : LINC사업단 소식

③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긴다.
- 질문: 전주대가 교육부 육성사업

LINC+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지난이벤트 ‘영화평쓰기’ 당첨자

황주령(경찰행정), 형아름(역사문화콘텐츠)

축 하
합니다!

★★★★

■  원고 주제 : 인공지능, 미세먼지, 한옥마을
■  대상 : 재학생 
■  예선 - 글쓰기
1)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쓰기
2) 장르, 분량, 내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판단, 결정

■  본선 - 말하기
1) 6명 이내의 본선 진출자와 심사위원 간의 면대면 구술 심사
2) 예선 점수와 본선 점수를 합하여 순위 최종 결정

■  일 정
1) 접  수 : 4/24(월)~5/19(금)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실
2) 예  선 : 5/26(금) 오전 12시(글쓰기 원고 평가)
3) 본  선 : 5/31(수) 오후4시~6시(예선 통과자 심층 면접)
4) 시상식 : 6/2(금) 오전12시 예정(추후 개별 SMS통지)

- 참가자 전원 CP부여
5) 상  금 : - 최우수상: 1명 30만원

- 우수상: 2명 20만원    - 장려상: 3명 10만원

■  문의처 :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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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선거
5월 9일 민주주의 꽃, 선거일이 돌아왔다. 어떻게 선거 하는지, 투표할 때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 등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하자.‘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 말처럼 언제부터 선거가 시작되었는지 
과거를 차분히 살펴 미래에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기를 바란다.                    -취재&정리 : 문주희 기자, 표은혜, 권찬송 수습기자 

※용어설명※

보궐선거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함 정 : 크거나 작은 군사용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헌국회 :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
작 위 :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칭호.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언제부터 선거를 했을까’?

투표의 역사
우리나라는 광복 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부터 시작 되었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투표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의원, 고위관
직에 있던 이들을 제외한 만 21세의 남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고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4대 원칙을 지킨 민주주의 선거제도였다.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광복
후 치른 총선에서 남녀 모두 선거권을 얻었다. 최초의 선거에서는 21세를 성년으로 기준하여 투표권을 부여했으나 외국의 법률사례와 청소년
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진 것을 고려해 2005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19세로 낮추었다.

선거하는 방법

투표 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19세 부터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선의 경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만 
제 19대 대선은 보궐선거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

거소 투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우편요금 무료)

투표시 유의할 점

- 투표하기 전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 투표소와 투표일자, 시간, 지참물 등을 꼼꼼하게 확인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도장 또는 다른 표시 하면 무효처리)
- 투표소에는 초등학생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부모님과 함께 선거를 해보는 경험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음)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이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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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희 화  교수
(회계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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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천 도서

책은 작은 세상에 갇혀 있는 나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자들의 추천도서, 책 사이트의 베스트셀러를 
정리한 목록을 보고 조금씩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취재&정리 : 문주희 기자, 장준영, 이정환 수습기자

- 21세기 한국을 그럴듯하게 예측 상상한 문학작품이 있을까? 
저자 : 올더스 헉슬리 / 출판사 : 소담출판사

<줄거리>
'멋진 신세계'는 1932년‘올더스헉슬리’가 그린 전체주
의 디스토피아 미래 고전문학이다. 
이 세계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고, 신분과 지위에 불만은
없으며,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가 만족할 만큼 생산/소비된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놀이와 성관계 등의 유희거리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권력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제공하는 말초신
경자극제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통제당하는 세계이다.
권력이 책을 못 읽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무한으로 제공되는 드라마, 예능 등 말초신경을
즐겁게 자극하는 무의미한 정보를 우선시한다. 권력이 쓸
모 있는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극적인 생
활에 쓸데없는 행동을 계속 지속한다. 

<추천 이유>
85년 전‘올더스헉슬리’의 예측이 21세기 지금의 한국
에서 실현되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멋진 신세계’에서
흥미로우면서 안타까운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만
약 누군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선물을 받지 않을까 싶다.

<인상 깊은 구절>
P.306 - "문명이 나에게 독을 먹였어. 그래서 나는 오염
되고 말았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사악함을 먹은거야"

멋진신세계

-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책 
저자 : 가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 출판사 : 인플루엔셜

<줄거리>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가지
고 대화를 한다) 청년은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라는 지론을
펼친 철학자와 납득이 갈 때까지 의견을 나누어 보기위해
찾아왔다 트라우마, 인간관계,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를
큰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

<추천이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무관심 했는지 알 수 있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
검할 수 있었다.

<인상 깊은 구절> 
p. 251 -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미움받을 용기

- 나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
저자 : 윤홍균 / 출판사 : 심플라이프

<줄거리>
정신과 의사이자 자존감 전문의 ‘윤홍균’이 자존감을 높
이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쓴
책이다. 1장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
고, 2~3장은 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
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또한 4~5장은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 6~7장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법으로 구
성 됐다.

