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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받은 은혜로 이웃에 헌신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징계를 당하시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어 나음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힘도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노력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어려움이나, 
약함이나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통해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을 소망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대학이 진실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참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음을 
믿사오니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멸망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호 교수 (경제학과)

교만치 않고, 순종하도록
<기도문>

[ 성년의날 ]

겉모습만 장미처럼이 아닌, 삶에서 장미향이 나는 '멋진성년'이되길

바라요 ^^ 이 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개교 53주년을 맞아 전주대학교(총장 이
호인) 개교기념식이 5월 2일(화요일) 오
전 10시 30분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이자리에 홍정길 이사장, 이호인 총장 및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
했다.
1부는 기념예배로 드렸다. 한병수 목사

(전주대학교 담임목사)의 인도와 양병선
(선교봉사처장)교수의 기도, JJ Forte 앙
상블팀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홍정길 이
사장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
목으로“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서 가르쳐주신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
어야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모두 한 알의 밀알
이 되자”고 전했다. 
1부 예배후 2부 기념식에서는 시상식

이 진행되었다. 이호인 총장은 기념사에
서“5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직

원과 동무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대학발전
을 이루었다.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
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정길 이사장은 연공상을 수여하면서

30년, 20년, 10년 근속을 치하했고, 이

호인 총장은 우수교육자상수여하면서
이숙교수 외 10명과 수퍼스타직원상(이
충권외 4명), 표창패(김동기외 2명)·감
사패(임영자)를 전달했다.     

- 김윤혁기자

전주대학교 53주년 개교기념식
‘한 알의 밀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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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오후 2시 전주대 JJ아트홀에
서 개교53년을 맞이하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명예학위 수여자는 분재
철학자이며‘생각하는 정원’의 성범
영원장과 바울교회 담임 원팔연 목사가
선정되었다. 
명예 기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성

범영 원장은 1939년 용인군 수지면 동
천리에서 5남매 중 4째 로 태어났으며
가난한 집안사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에 중퇴하고 일찍 군 입대하였고 재대
후 제주도에 정착하여 1968년부터 제
주도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의 역사를
시작해서 1992년 7월, 분재예술원을

개원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삶과 생명
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은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

다. 이에 전주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술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원팔연 목사는 구 동전주교회를 개척

하여 전주시 다가동 지하 8평에서 7명
의 성도로 시작하여 담임목사로 봉사하
고 섬기면서 지금의 바울교회로 성장시
켜 왔다. 원 목사는 한국복음화에 많은
헌신과 관심을 쏟아왔고 지역교회를 도
우며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왔다. 그리
하여 전주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공로
를 높이 평가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권찬송 수습기자

개교53년기념 명예학위수여식
성범영 원장, 원팔연 목사 명예박사학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재운 교수가 ‘제28
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7일 전북
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청장 나선화)은 최근
임기 2년(2017년 5월
1일~2019년 4월 30
일)의 문화재위원 78명
을 새롭게 위촉했는데 여기에 전북 지역 대학
교수 7명이 임명을 받았고, 이재운 교수가 당
당히 문화재위원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재운
교수는 사적문화재 분과 위원으로 발탁되었
으며, 그 외에 이경찬(55) 원광대 창조공과대
학 도시공학부 교수, 민속기념물 분과의 박선
희(62) 전북대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김두규(57)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매
장문화재 분과의 곽장근(55) 군산대 인문대
학 사학과 교수가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에 발족된 것으로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다.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등 8개 분
과로 구성돼 있어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 등록과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
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
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하고 심
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
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이다”면서 “문화재전문위원 역
할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인사를 우선
적으로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 특정 대학과 지
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 편집부

이재운교수, 
제28대 문화재위원으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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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박현
정)은 개교 53주년을 맞아 홍정
길 이사장의 백제토기(약 120
점) 기증으로 특별전을 개최했
다. 5월 2일 개교기념식 후 홍
정길 이사장과 이호인 총장 및
내빈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를 개회했다.
개교53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회의 주제는 '재현'이다. 백제토
기의 '재현'은 발터베냐민의 아
우라 개념을 빌리면, 작가의 미
감과 철학이 반영되는 '재해석'
인 그 만의 아우라가 담겨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가
야 양식의 토기, 고려 시대 청자
형태의 토기 등 다양한 토기를
같이 전시함으로 그 만의 아우
라는 더욱 짙게 드러났다. 미술
용어에서 ‘시대정신(zeit-
geist)’은 어떤 시대나 특정 시
기에 전반적으로 보이는 고유한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백제토

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전시회
의 작품 종류는 다양하지만 장
식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절제된 간결함의 미(美)와 실용
성을 추구한 백제인의 시대정신
을 알아 볼 수 있다.

홍정길 이사장은 “적은 기념
품들이지만 이렇게 멋진 전시회
를 준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 이정환 수습기자

‘새로운 숨결, 다시 태어난 백제토기(효원 이효규 작가)’

5월 2일부터 25일까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3층

신록과 봄꽃의 화사
함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
운 계절 5월에, 전
주대학교 개교 53
주년을 축하하는 자
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는 지

난 53년 동안 하나
님의 은혜아래 교직원과 동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대학발전
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학은 중앙일보평가 2년 연속 호남권 사
립대학 1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창업선도대학사업 A등급 선정, 교육국제
화 역량평가 인증기관 선정, 산학관 커플
링사업 도내 최다 사업단 선정, 2017 입
시경쟁률 전북권 1위, 특히 2주일 전에
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5년
동안 214억여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루
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
해 온 결실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
고에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올해

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열정을 집중
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학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때보다는 확실하게 발전된

모습과 성과가 있어야만 지난 1주기 때와
같은 좋은 성과 달성이 가능합니다.  2주
기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
록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특히, 교육만족도 제
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 학기제, 집
중 이수제, 융합전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
고하는데 대학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
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수퍼스타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핵심 교양 교육을 통하여 융합

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기독교 세
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교육체
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고등교육 환경 변화

에 따라 대학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대학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마음 되어 어떠한 고난과 난관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이뤄낸 수많은 업적들
과 우리가 만들어 낸 대학의 위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는 여호수
아 1장 9절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며, 더 강한 대학으로 발전하
는데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개교53주년 개교기념식 기념사 요약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역량강화하도록

모든 구성원 노고에 감사 <개교 53주년 기념사>

개교 53주년 기념 최미정 작가 성화 작품 제
막식이 5월 1일에 개최됐다. 본관 2층 로비
에서 시작된 제막식은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됐다. 최미정 작가는 지
난 20년간 캐나다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멤
버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전주대 박물관 객
원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객원교수로 근무하
며 그린 작품들은 기독교의 향기가 묻어나는
작품들로 현재 호남 기독교 박물관과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최미정 작가
는 성화 작품을 통해 초창기 선교 정신과 복
음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그린 작품은 ‘조선의 마음(지성)을

열다’라는 그림이며, 작품의 크기는
4m×5m이다. 이 작품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는 말씀과
같이 한국기독교 대학 설립자이신 선교사님
들의 이미지와 그림 중심에는 산돌이신 ‘예

수님(Living Stone)’이 떨어지며 잠자던 조
선을 깨트리고 근대화의 문을 여는 모습을
표현했다. 
최미정 작가는 “작품 중심에 Living Stone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하
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다.”고 표현했다.
최미정 작가는 그림의 크기가 큰 만큼 어려
운 점이 있었는데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리기
도 하고 팔이 아플 때마다 간증처럼 “하나님
께서 내 손을 붙드소서.”하고 기도하며 그렸
다고 설명했다. 
‘성화’는 ‘기독교 내용을 그린 종교화’이
다. 최미정 작가는 오랜 기간 성화를 그려왔
다. 성경에서 발췌된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
히 선교사들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되었고, 앞
으로 선교사들과 기독교역사를 드라마틱하
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 장준영수습기자

최미정 작가, 개교기념 성화 작품 제막식

‘조선의 마음(지성)을 열다’

개교53주년 기념 예술작품 제막식 및 전시회

이호인 총장

염연실 과장 1700만원상당 수목기증

총무지원실 염연실 서무과장
이 1,700만원 상당의 수목을
학교에 기증하여 화제다. 기증
한 수목은 높이 2미터, 수폭 2
미터 크기의 소나무는 30그루
로 학생회관 앞, 진리관, 희망
홀 등 교내 곳곳에 심겼다.
염연실 과장은 “평소 우리대

학의 캠퍼스가 잘 가꿔지고 있
으나 나무의 숫자가 부족하여
안타까웠다.”며, “비록 적은 수
의 나무지만 기증함으로써 30
년 넘게 근무해온 전주대학교

의 캠퍼스를 더
아름답게 가꿔
보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대학 본부에

서는 별도의 기
증식을 가지려
했으나 본인이
적극 고사하여
추후 약소하게
감사하는 시간

을 갖는 것으로 했다.
한편, 기증자 염연실 과장은

1984년 전주대학교에 입사하
여 전자계산소(현 정보통신지
원실), 학생지원실, 수업학적
지원실(현 학사지원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우리대학의 발
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교
직원 표창과 이사장 표창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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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복지관 아동청소년팀, 전주단비지역아동센터 진로탐색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체육대회잖아~
저번에 예선에서 이겨서

오늘 결승이야!
아~! 나도

저번주에 피구했었는데
다치지 말고 잘 해~

알았다구~!

야호!
우승이다!

웬 축구복이야?
제호야 오늘 뭐해?

부상없는 체육대회 되세요!

e-복지관 ‘아동청소년팀’은 지난 5월
12일, 전주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
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진로탐색 프
로그램 Vision Is Plan ‘VIP’를 진행하
였다. Vision Is Plan ‘VIP’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 진로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미
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계획하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팀 부팀장(홍지연)은 “센

터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줄 때와 활동 진행 중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때 뿌듯함을 느낀다. 또한 날
이 갈수록 프로그램 진행능력이 향상됨
을 느끼며,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
나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e-복지관 ‘노인복지팀’은 지
난 4월14일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
폰 교육‘smart on’을 진행해 스마트

폰 활용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1:1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복지팀’은 같은 날 4일, 김제시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성
(性)교육 do go, 행복 up go’를 진행하
였다. 지적장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집단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
른 성 역할의 이해와 성 지식의 습득을 이
끌어내며, 올바른 성 태도를 형성하여 원
만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Vision Is Plan ‘VIP’

전주대학교 박물관, 단오절 부채 진행

전주대학교박물관은 한국대학박물관협
회와 공동으로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맞아 오는 5월 30일 전주대학교(학생회
관)에서 ‘여름이 오는 길, 단오’ 행사를
개최한다. 단오 맞이 부채만들기 행사는
2015년부터 실시된 한국대학박물관협
회의 공동사업으로 잊혀져가는 단오의
세시풍속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약 300개의 부채가 소진 될
때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자유롭게 자

신만의 부채를 꾸미면서 잊혀져가는 고
유의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여
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단오 맞이 부채만들기 행사를 통

해 여름에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부채를 선물하던 우리 선조들
의삶의 지혜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여름이 오는 길, 단오’ 5월 30일

체육대회

1. 한 민족 다른 언어
우리 학교에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 중국

유학생 중 특히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학생들
은 중국어와 한국어 2개 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 일을 자주 하게 된다.
이중 언어 구사자로 각광을 받는 조선족 유
학생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족 유학생들은 거침
없이 통역에 나선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미 대학생 시절에 동양의

정치 이론을 장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교수

님은 현실 정치에도 변변하십니다. 이처럼 변변한

지식을 가지신 교수님의 오늘 특강은 우리들의 앞날

에 큰 방조가 될 것입니다. 

조선족 유학생의 통역을 듣는 한국 학생
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한국 학생
들은 친절하게 조선족 유학생의 연변식 한
국어를 고쳐준다.  

‘정치 이론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섭렵하는

것이고요, 현실 정치는 변변한 것이 아니라 해박하

다고 해야 하고, 우리들의 앞날에 방조가 되는 것

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 학생과 조선족 유학생은 같은 조상
을 둔 한 민족이지만 그간 겪어 온 삶의 차
이가 한국어에 묻어난다. 