<추천이유>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방
법을 아는 사람도 흔치 않다. 그런데 이 책은 이론만 제시
해 주는 게 아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해 주었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인상 깊은 구절> 
P.19 - 행복해지기 위해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
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
한 무기다.

자존감 수업

언어의 온도 자존감 수업 국가란 무엇인가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베 스 트 셀 러

<출처 : 알라딘,교보문고,yes24,인터파크종합>

<정정기사>
제864호 장애인 달 특집으로 구성된 8.9면에‘장애인’을‘장애우’로 잘못 기입했고 사진이 바뀌는 
실수를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전하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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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산 생명의 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길이
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그 분
을 찬양하며, 부활을 맞은 첫 번
째 주일 아침에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
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참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
겨 주옵소서. 갈 바를 모르고 이
리저리 흔들리는 이 나라에 하
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
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10여
년 전 ‘평양대각성운동’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이 땅에, 오는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
고, 모든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
며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
서. 그리하여 전쟁위기설이 끊
이지 않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
로도 인도하실 에벤에셀의 하나
님, 돌아보면 삶 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프
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
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기에 오랜 세월 어쩔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질병과, 재정
과, 관계와 가치관의 문제로, 때
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외
딴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처
절한 아픔과 칠흑같은 어둠 속
에 머물기도 합니다.

▼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옵
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
서. 그 아픔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그 어
둠을 통해서 인도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진정으로, 진정으
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
여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찬양
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다. 부활
이 없으면 교회의 탄생도 없으며 우리 가
운데 구원의 능력도 없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가치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태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 같았던 주
님께서 돌아가시자, 도마를 제외한 10명

의 제자는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게 된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들에게 나타나신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
님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한다. 예수
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으며 만
져보라”고 권하셨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영이 아닌 육
체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모하메드, 공자, 맹자, 석가모니 등 훌륭
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대
해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남겼지만, 부활
은 하지 못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돌아가
시고 부활하셨기에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
식하고 부활의 복음을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이다.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
는 필요가 채워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공급이 끊기고 두려움이 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
시자, 부활의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한다.
성도의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다. 이 평안
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예수그리
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도망가
기 바빴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
는 순간,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 하기 시작한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
을 확인시켰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부
활을 통해서 더욱 증거 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
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
다.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부활을 대적
하고 부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영이 아
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부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인
도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 하
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유병근 목사
(전주 완산교회 담임)

부활하신 후의 말씀의 의미

진리의 샘
부활절 교직원 예배 말씀

A .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
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00년까
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
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
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선지자, 사도
들, 의사, 세리, 왕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분명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을 빌어 썼지
만 성령님(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
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
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
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이
책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바로 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로 믿음이 없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도 성경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
로 영적인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조금 어렵
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
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저
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만이 성
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다른
책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40여 명이 약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본을 발
견하여 서로 대조해 보니 서로가 일맥
상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에게 대치
되거나 모순이나 반대되는 내용을 하나
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은 분명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
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
게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서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책은 인류의 탄생과 인간의 성
품, 인류의 역사, 앞으로의 종말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
습니다. 인간이 기록했다면 과연 이렇
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이 기록한 책임에 틀림 없습니다. 또 하
나의 증거는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든
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활이 새롭
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
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이 살아
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런 면에서 보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
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
이 기록된 성경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
나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읽어야 합니
다. 지금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
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
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
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
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
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
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17절)』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인간이 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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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주일) 새벽 5시 ‘생명의 부
활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많은
전주지역 교회들이 전주대학교 희망홀
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예
배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CBS전북방송, CTS전북방송, 전북기독
신문, 실로암선교신문, 전주대학교 등
이 후원하여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전주대학교 경배와찬양학
과 김문택교수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예
배는 희망홀을 울렸고, 준비위원장인
유병근목사(완산교회)의 환영사와 대표
회장인 오성택 목사(남전주교회)의 개
화사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되었
다. 이어 서화평목사(샘물교회)의 기도
인도와 홍창민목사(전주드림교회)의 고
린도전서 15:20~22절 성경복독이 이
어졌다. 완산교회 찬양대, 전주대학교
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직전회장인
최임곤목사(신일교회)가 ‘예수의 부활
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본 부활의 의미는 첫
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구원의 확증이며, 둘째, 죽음에 대한 하
나님의 승리였고, 셋째, 새로운 변화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 민족
과 이 사회, 이 지역에 희망을 안겨주어
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말씀선포가
끝난 후 전주시장로연합회장 이한진장
로(중부교회)의 봉헌기도와 완산교회
찬양대의 봉헌찬송이 있었다. 이후 순