2. 이상한 한국어 
한국 학생들은 조선족 유학생의 말도 알

아듣고 재미교포의 말도 알아듣는다. 문제
는 조선족 유학생이나 재미교포가 한국인
이 사용하는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영어
를 많이 섞어 쓰기 때문이다. 

나는 오전에는 메이커에 인스펙션하러 가야하

고 오후에는 팀미팅이 잡혀 있어. 게다가 요즘 리스

크 관리 때문에 정신 없어. 매일 스케줄이 풀이야.

영어를 흉내 낸 듯한 이상한 한국어는 이

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
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although), 가
지다(have), ~에 위치하다(located), 대부
분의 ~은(most of) 등의 영어 번역투 문장
이 빈번히 사용된다. 다음과 같이 고쳐야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된다. 
●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시험에서 떨어졌다.(×)

→ 열심히 노력했지만,결국 시험에서 떨어졌다.(○)

● 나는 수업이 끝난 후 현우와 식사를 가졌다.(×)

→ 나는 수업이 끝난 후 현우와 식사를 했다.(○)

● 우리 회사의 거래처 사무실은 편의점 앞에 위치해

있다.(×)

→  우리 회사의 거래처 사무실은 편의점 앞에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그 사실을 몰랐다.(×)

→ 사람들 대부분이그 사실을 

몰랐다.(○)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제5강. 글쓰기, 국적이 필요하다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성년의 날, 꿈을 향해 뛰어라’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을
맞아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가 이벤트
를 진행했다. 오전시간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
가 학생회관 앞 로타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
였고 오후3시부터는 총학생회에서 1998년
생 학우들을 축하했다. 

5월31일에는 JJ체전이 있다. 각 단과대별
예선경기를 치르고 결선에 진출하는 팀들의
대결과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성년의날 이벤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 입학처(처장 이호준)에서는
전주대학교가 ‘2017년 고교교육 기
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7억 9
천 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고
10일에 밝혔다. 2008년 ‘입학사정관
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0년간 우
수한 평가를 받아왔고, 중간평가에서
계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
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험생의 대입부담 완화를 위

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계획과 현
황, 전형 운영 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한
다. 올해 지원되는 지원금은 작년보다
1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본교의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

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2019
년까지 30.0%까지, 수시 선발비율을
90.0%까지 확대하였다. 더불어 기존
사업에서 진행하였던 사업 외에 도내
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중학
교자유학기제 지원, 특히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진로전문가

가 직접 상담해주는 “함께하는 진로
상담실”을 새로 운영하였다. 이와 같
은 특성이 이번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보인다.이번 지원 사업은
2016년 2년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60개의 대학을 선정한 가운데 50개만
이 계속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호준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이
그 동안 지역의 사립대학으로서 그 역
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
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진로교육 및 진
학교육에 앞장서라는 의미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 편집부

7억 9천 600만원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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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한 유가은(음악학과 08학번)선배와의 인터뷰]

[ ]

노력하는 자의 성취감

Q1. 임용고시 도전을 통해 성취를 맛 본 소감을 들려주세요.
A. 저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천부적인 재
능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항상 너무 뛰어나지도, 너무 뒤
처지지도 않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데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후 실패를 경험하였고 많
은 슬럼프를 겪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부모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
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
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대학생시절 재밌는 추억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몸치이지만, 학부 교양
수업으로 힙합을 신청하여 댄스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는 창피하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기숙사를 살면서 취미로 학교 내
부에 있는 헬스기구를 사용하여 운동도 하였고, 공강일
때는 중간에 기숙사에 와서 자고, 지각도 하는 경험도 있
습니다. 이 역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Q3. 보람찼던 일이 있나요?
A.대학생 시절에 음악학과는 매년마다 춘계연주회와 협
주곡의 밤이라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협주
곡의 밤 오디션에 합격을 하여서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
였습니다. 이때 오랜 연습에 대한 보람을 느꼈고, 무대에
서만 느낄 수 있는 떨림을 지금도 간직할 수 있게 하였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4. 분명 어려움도 따랐을 텐데요.
A.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임용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
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떤 유형의 시험으로 보는
지, 어떤 실기를 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말 무지했습
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공부하면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
문에 ‘한마음 교사되기’ 라는 임용고시생들의 카페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그 카페를 통해 시험정보를 빠르게
접하여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5. 임용고시 공부 팁이 궁금합니다.
A. 자신의 공부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
다. 탁 트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이 있
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방법 면에서도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 읽
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신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 공간,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
이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합격생들이 조언하겠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험장 가서도 문제에 대해 긴장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시간에 연연하지 않
고, 단순히 여러 번 공부한 시간보다 한번 깊이 집중한 시
간이 더 중요하며 더불어 휴식을 가진다면 다음날 집중도
도 향상되고 좋습니다.

Q6. 스트레스는 주로 어떻게 해소 시키는지요.
A.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장
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그 순간의 기억을 잊도록 하
였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애기를 나누거
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Q7.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A. 저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
하며, 소통하는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카
리스마까지 겸비하여 따뜻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교사가 된다면 최고의 교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8.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앞으로 교과 교재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선배
교사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관하여 수업 실력 향상에 중점
을 둘 것이다. 또한 전공악기와 관련된 연주 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Q9. 전주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A.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랬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민되는 것을 한 가지 뽑
으라고 한다면 진로, 취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앞
서서 지방대학교를 다닌 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낙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자신이 얼마나 노력
하고,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젊은 청춘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파이팅!

Q10. 유가은 양에게 전주대학교란?
A. 저의 20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잊지 못할 추억의 장
소입니다. 대학교를 거쳐서 대학원까지 전주대학교를 졸
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 좋은 친구와 스승을 선
물해 준 감사한 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노력파가 있다고 한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유가은(음악학과 08학번 졸업생)선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기 자 후 기 >
본인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본인
에게 맞추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을 받았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박주경, 김윤혁기자 

“자신의 공부스타일을 
파악해야”

“많은 슬럼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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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인기 영화 ‘미녀와 야수’
를 보았다. 영화에서 프랑스의 한적한 시
골마을에 사는 미녀(배우: 엠마왓슨)는 책
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마을에
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보니 ‘혼자 생
각하는 사람’ 또는 ‘정신세계가 특이한
사람’ 등으로 마을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런데 미녀는 야수(배우: 댄
스티븐스)의 대저택에서 장미꽃을 꺾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야수의 성에 갇히게 되
는데, 이런저런 스토리 중 야수에게 무장
해제(?)되는 순간이 있다. 그건 바로 수많
은 책들이 넘쳐나는 야수의 서재와 야수
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를 줄줄이 외우는 순간에서이다. 그
동안 살면서 ‘미녀와 약수’ 책도 여러
번 읽고, 영화도 몇 번 봤는데, 이번에 영

화를 보면서 새삼스레 깨닫게 된 사실은
미녀가 얼굴도 잘생기고 사회적인 조건도
훌륭하지만 책을 읽지 않고 내면이 황량
한 개스통(배우: 루크 에반스)을 절대 좋아
할 수 없었고, 괴물인 야수와 사랑에 빠졌
던 이유는 바로 야수가 책을 사랑하는 맑
은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문득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나를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
다. 우리는 흔히들 한 사람을 정의할 때 출
신 학교는 어디이고, 부모는 어떤 일을 하
시며,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의 겉으로 드러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잣
대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소위
‘스펙(spec)’으로 획일화되어 버렸고,
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 그리고 성
실함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
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을 빼고 나
면 남는게 무엇인가? 더군다나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쳐진 대부분의 사람은 열패감
에 사로잡히고, 스펙 경쟁에서 스스로 승
자가 된 자 또한 승리에서 오는 희열은 그
리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남는 것은 경쟁
의식에 사로잡힌 불안감과 이기심 그리고
황량한 내면뿐이다. 오늘날 물질적인 부의
양은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커졌고, 이
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수
준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개인
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은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고,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우
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초조

하기만 하다. 이것이 바로 스펙으로 대표
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스펙과 맞바꾼 영혼의 치유와 떨
어진 자존감의 회복인데, 이는 좋은 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만 권
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했고,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가장 싼 값으
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라고 했다. 책은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고,
선한 생각과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자양분이 된다. 그리하여 책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으며,
진정한 내면을 파악할 수 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미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도 흉
측하고 비호감인 야수에 반하듯이 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한 사람을 정의내
릴 때 그 사람의 스펙뿐만 아니라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 자
인지, 따듯한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이 세
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자
인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인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등의 내면의
평가 잣대가 통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전주대학교의 비전은 교육만족도 1위와
기독교 명문사학이란 두 축으로부터 시작
된다.
기독교 명문사학을 향한 우리대학의 기
독교 세계관은 과연 어떠한 방향을 설정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대학의 구성원들

이 가져야할 기독교 세계관은 과연 어떠
한 모습이 합당할 것인가?
얼마 전 우리대학에서 개최한 기독교세

계관 세미나에서 차종순 목사의 호남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눔은 기독교 세계
관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할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영남이 자기계발 및 확장형의 신앙관이

라면, 호남은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자기
완성형의 신앙관이라는 분석이다.
호남은 서로 대등하게 보살펴 주는 정

중심의 농업사회이며, 억압하면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회이지만, 반면에 마음을 만
져주고 나누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호남의 기독교는 정에 대한 문화

가 아주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른 곳
의 대부분은 학교 중심적 선교이지만 호
남 기독교의 특성은 병원 중심적 선교라
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의 기독교 영성은 애양원의

포사이트 선교사, 손양원 목사와 같이 내
이웃을 품에 안는 신앙적 실천이며, 말씀
을 가까이 하는 실천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그리고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이 기준이 되
는 신앙이 호남 기독교 영성의 기반을 이
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남의 신앙은 섬김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섬김의 의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남에게 노 젓기를 강
요하거나 높이 올라서는 사람이 아닌 낮
은 마음과 모습으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
력이 되는 것이 호남지역의 전통적 기독
교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남의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

을 닮은 삶을 사는 실천에 있는 것이며, 이
것을 우리대학과 구성원들이 기독교 세계
관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성향은 각기 다른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
나하나 떨어져있는 진주 같은 보석을 꿰
어내는 기독교 세계관을 호남지역에 예로
부터 흐르고 있는“섬김”이라는 세계관
을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보고
또 실천하게 될 때, 진정한 기독교 명문사
학이 될 것을 확신하며, 지역을 향한 최고
의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노 젓는 사
람이 될 것이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섬김’

의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더 펼치는 전주
대학교가 되길 소망한다.

교수칼럼

전 한 덕  교수
(금융보험학과)

전주대학교의 
기독교 세계관

“섬   김”

스펙사회와 책에 대한 짧은 생각

스물이 되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
한 다양한 일들을 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새내기로서 대학의 교
육을 받기 시작하고, 동아리 활동, 학과 엠
티, 대학 축제 때로는 여러사람들과 함께
술집에서 한잔하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또한 스무 살이 되어야만 참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만
19세가 되면 갖게 되는 선거권입니다. 지
난 2017년 5월9일 장미대선이라고 일컫
는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 결과와 관련 된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작업치료학과 재활과학
을 전공한 저로서는 몇 가지 기사에 눈길
이 갔습니다. 그 기사들의 공통적인 내용
은 ‘장애인의 투표 접근권 문제’ 였습
니다. 한 예로는, 투표지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휠체어를 탄 유권자
가 투표를 하지 못해 투표소 밖에서 참정
권 보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력
장애인은 투표 보조용구 (점자로 이루어
진)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선
거관리자가 보조용구 사용법에 대해서 숙
지하고 있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장애인은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활동이 장애인에
게는 국민의 기본권리 중 한가지인 참정
권을 침해 받은 사례들 이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들은 대학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
생의 강의실 가는 길목에는 여러 가지 장
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몇 개 되
지 않지만 경사로가 없는 건물, 강의실 입
구의 문턱, 점자로 되어있는 전공 서적이
미비한 점 등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

겠습니다. 대학생에게 가장 보편적인 활동
이 수업참여하기 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가 있는 학생에게는 수업을 듣기 위해 그
장소까지 가는 것부터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가진 일
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장 우
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학교 및 사회 구성
원들의 ‘장애인 활동’에 대한 관심 증
가와 인식의 변화입니다. 비장애인이 일반
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 장애를 가진 이
들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
니다. 활동이 행해지는 주된 환경을 개선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본교 학생회관을 지나치
다가 입구에 점자로 된 안내판이 생긴 것
에 기뻤으며, 한편으로는 안내판의 높낮
이가 조절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의 작은 변화
를 인식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사회 곳
곳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
여 봅시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평등한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 
교수칼럼

정 윤 화  교수
(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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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안치되었던
곳이라 추정되는 정원 무덤(garden
tomb)이다. 이곳은 성 밖에 위치한다. 물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묘교회(무덤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로 참배를 간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이곳 정원무덤에도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든다.  