서로는 중보기도가 이어졌는데, 추이엽
목사(전주마전교회)의 나라와 민족, 선
거를 위한 기도, 김용철목사(전주그리
스도교회)의 전주시 복음화와 발전을
위한 기도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막바
지에 이르렀다. 기도후에는 서기 문민
석목사(동산바울교회)의 광고와 상임총
무 송시웅목사(성도순복음교회)의 내빈
소개가 있은 후 증경회장 박진구목사
(안디옥교회) 축도로 부활절 연합예배
가 마쳤다.          - 취재: 김윤혁기자

2017 전주시 기독교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전주대 희망홀에서 열려

사이비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포교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관심 가지
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봉사활동이다. 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
하면서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포교방법
이 다양하게 바뀌어, 수없이 많은 피해사
례가 제보되고 있다. 이들의 해외 봉사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교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들
의 이미지 상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
한다고 한다.

이런 활동으로 상을 받은 단체는 자신
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렇지 않다고 한다. 하OO교회는 2001년
에 봉사활동단체를 만들었지만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았다. 매번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국제’ 대회를 강조하면서 활
동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지 않
았다. 하지만 이 단체가 얼마 전에 또 다
시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1월 15일에 세계 25개국 79캠퍼스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고, 2016년
여름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23개국
23개 도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전했
다. 이들은 많은 학생과 많은 나라의 대
학캠퍼스를 들먹이면서 국제적인 활동
을 하는 봉사활동 단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하OO교회는 기존의 해외봉사단체들
과 유사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
면서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과 새로운 이
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

제’적인 활동을 강조하여 포교에 힘쓰
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신들이 사이
비 단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
동에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지금은 자신
들의 단체를 드러내놓고 명시하면서 단
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학마다 봉사활동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면
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많이 두
고 있다. 그리고 해외봉사활동도 많아지
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대학에서는
좋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
내기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봉사라고 무턱대
고 단체를 확인하지 않아서 사이비 단체
의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이비 단체에서 봉사하
는 학생들에게 1학기 또는 1년의 휴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비 단체들은 대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
다. 해외봉사를 다녀오는 기간 동안 교육
을 통해서 사이비에 현혹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참여하려고 할때
그 단체가 건전한 단체인가 사전 조사와
확인이 꼭 필요하다. 사이비 단체의 봉사
활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사회
봉사센터(스타센터 239호)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좋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소개
받을 수 있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교직원 부활절 감사 예배와
교수선교회 장학금 전달식
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1
시 대학교회에서 있었다. 선
교봉사처(처장 양병선) 주관
으로 열린 예배는 교수회 회
장 김창민 교수(기초융합교
육원)의 대표기도로 시작되
었다. 이어서 유병근 목사
(전주 완산교회 담임)는
‘부활하신 후의 말씀의 의
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
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
는 탄생할 수 없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부활 후
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
고 하신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음
을 의미한다.”라고 부활의
의미를 전한 유병근 목사는

마지막으로 “예배의 공동
체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기
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에, 말씀의 자리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
할 것”이라고 말하며 말씀
을 마쳤다. 이어진 교수선교
회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권
찬송학생(상담심리학과) 외
18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전
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선교회 회장 김종훈
교수(환경생명과학과)는
“예년에는 10명 내외로 수
여했으나 이번에 19명의 학
생들에게 수여하게 되어 기
쁘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여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 부활절 예배

2017년 4월 25일 지역교회 성도들과 교직원이 참여한 Host Family 제2기 결연을 가졌다. 또한 제3기 멘토를 찾고 있다.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란다.  (자세한 문의 : 국제교류원063-220-3199)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
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아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
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
네”로 있었기 때문이라 하십
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그네
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
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
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사랑으
로 돌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요 객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머
무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전주대의 나그네인
유학생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
니다. 유학생을 사랑으로 섬긴
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가
장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 세
상은 바로 나그네인 우리를 사
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하는 곳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방법은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떡과
옷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떡
을 먹이고 관심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입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
니다. 식탁교제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사랑은 엄청난 희생과 비용이
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있
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대학 국제교류원 중심으
로 펼치는 Host Family는 그
런 나그네 사랑을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나누며 누리며 동참하
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
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
다는 말씀의 열매는 사랑하는
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사랑
을 줌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누
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
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대학교회 한병수목사

‘부활의 빛이 되신 주님’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은
지난 4월 12일(수)~ 21(금)
까지 학생생활관 관생들의
수시고사 대비를 위해 스타
타워 세미나실을 24시간 개
방했다. 늦은 새벽까지 관실
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소등
을 할 수 없어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같
은 학과 관생들과 함께 그룹
별 스터디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 학업에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점이 관생들에게 호응
을 얻고 있으며 이에 학생생
활관에서는 매 학기 시험기

간(약 2주)에는 세미나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시험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4시 이후
출입금지와 세미나실 및 휴
게실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
인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험기간 내 시험공
부로 지쳐 있을 관생들을 위
해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
램(힐링룸메이트, 축하해주
세요, 케이크 만들기)을 진
행하여 관생들을 격려 할 예
정이다.