예수가 살아나신 무덤이라 추정되는 곳
은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묘교회
(무덤교회)외에 한 곳이 더 있다. 그곳을
정원 무덤(Garden Tomb)이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다마스쿠스 문을 나와서
돌계단을 올라서면 큰 도로다. 좌측을 바
라보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운행하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 보인다. 건널목을 건너 바
로 직진하면 작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여
기서 2백 여m 가면 오른편에 담장 사이
로 난 작은 골목이 나타난다. 그리로 따라
들어가면 초록색 철문이 보이는데, 이것
이 정원무덤 (THE GARDEN TOMB)의

출입문임을 알려준다. 
안으로 들어가면 우선 울창한 나무들과
꽃들로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 경치
가 혼잡한 도시에 지친 순례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특히 이른 아침에는 사
람들이 없어서 정원은  무덤이 있는 곳이
라기보다는 명상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제
공해준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정원 곳
곳에서 책을 읽거나 벤치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눈에 띤다. 이들
도 나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특
히 장소가 장소인 만큼  여느 여행 장소에
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로 인해 순
례자들의 표정 또한 온화하고 열린 마음
을 같이 나눈다.

마침 그날이 5월 15일 금요일 이었다.
물론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예수가 십자가
에 못 박힌 성금요일로 느껴졌다. 무덤 앞
의자에 앉아 수첩에 기록하고 있는 부부
가 유심히 무덤 안을 살피고 오랫동안 얘
기를 나눈다. 모습이 하도 진지하게 보여

서 말을 걸었다. 그는 미소 띠며 다가와서
대꾸하는데, 알래스카 사람으로 우간다,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단다. 그는
덴버(Pastors Denver Urlaub) 목사이다. 

처음 만났지만 Denver 목사에게서 신
뢰와 영적인 힘을 느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니,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
냐고 묻는다. 그의 호의 적인 반응에 내가
말했다. 이번 여행은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 그리고 스페인 야고보의 길까지 장
기간 순례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를 원
한다고 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사모(Stacey)와 셋이서 둥글게 어깨동무
를 하고 힘 있는 그의 기도를 들었다. 이
곳에서만 가능한 참 특별한 기도의 경험
이다.

이번에는 벤치에서 얘기하고 있던 부부
가 지나가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웨
일즈 카디프(Cardiff, Wales)에서 왔고
얼마 전에 교직에서 은퇴하였다며, 상냥

하게 자기소개를 한다. 그녀의 남편은 예
수의 무덤이 두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느
냐고 묻는다. 이에 성 안의 무덤교회는 너
무 인공적인 반면 여기 정원 무덤은 주변
환경이 골고다와 부합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진위 여부를 떠나 예수의 고난
을 묵상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한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 

같이 얘기를 나누던 린다 부인이 핸드
폰을 꺼내더니 손자 사진을 보여 준다. 나
도 질세라 우리 윤서 윤호 사진을 보여주
었다. 서로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다. 손주
바보는 국경도 없다.

아무튼 이곳 정원 무덤(Garden Tomb)
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데, 기쁨이 슬
픔 위에 존재한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슬픔이지만 이를 이기고 살아 나셨기 때
문에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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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으로 보는 세계 기독교역사 이야기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웨일즈에서 온 Linda 부부 

▲ 예수가 안치 되었다는 묘의 출입문 ▲ Denver Urlaub 선교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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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면 News> 전주대학교 개교기념식에서 홍정길 이사장은
‘한알의 OO’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 <2면 News> 최미정 작가는 성황작품을 통해 초창기 OO정신과 
복음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3. <4면 People> 유가은양은 대학교 3학년 때 OOO의 밤 오디션에 
합격을 하여서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였다.

4. <8-9면 Jump On> 유학을 가르치고 공자같은 유학자를 기리는 
OO로, 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과‘성균관 스캔들’이 촬영한 
장소이고, 많은 유교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5. <15면 Campus Life> OO이란‘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 각 문항의 정답을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주세요.

영 화 만 평

JJ 낱말퀴즈

<864호 정답자>

1. 박소라 건축학과 2. 이윤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3. 이세라 경배와찬양학과 4. 김수연 회계세무학과
5. 백지은 문헌정보학과 6. 오진희 상담심리학과

▶지난 865호 정답 : 청렴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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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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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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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신문배포대’ 사진찍어서 2장 올리고 선물받자!

신문사 ‘선물 퍼주기’ 이벤트

▶ 학교 교내 각 건물마다 신문을 배치하는‘배포대’가 있습니다. 
각 건물 1층에 있는 21개의 신문 배포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배포대 위치 : 본관, 진리관, 믿음관, 예술관, 학생회관, 자유관, 평화관, 공학관, 천잠관, 지역혁신관, 
스타타워, 도서관, 스타센터, 국제교류원, 순영관)

▶신문배포대 사진 2개 이상을 신문사 페이스북 (혹은 신문사 홈페이지(news.jj.ac.kr)) 
댓글로 올려주시면, 10분을 무작위 추첨하여 구정문 앞 ‘콩샌’ 5,000원권 상품권을 드립니다.
(주의 : 사진을 서로 복제하여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학교 교내 각 건물마다 신문을 배치하는‘배포대’가 있습니다. 
각 건물 1층에 있는 21개의 신문 배포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배포대 위치 : 본관, 진리관, 믿음관, 예술관, 학생회관, 자유관, 평화관, 공학관, 천잠관, 지역혁신관, 
스타타워, 도서관, 스타센터, 국제교류원, 순영관)

▶신문배포대 사진 2개 이상을 신문사 페이스북 (혹은 신문사 홈페이지(news.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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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벤트 당첨자
이찬미(중국어중국학과), 이주미(영미언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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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합니다!