학생생활관 새벽 세시, 잠들지 않는 학구열

5월 15일(월) ∼ 6월 12일(월) 5주간  매주 월요일 19:00∼21:00
▶장소 : 스타센터 107호                                          ▶대상 : 목회자, 신학생 및 신학에 관심있는 성도
▶교재 : <신학의 통일성> (부흥과개혁사, 2017) ▶사전신청 : 5월 8일(월)까지
▶회비 : 2만원 /<우리은행 601-07-116503 이명숙> ▶문의 : 063-220-2672 (010-9444-5329)

한병수 교수
‘성경 세미나’

나그네를 돌보라
- 취재: 표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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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ọn gió du học sinh Việt Nam đang thổi
vào campus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ón
mừng mùa xuân ấm áp.

Trước đây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từng đạt được thành công chủ yếu là
những du học sinh Trung Quốc nhưng
từ năm ngoái trở đi thì đang thấy được
sự xu hướng tăng lên một cách bùng nổ
của những tu nghiệp sinh tiếng hàn Việt
Nam. 

Đặc biệt trong thời gian gần đây tình
trạng của những du học sinh Việt Nam
đang tăng lên một cách trông thấy và
tình trạng nhằm vào việc làm ở những
doanh nghiệp Hàn Quốc chuyển vào thị
trường Việt Nam cũng nhiều. Tiền lệ
thành công của những cái này về sau
không chỉ ở Việt Nam mà còn ảnh
hưởng một cách tích cực tới cả những

du học sinh ở Quốc gia xung quanh và
việc duy trì du học si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ũng được mong đợi bằng
cái gắn kết đàn hồ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từng tồn tại
nhờ vào du học sinh Trung Quốc ấy giờ
đây đang thấy được sự biến đổi tích cực
luân phiên phương hướng duy trì du học
sinh Quốc gia Đông Nam Á. Thực tế thì
chỉ ở thời điểm đầu năm trước du học
sinh Việt Nam không quá trên dưới 10
người nhưng thời gian gần đây trong
khoảng tháng 6 đến tháng 7 du học sinh
Việt Nam đã tăng lớn với khoảng 120
người. Tháng 9 năm ngoái có khoảng 30
người, tháng 12 có khoảng 60 người và
tháng trước có thêm khoảng 30 người
nữa mới vào trường.

Mặc dù trên 90% học sinh Việt Nam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Jeonju với tư

cách là tu nghiệp sinh học tiếng nhưng
thông qua quá trình tu nghiệp tiếng hàn
nếu có thể đạt được TOPIK (bài kiểm tra
năng lực tiếng hàn) cấp 3 trở nên thì sẽ
được tiến vào học hệ đại học chính quy.

Sự tăng vọt học sinh Việt Nam là nhờ
vào giấc mơ Hàn Quốc đang thổi vào địa
phương Việt Nam. Ở xung quanh các
thành phố lớn của Việt Nam như Hà Nội
và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chuyển đến từ Trung
Quốc...... đang được ước tính là 4~5
nghìn cái và mức lương cao hơn gấp
2~3 lần so với bình quân ở doanh
nghiệp địa phương Việt Nam. Những
doanh nghiệp như này đang đưa ra điều
kiện ưu tiên sử dụng tiếng hàn thành
thạo để thông hiểu trong giao tiếp. 

Theo như vậy, để đào tạo ra du học
sinh ưu tú thì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hững học sinh tiền bối bằng sự giúp đỡ
tiếng hàn đã tổ chức những hoạt động
như trải nghiệm văn hóa để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Mentoring để có thể giao tiếp
với học sinh Hàn Quốc và hội du học
sinh Việt Nam để giao tiếp giữa những
du học sinh và hướng dẫn học tập tiếng
hàn. Và còn host family được kết nối
giữa gia đình người Hàn với những du
học sinh đang nhận được nhiều lời đánh
giá. Hơn thế nữa là đang có kế hoạch
liên kết với các doanh nghiệp địa
phương để có thể cung cấp việc làm
thêm cho học sinh. 

Viện trưởng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Go
Seon Woo đã nói rằng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việc dạy đọc, dạy viết tiếng hàn và giảng
dạy tri thức chuyên ngành mà còn xúc tiến
hỗ trợ hậu mãi liên quan cho đến khi xin
việc làm để có thể xin được việc làm tốt”.