·장      르 : 코미디, 드라마 

·개      봉 : 2016년 11월 23일 

·등      급 : 12세 관람가 

·상영시간 : 110분 

·감      독 : 권수경 

·출      현 : 조정석(고두식), 

도경수(고두영), 박신혜(이수현)

유도 국가대표 고두영(도경수)은 경기 도중 불의의 사고
를 당한다. 이 소식을 들은 전과 10범 형 고두식은 눈
물의 사기극으로 가석방이 된다. 이후 한집에 살게 된
두 형제는 사사건건 부딪치고 싸운다. 하지만 점점 서로

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형제애가 짙어진다. 그러면서 두
식은 두영의 유도 꿈을 잊지 않게 형다운 모습도 보여
주며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줄
거
리
◎ 

그레이스 :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쩌면 희미해지기 시
작한 요즘이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남은 동생을 위해
앞길을 돌봐주고, 준비해준 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쉽게 깨어지
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
족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고 있고, 그 울타리
가 영화 속 세상보다는 희미할지 몰라도 아직은 내게 이
런 울타리가 있다고 안심하게 해주고 있다. 그 어떤 고
난과 시련이 와도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해줄 최후의 보
루, 최후의 울타리. 가족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
‘형’이라는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최
후의 보루같은 가족의 울타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막장
의 인생 속에서 결국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보루가 되
어준 두식과 도영을 보며 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프레이즈 : 영화‘형’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
끼게 해주는 영화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나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때마다 혼자라고 느끼기도 하
고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자원과 능력이 없어서 좌절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 영화‘형’은 그때마다 나를 사

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라는 강한 디딤돌로 인해
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
다. 요즈음,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가족과 교감하지 못
하여 공허한 가슴을 혼자서 달래고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형’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
는 것 같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여러분 곁에 있다.” 5
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함께 영화‘형’을 보면서 가족
애를 느끼며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신 한번 생
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코마 :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실제 형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여겨졌다. 우리는 때로는 가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 오해를 미처 풀지 못한 채 시간이 지
나가버리거나, 오해가 깊어져 서로가 멀리 떨어져 지내
기도 한다. 한 지붕아래 살아도 마음이 멀어진 가족도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인 가족들이 있
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은 누구이며, 그 가족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이 영화를 통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
면 좋을 것 같다.

◎
학
생
감
상
평
◎

[가정의달 특집]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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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이여, 떠나라
여행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여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다. 떠나고 싶지만 시간·경제 등으로 여유가 되지 않거나 멀리 가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해 기자들이 직접 전주 근방 여행지를 생생하게 담아 취재했다. 

- 문주희기자, 김다빈, 표은혜, 김가연 수습기자

[전주 여행 탐방기]

일제 강점기,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조선시대 역참지 등의 역사적 흔적을 예술로 재구성
한 완주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뮤지엄, 김상림목공소,
책박물관, 책공방북아트센터, 문화카페 총 6가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가격도 저렴해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와서 부담 없이 즐기다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참고로 전북투어패
스를 가진 사람은 무료로 입장가능한 자유관광시설이다. 

탐방 Tip.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바로 옆에 세계막사발미술관이
2017년 4월 27일~7월 30일까지 무료관람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평일, 토,일요일)
전통예절/차문화체험/다식만들기체험/전통놀이체험
(단체체험 가능) 

•문의 : 박순자(다선향 대표) 
010. 2657.9792

티켓에 각 건물을 대표하는 도장찍는 공간이 있으니 꼭 찍어보길 바란다.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후정리 247-1번지) 일원

운영시간 오전 10시~6시(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문의전화  070.8915.8121~32

찾아가는 길 (전주대 기준)

•대중교통 : 약 1시간 15분
경로1 : 385,71 -> 111 -> 삼례역 정류장 하차
경로2 : 165 -> 73 -> 삼례문화예술촌 정류장 하차 

•자동차 : 약 25분

기자후기
취재가기 전 사전조사 했을 때는 볼거리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볼거리
가 많았다. 미술, 예술 등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고‘김상림목공소’에서 체험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책공방북아트센터’에서 직접 책을 만들어볼 수도 있고 옆 중고서점에
서 저렴하게 책을 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
다 올 수 있는 곳이다.   -문주희기자-

삼례문화예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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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남부시장은 안전행정부에서 부평깡통야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
한 야시장으로 지난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약 100m 길이의 시장 통로에 35개 이동
판매대가 들어서 향토음식부터 동남아 음식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 

탐방 Tip.
먹거리 뿐 아니라 중앙무대에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즉석 노래자랑과 디제잉, 콘서트는
물론 즉석 경매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또한 남부시장의 또 다른 명물인 청년몰은
시장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 문화, 쇼핑이 집합 된 시장 안의 시장이어서 한 공간에서
세 가지 모두를 즐길 수 있다.

위치
남부시장 안 1층 북쪽 입구~청년몰 입구에 이르는 아케이드 통로

운영시간
동절기 : 오후 6시~10시 / 하절기 : 오후 7시~자정

문의전화
063-284-1344

찾아가는 길 (전주대기준)

•대중교통 : 약 30분
61  -> 풍남문 정류장 하차
119, 385   -> 완산동시외버스정류소 정류장 하차

•자동차 : 약 15분

기자후기
이번 야시장 취재를 하면서 침체되있던 전주 남부시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지
역 야시장과는 다르게 젊은 창업가들이 꽤 많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색달
랐다. 또한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널리 알려져 한옥마을 외에도 대표적인 전주의 여행지
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가연 수습기자-

전주남부야시장

전주남부야시장 (사진출처 : http://2469109.blog.me/220983288420) 경기전 (+어진 박물관)

향교
(구르미 그린 달빛 촬영지) 