“Các bạn du học sinh Việt Nam đã đến nhiều ở trường đại học
trường Jeonju ” 

-Xin chân thành chào mừng tất cả các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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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Johnny wasn't getting good marks
in school. 
One day he came up to the teacher’s
desk and looked like he wanted to say
something. 
“Yes Johnny”the teacher said.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say?” 
Very quietly he said,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my daddy says if I don't get
better grades somebody is going to get a
spanking and I think it might be you know
who (pointing at the teacher)." 
Romans 12 says,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If a
man’s gift is teaching, let him teach”
Now, what exactly is the gift of teaching?
Does having this gift mean that God opens
up a person’s mind and pours in infor-
mation? No. Now at times God does en-
lighten teachers and gives them an insight

into truth. But that’s not what this gift is
really about. All these gifts in Romans 12
are “motivational” gifts. These gifts are
what God places in the hearts of individual
believers to motivate them to do these
specific acts of service for His church. Did
you know that God wants you to get to
the point where you are able to teach?
It’s true. The writer of Hebrews 5:12 re-
bukes a group of Christians and says: “In
fact, though 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the elementary truths of God’s word all
over again. You need milk, not solid food!
All Christians are expected, by God, to get
to the point where they become teachers.
I began wondering, why would God give
only CERTAIN PEOPLE in the church
these gifts? And then it struck me. 
Years ago I was in a Gospel choir in Bible

College. The director Jonathan was highly
respected and when I first wanted to join,
I thought that only the best singers got to
be in the group. But apparently that was-
n’t true. You didn’t have to sing well 
you just had to be able to carry a tune. A
lot of us in the group only had average
voices and I thought, “How on earth did
Jonathan manage to have a group that
sounded as good as it did if he had so
many so-so singers in the group?” What
Jonathan did was, he recruited GREAT
singers to be part of each section. In each
of the vocal sections, he planted ringers. 
That’s what God does with the Church.

He plants ringers in the congregation. He
places a passion in the hearts of several

people in the church and challenges us to
rally round and learn to minister as they
do. In Hebrews we learn that God expects
ALL of us to eventually become teachers.
But you might say, “I can’t teach any-
thing.” How many of you have ever been
on Facebook? Have you ever noticed how
people share their lives on Facebook.
They’ll share things you don’t even
care to know about. But after a while you
begin to see what matters to them. They
SHARE things on FB that are important to
them and we can see it if we look closely.
Did you realize that “sharing what you
care about” is called “teaching?” 
Now here’s the key. 
Jesus wants you to share Him! Jesus said
in Matt. 10:37-39 “Anyone who loves
their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yone who loves their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38 Whoever does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39 Whoever find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Anyone who loves ANY-
THING more than Jesus is in big trouble.
We need to get to the point where Jesus is
THE most important topic we talk about.
The Gift of Teaching is a powerful gift and
we need to note that we do it so we can
honor God and HELP others.  And when
we do it right, it can change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Jaime Escalante once told this story

about a fellow teacher. During his first
year in the classroom, he had two students

named Johnny. One was a happy child, an
excellent student, and a fine citizen. The
other Johnny spent much of his time goof-
ing off and making a nuisance of himself.
When the P.T.A. held its first meeting of
the year, a mother came up to this teacher
and said, "How's my son, Johnny doing?"
He assumed she was the mom of the better
student and replied, "I can't tell you how
much I enjoy him. I'm so glad he's in my
class." The next day the problem child
came to the teacher and said, "My mom
told me what you said about me last night.
I haven't ever had a teacher who wanted
me in his class." That day he completed his
assignments and brought in his completed
homework the next morning. A few
weeks later, the "problem" Johnny had be-
come one of this teacher's hardest working
students and an example to other students.
This misbehaving child's life was turned
around all because he was mistakenly
identified as a good student. Not every
lazy or underachieving boy or girl could
be motivated by a simple compliment from
a teacher, of course, but there is a principle
here that applies to all of us. It's better to
make a person stretch to reach your high
opinion rather than stoop low to match
your negative opinion of them.
William A. Ward has said, "The mediocre

teacher tells. The good teacher explains.
The superior teacher demonstrates. The
great teacher inspires. 
Are we people, who inspire? Have we

grown to be teachers or do we still need
milk?