국립무형유산원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soul-
forumcommuity/4444)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ohymfooh/220890027203)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 여기는 전주에 세운 어진을 보관하기 위한 전각으로, 세종 때
붙인 이름이다. 건물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14년(광해군6)에 중건했고 지금은 전
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구르미 그린 달빛’,‘성균관 스캔들’같은 드라마와 영화 광해 등
사극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탐방 Tip.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운영시간 09:00~18:00 하절기(6월~8월)   20:00까지 / 동절기(11월~2월)  18:00까지

관람료

문의전화 063-287-1330

찾아가는 길 (전주대 기준)

•버스 : 약 35분
경로1 : 61, 165->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 하차
경로2 : 385->충경로 객사 정류장 하차

•자동차 : 약 18분

기자후기
그냥 촬영지겠지, 건물이나 몇개 있겠지, 싶었다. 근데 실제로 가본 경기전은 웅장했고 경이로
웠다. 카리스마와 임금의 근엄함을 뽑고 있는 태조의 어진을 보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가 눈앞에서 지나가는 기분 이었다. 안에 있던 어진박물관은 특히 단순히 어진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적 유물들도 많았고 다양한 포토존에 즐길거리가 많구나, 라고 느꼈다.
또 전주향교와 경기전 모두 도보로 갈수있어 좋았고,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한 여름이라 더 산
책하기 좋았던 것 같다.    -표은혜 수습기자-

경기전 향교

유학을 가르치고 공자같은 유학자를 기리는 향교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
며, 향교 내‘명륜당’이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촬영장소였다. 이 외에도 성균관 스캔들
이 촬영한 장소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유교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탐방 Tip.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방영으로 유생 의복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운 여름보다 선선
한 가을방문을 추천한다. 또한 대성전 뒤로 가면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자현당이 나온
다.(실제 이름은‘명륜당’)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은 없지만 곳곳에서 촬영한 포인트를 찾아
보는 건 어떨까?  - 유학강의 프로그램 체험 (온라인 예약 : www.jjhyanggyo.or.kr)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45-20              문의전화 063.281.2790

찾아가는 길 경기전에서 10분~15분 걸어가면 갈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 걸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

탐방 Tip.
어떤 행사·전시가 있는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
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토요
일에 하는 공연은 미리 예약하고 가야한다.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 www.nihc.go.kr)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

운영시간 공연 때마다(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대표전화 : 063.280.1400 
공연 : 063.280.1500 
전시 : 063.280.1571, 1458 

찾아가는 길버스 : 약 50분   경로1 385, 61, 535-> 752-> 국립무형유산원 정류장 하차

기자후기
규모도 크고 시설도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전부 둘러보는데만 시간이 꽤 걸렸고 볼거리
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기에 옛 선조들이 즐기던 전통놀이와 의복 체험도 있
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 딱 좋은 여행지였다. 그리고 공연, 전시회 등이 많으니 꼭 홈페이
지를 참고해서 오기를 추천한다.    -문주희 기자-

크게‘얼쑤마루, 전승마루, 도움마루, 사랑채, 누리마
루, 열린마루, 어울마루’7개로 이루어져있다.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얼쑤마루, 일반시민들, 아이들, 외국인
들에게 무형유산을 교육을 하는 전승마루, 총괄적 사
무공간 도움마루, 숙박공간인 사랑채, 전시하는 공간
누리마루, 정보자료실 열린마루, 마지막으로 국내의
무형유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형유산 세미나 등
을 하는 곳인 어울마루로 구성되어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권
개인 3,000원 2,000원 1,000원

단체 2,500원 1,500원 500원

전주시민
할인권

개인 1,000원 800원 500원

단체 800원 600원 300원

•어른:25세이상~64세이하
(65세이상무료)

•청소년,군인:13세이상~만24세이하,
하사이하

•어린이:13세미만
•단체적용:20명이상

어진 박물관 지하‘가마 전
시실’에 실제 가마가 있어
올라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출구 쪽 일월오봉도 앞
의자에서 왕처럼 사진을 찍
어볼 수 있다. 

드라마‘구르미 그린 달
빛’에서‘라온 (김유정
역)’이 실컷 뛰어다니던 장
소인 경기전 안 대나무 숲에
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사진
찍기. 

전통문화교실운영

[ [

어진박물관

대나무 숲들어가는 입구와 내부

[
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옛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직접 입어보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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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말은 사
람의 마음을 찌른다.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말은 기름보
다 유하나 그가 하는 말은 뽑힌
칼(시55:21)과 같고 찌르는 칼
(잠12:18)과 같아서 듣는 사람
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지
고 악을 토하며 ‘누가 들으리
요?’하고“그들의 입으로는 악
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
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
요 하나이다”(시59:7). 

▼ 세상에는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양약과 같은 혀를 가진 지혜로
운 사람도 있다(잠12:18). 지
혜로운 사람은 좋은 약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 입을 슬기롭
게 하여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지식이 더해진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말은 마음을 찌르는 악한
말과는 달리 사람들의 상한 마
음을 어루만져 준다. 힘든 마음,
잘못된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하
며 격려하여 회복시켜 주고 변
화하게 한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가운데 한 종족인 바벰바
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
이 낮다. 이 부족들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
을 멈추고 그의 곁에 둘러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논
리적으로 따지고 책망하고 꾸짖
고 힐난하는 말이 아니다. 그동
안 그가 살아오면서 보여 준 좋
은 일, 착한 일과 그의 좋은 점,
뛰어난 부분을 표현하며 진정으
로 그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격
려한다. 마을 사람들이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 사람
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
곡하기 시작한다. 그 때 마을 사
람들은 그를 껴안고 진심으로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후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행
하며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
의 사람’, ‘감사와 기쁨의 사
람’으로 회복되어진다. 