Milk or Solids? (Romans 12:1-8) 

By Scott Radford

One day I read a something that said,
“The greatest gift you can give your fam-
ily and the world is a healthy you.”   This
means that your health is the most impor-
tant thing in your life.  If someone has a
serious disease that will limit their life ex-
pectancy they will have an unhappy life
and unfulfilled life even if they are a mil-
lionaire. We should try to stay as healthy
as we can because we only have one life.
First, to stay healthy we should exercise

regularly.  Experts recommend that we
should exercise more than 3 times a week
and at least 30 minutes a day.  Most people
know that exercise can help us improve our
physical strength, prevent illness and also
lose weight.  We should choose types of
exercise that are within our limits and that
we enjoy doing.  These are very important,
otherwise we won’t consistently do them
and we will give up on it easily.
We should also make sure to get enough

sleep.  Nit getting enough sleep at night will

make you feel tired every day.  The rec-
ommended amount is 7-8 hours a night,
but most people don’t sleep well because
of working and studying too much and
wasting too much time on their smart
phones.  
Finally, we should stay positive and con-
fident.  When we are faced with difficult
tasks and situations we need to overcome
them and succeed.  If we stress and worry
about them too much we won’t be able to
complete them successfully.  We are better
in completing tasks with a smile and pos-
itive thinking rather than with a negative
mind.  The Halo Effect, Placebo Effect and
the Pygmalion Effect show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I think a healthy life is a happy life. These

are very simple and boring strategies, but
also necessary and essential.  When we
stick to the basics we can live a much hap-
pier and joyful life.

By Lee Ha-Na

These days, many teachers use computers in
the classroom, but some people don’t agree
with using a computer in the classroom.  Some
think that teachers use computers in their class-
rooms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but I believe
that computers have many positive effects on
their students.
First of all, computers provide additional

sources of input that can aid in learning.   Video
clips, pictures and animation can help in engaging
student’s interests.  For example, I taught my
students history four years ago, but the students
had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class.  At that
time, I used video clips and animation, so my
students understood the class very easily.
Additionally, the applications we can use with

computers can be very interesting for students.
When students feel bored in class they can’t
pay attention.  By using computers with various
games and other materials, the students became
much more interested and participated very ac-

tively.  
Finally, teachers can save a lot of time in

preparing for their classes. There are a lot of
useful materials on the internet that can aid in
students’ learning and the materials can be
reused and modified time and again.  By saving
a lot of precious time teachers can spend more
time on their students other needs such and have
more direct one on one learning with each stu-
dent.  By having more time with their students,
teachers can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student.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re important and can im-
prove the culture of not just the classroom, but
the school as a whole.
I believe using computers in the classroom are
both entertaining and informative to the students.
Comput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and are essential in giving students a well-
rounded education.

By Chung Suk-Hyun

A Healthy Life

Spring is in the air, but so is an uninvited
guest  Fine dust. I think find dust is cur-
rently a serious problem her in Korea. Peo-
ple aren’t aware of the issue of fine dust
yet. Although the level of fine dust is high,
it is rea to see people wearing a mask.
People have to notic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pay attention to handle this
issue.
Fine dust is very bad for heart and lung
disorders. In the case of France, if the figure
of fine dust is 80m/m3, schools have to
close. In Korea the same figure is consid-
ered normal. I think the government has to
give a clearer measurement.
As an emergence measure is to install an

air purifier in schools, something the Min-
istry of Education is thinking about posi-
tively.
An additional solution is the government

should not permit the building of more
coal-fired power plants anymore. Although
the government admits the main course of
fine dust is coal-fired plants, they plan to
increase capacity 70% by 2029. Other
places, such as in Europe, are trying to
close their coal-fired plants. 
Our government should also negotiate
with China. In the spring time, fine dust is
particularly severe as yellow dust blows
inform China. Studies have not yet shown
how much dust comes from China, but ex-
perts say it has a role to play in the amount
of dust in Korea.
I’m afraid that we will have to wear gas
masks in the near future whenever we go
out. Therefore we must look for ways to
solve the fine dust issue. 

By Seo Hae Ock

Yellow Dust

Computers in the Classroom

Recently, an internationally shameful incident
occurred in Korea. It was the monopoly of gov-
ernment affairs by Park Geun Hye and Choe
Sunsil. It occurred not by just two selfish people,
but also the long term seizure of power by the
ruling party. I this this was all casued by peo-
ple’s indifference of politics, especially from the
younger generations. We should keep our at-
tention on politics and do something to change
this country.
First of all we have to be involved with voting.
We live in this country, so we should execute
our right to vote. We have a presidential election
this coming May, I know you are probably very
busy and have a lot of things to do, but if you
do not want this ridiculous situation to repeat,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s campaign promises and vote for
whoever you like best. 
You should also be concerned with the main

issues of our society. There are many accidents
happening that you should be aware of. Now-
a-days, you can easily access these kinds of is-
sues through pop casts, news, the Internet, and
TV programs like Ssul-geon or SNL. You may
be one of the people of the affected by social
problems. You can post your ideas on the In-
ternet, or call your local law maker in your
province and give your opinion. However to do
this, you must be aware of the problems that
are happening around you.
If you do not keep an eye on the politicians and
main issues, they will do whatever they want,
regardless of your needs. These days, we care
about our country more than before because of
the big scandal. We should keep this mindset as
long as you live in this country. Pay attention to
our Korea and participate in politics to make a
better Korea.     

By So Hee Han

Vote!

[Student’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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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려주세요. 2.①의 쌀을 체에 걸러 물기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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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대신 꿀을 넣어줘도 좋고 담백한 맛을 원하시면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④와 ⑤의 과정에서 냄비에 죽이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셔야 합니다. 

임금님이 드셨던 타락죽(우유죽)!

4. ③을 체에 거른 뒤, 남은 찌꺼기는 버려주세요. 5. ④의 쌀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세요. 6. ⑤가 끓어오르면 우유와 설탕을 넣고 끓여주세요. 7. 완성

부드럽고 고소한 타락죽으로 봄철 건강 챙기기!

3. ②에서 걸러진 쌀에 2컵의 물을 넣고 믹서에 갈
아주세요.

재료 (2인분) *컵은 종이컵 기준

- 쌀 2컵, 우유 2컵, 물 2컵, 설탕 1/2큰술, 소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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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 파견대학명 : 일본 구루메 대학
2. 선발인원 : 15명
3. 기     간 : 7/10~22(12일)
4. 학점인정 : 2학점
5. 총  비 용 : 160만원(장학금80만원)
6. 자      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자, 

평균2.5이상
7. 문 의 처 : 김영섭 주임(☎220-3286)

접수기간 : 4/24(월)~5/12(금) 국제교육관 A202호 방문접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영화소개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영화
제에서는 거대한 돔 안에서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전주 돔 상영’이 진행된다. 영화 상영 뒤에는 ‘치즈’ ‘멜
로망스’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신나는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전주
돔에서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함께 만나보자. 

‘파리의 밤이 열리면’ 
올해 1월 프랑스에서 개봉한 최신작, 프랑스 유명 배우 겸 감독인 에두아르
바에르가 각본, 연출, 주연을 도맡은 작품            

‘아수라’
최근 한국영화 중 가장 반역적인 문제작임에도 개봉 당시 충분히 조명되지 못
한 점을고려해 전주 돔 상영작으로 선정함 (김성수 감독, 정우성, 황정민 주연)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오후 4시에는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대가인 미셸 오슬로 감독의 영화  
‘내 사랑’
캐나다의 민속 화가 모디 루이스의 전기를 다룬 감동적인 스토리의 영화

‘리베라시옹 데이’
유고슬라비아 출신 록 밴드 ‘라이바흐’의 평양 공연 스토리를 담은 영화

‘마스터’
조의석 감독,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이 주연한 영화

‘로스트 인 파리’
실제 커플인 도미니크 아벨과 피오나 고든이 출연한 사랑스러운 작품

‘리틀 하버’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어린이 섹션(제너레이션) 수정곰상을 수상하며 호평
을 받은 영화

‘패트와 매트 : 뚝딱뚝딱 대소동’ 어린이날 가족 관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정글북’ 고전동화로 널리 알려진 애니메이션 영화

28일

29일

30일

5월1일

2일

3일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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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이야기

“우리는 모두 친구” 

Q.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고, 특별히 전주대
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메리톤 : 미얀마에서는 민족 간에 전쟁
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
거나, 공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얀마에 선교를 오셨던 목사
님의 사모님께서 한글을 가르쳐주셨어
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면 똑같이 베풀 수 있
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서 열심
히 공부하고 있어요.

Q. 한국에서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입맛에 맞
지 않는 음식은?

웬티탄 : 저는 회를 못 먹겠어요. 베트
남에서는 날것을 잘 먹지 않았는데, 한
국에 와서 회를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맞지 않더라구요.
시몽은 : 저는 갈비탕이 맛있었어요. 중
국음식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한국에
와서 먹은 음식 중에서는 가장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웃음)
메리톤 : 미얀마 음식은 시고, 짠 편인
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얀
마 음식이 많이 매운 편이라 한국음식
들이 많이 맵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Q. 전주대에 다니면서 조금 아쉽거나, 개선
되었으면 하는 것은?

웬티탄 : 도서관 같은 시설은 너무 좋아
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등록금이
조금 비싼 것 같다. 유학생 장학금을 받
아도 250만원 정도인데, 베트남에서
부모님의 한 달 월급이 약 50만원이기
때문에 전주대의 등록금은 조금 큰 부
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르바이트
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메리톤 : 한국학생들과 친해지기가 조
금 어렵다는 것이에요. 분명 다른 나라
에서 온 유학생들도 내게는 똑같은 외
국인인데, 한국인들은 유독 친해지기
힘들어요. 아마 한국친구들은 이미 서
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경우도
있어서 우리(유학생)들이 그들과 친해
지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Q.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은?

동아정 :빅뱅이요! 근데 빅뱅 중에서도
‘GD’가 좋아요~!(웃음) GD는 작사,
작곡도 직접 하는게 멋있어요.
메리톤 : 저는‘전지현’이요. 미얀마에
도 한류가 열풍이라서, 영화를 보고 알
게 됐어요,‘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

다.’인가?(웃음)
아르만 : 몽골에서 한국영화,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대장금’이 유명하고, 그
리고 저는‘비’를 좋아해요. 노래도 잘
하고,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Q. 나만의 한국어 공부 방법은?

메리톤 : 한국어는 미얀마에서 6개월을
배우고 한국에 바로 와서 전공을 배우
고 있어요. 그 6개월 동안은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동아정 : 알바를 하면서 한국인을 많이
만났어요. 괜찮은 한국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고, 대화도 많이 해보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다보니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웬티탄 :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와 한
국말만 쓰자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모
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으로 찾아보고,
오직 한국말로만 대화하다 보니 실력
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한국인, 혹은 전주대 학우들
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메리톤 : 한국 학우들에겐 정말 친구처

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와
같은 유학생들에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힘들 수
는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
지 노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르만 :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진짜 친
절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에게 좀 더 관심가지고 잘 챙겨주셨으
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
생들과 함께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리
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금의 문화적 차
이가 있을 뿐. 그것이 우리가 친구가 되
고,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
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이제는 유학생들에 대
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마음은 앞섰지만 행동으로 먼저 다
가가지 못했던 나의 태도가 이젠 적극적
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
서 좋았다. 전주대학교 학생들 모두 학
교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도 다
양한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서로에게 힘
이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국(China)
- 이름 : 시몽은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베트남
- 이름 : 웬티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중국(China)
- 이름 : 동아정 (경영학과)

미얀마
- 이름 : 메리톤 (관광경영학과)

몽골
- 이름 : 아르만 (토목환경공학과)

▶ 미얀마 : 밍글라바(Mingala-Ba)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쯤 되는 인사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문어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친구
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사찌 삐비라
(밥은 먹었어?)"같은 가벼운 말로 인
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낀 채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게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 방식이라고 한
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길 바란다.

▶ 중국 : 기본적인 중국어 인사말은
‘니하오, nihao', 자신보다 윗사람에
게 쓸 때는 '닌하오, ninhao’라고 합
니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는
‘니하오마, nihaoma', 식사하셨어요
는 ’츠판러마, chifanlema' 그리고 헤
어질때는‘짜이지엔, zaijian'이라고
하죠.

▶ 베트남 :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목을
숙이며‘신짜오, xinzhao'라고 인사
하면 됩니다. 이는‘안녕하세요.’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문법적 위주라 현지
인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데요, 베트남의 경우 나이대에 따라서
다양한 인사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짜오반, chao ban(비슷한 나이대
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
르고 처음 만났을 때) ’이라는 인사법
정도는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몽골 : 몽골에서는 평상시에는 '싼
베이노~?' 라고 하고 헤어질 때는 '바
이르테~'라고 보통 합니다.
몽골인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
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손수건과 모자는 피하는게 좋다고 합
니다. 손수건은 울 일이 생긴다는 생
각 때문에, 모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
는것이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
니다. 반대로 바지나 신발은 선물을
받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여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유학생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꿀TIP 과 유학생들에게 배려해야할 점!!

전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건너와 열심히 한국어와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곁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은 외국의 유학생들이 말
하는 한국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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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7. 5. 2.(화) 10:30         ■ 장소: JJ아트홀(예술관)

■ 참석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개교기념 휴무(휴강)일: 5/4(목)

개교 53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StarT Program(스타트 프로그램, Superstar
Training Program)이란?

"Superstar"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
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교육프로그램으
로, 학생들의 도전정신(challenge), 능력개발
(competence), 공동체의식(community)을 함양
하기 위하여 교내 외 활동의 참여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인증포인트(certification point:CP)와 장학
포인트(scholarship point:SP)를 부여하고, 개인
별 합산 점수에 따라 총장인증서 수여, 해외연수기
회 부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한다.

StarT Progra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내 홈페이지(http://start.jj.ac.kr) 
PCMP(개인경력관리프로그램) - http://pcmp.jj.ac.kr
취업지원실 220-2166, 2058 
각 대학 CA실로 문의 바랍니다.

Challenge Competence Community

<백제 재현토기 특별전>
▶ “새로운 숨결, 다시 태어난 백제토기”

▶ 5/2(화) 오후 1시20분 

스타센터 아트갤러리

<개교기념 박물관 행사>
▶ 최미정 작가 성화작품 제막식

“조선의 마음(지성)을 열다”

▶ 5/1(월) 오후 3시 본관2층 로비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원팔연 명예신학박사 (바울교회 담임)

성범영 명예문화기술학박사
(제주도 생각하는 정원 원장)  

▶ 5/2(화) 오후 2시 예술관 아트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