▼ 이렇듯 선한 말은 마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같아
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잠 25:25). 지혜로운 사
람의 슬기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좋은 약이 된다. “지혜로운 자
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
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3, 24).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선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신 선
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부산 경남지역의 선교는 헬리 데이비스라
는 청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뜨거
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국에 선교사 신청
을 한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889년 8월 5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유능한 청년이었
다. 그런 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고 영국에서 한국말을 짧게 배운 뒤
곧바로 한국 땅을 밟는다. 그는 한국 사람
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송수단도 없이 서울에
서 부산까지 걸어서 이동한다. 그리고 그
가 부산에 도착하고 하루 뒤, 세상을 떠나
게 된다. 그의 죽음은 120명의 선교사가
부산·경남지방으로 들어가는 시초가 된
다.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 중 매케이라
는 선교사가 부산에 와 나환자를 섬기는
의료선교를 시작한다. 그분이 조수로 데리
고 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다. 매
케이는 자신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
한다. 그리하여 그의 큰딸은 의사가 되고
작은딸은 간호사가 되어 부산지방에 일신
병원과 일신 여자학교를 세운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10여년 전,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한 왕의 창고에서 한 알의 밀알을 발견한
다.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생명은 없고 모양만
있으므로 매우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었다면 3000년간
수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멋진 말만
있고 실제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
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고 자신
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

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자기중심
적이고 욕심 지향적이며 자기 생각으로 가
득한 생명과 영생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
는 죽어야 할 그 생명을 붙잡고 세상 사람
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외면
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
신다. 많은 사람은 섬김을 많이 받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이다.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이다. 말씀은 실제가 없으면
단순히 소리일 뿐이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고통이 가득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지는 삶일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
고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일이 없이 단순히
말로 떠들어 댄다면 그 삶은 주님 보시기
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며 조롱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
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
은 열매를 맺느니라.”그 약속을 붙잡고 살
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홍정길 이사
(신동아법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진리의 샘
개교53주년 기념예배 말씀

우리나라 동쪽은 대대로 권력 지향적이
고 관료주의적 색채를 지녀왔다. 우리
나라 서쪽은 권력에서 소외되어 온 지
역이고, 서쪽으로부터 문명이 받아들여
졌다. 서쪽의 북녘은 중국과의 비즈니
스, 즉 상업적 색채를 지녀왔으며, 서쪽
의 남쪽(호남)은‘농업=논=쌀=돈’으
로 연결되는 수평적 색채를 띤다. 따라
서 동쪽은 소수집단에 의한 위계질서가
확실하고,‘Must be’사고와 수직적 사
고를 하는 지역이다. 이북출신 사람들
이 대개 교회 재정이나 회계부장을 많
이 담당하게 되는 반면, 서쪽은 장사를
하거나 각자 농사를 짓는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고양됐다. 특히,
호남은 똘똘 뭉쳐 협력을 잘하며, 호남
향우회가 유명하다. 동학이 최재우로
해서 경상도에서 발생하였으나 크게 발
현하지 못하였고, 혁명의 확장은 전북
(고창)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호남은 기질적으로 선배나 윗사람에게
대드는 경향이 있다. 억압을 하면 목숨
을 걸고 나선다. 따라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개신교 공
식 순교자 1,000여 명 중에서 720명
이 호남에서 나왔다(전북이 145명, 나
머지는 전남). 즉 호남은 농사사회이고,
협력과 평등, 정 중심의 사회다. 호남은

‘can be’, 즉 상하관계와 약속이 느슨
하며, 관용의 문화이다. 

경상도는‘will be’내지‘must be’
사고를 가졌다. 이 지역은 상하관계가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다. 
각 지역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창

이 다르다. 예를 들어, 동쪽이 자기계발
및 확장형 신앙이라면, 호남은 자기 완
성형 신앙이다. 대표적인 분으로는 서
서평 선교사가 있다. 호남은 서로 대등
하게 보살펴 주는 정 중심의 농사사회
이다. 억압하면 반발하고 싫어하는 사
회지만, 마음을 만져 주면 좋아한다. 따
라서 호남의 기독교는 정 문화를 터치
하면서 들어온다. 반면 경상도는 억압
을 받아도 참으며 나중에 자신이 그 자
리(억압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가면된
다고 생각한다. 

다른 곳은 대부분 학교 중심적 선교지
만 호남 기독교는 병원 중심적 선교이
다.
초창기 선교에서‘스테이션’단위가

되려면 복음(남·여 목사), 의료, 교육
3개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890년대
당시‘스테이션’단위에는 군산, 전주,
광주, 순천, 목포가 있다. 당시 의료 선
교 현장에서 가장 창궐한 피부병은 나
병과 매독인데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가

에 신음하는 나병 여인을 품으며 치료
를 시작한 이래로 700여명의 나환자들
이 광주에 모여들어 광주 주민들이 이
들을 기피하자 여수 애양원으로 이동하
였다. 잔류한 150여명의 나병 환자들
이 있었는데 최홍종 목사가 기부금 15
만원을 내놓고 이들을 보살펴서(당시
기자 월급이 30원이던 시절) 이끌고 서
울에 상경하여 나환자 400여명이 농성
하면서 조선총독부 총독과 담판한 결과
오늘날의 소록도로 이주를 할 수 있었
다. 
호남의 기독교 영성은 포사이트 선교

사처럼‘내 이웃을 품에 안는 신앙’이
며,‘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다. 즉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이자,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이 기준이 되
는 신앙이다. 호남의 신앙은 섬김의 신
앙이고 섬김의 의미는“배 밑창에 내려
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다. 이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오늘
날 나누어지는 것을 아마도 원치 않았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할
수가 없어서 나눈다. 호남의 기독교 영
성은 자기완성을 위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데에 있다. 

차종순 이사(신동아법인)

호남적 기독교 신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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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학과장 김
문택교수)에서 13일(토)에 오픈하우
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배와찬양
학과에서 매년 5월에 재학생들이 공
동체 훈련과 예배인도자 훈련, 신학교
육, 예배예술실기 등 학과에서 교육받
은 것을 가족과 지인, 졸업생들을 초청
하여 간증하며 보여주는 시간이다. 

올해 오픈하우스의 주제는 ‘열매’
였다.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
며, 김지민(16학번), 임민주(16학번)의
예배인도로 시작된 행사는 ‘열매’라
는 주제의 영상 상영 후, 재학생들의 간
증, 수화찬양, 파워워십, 혼성·여성 중
창, 무언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었다.

약 150여명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된 오픈하우수는 마지
막 순서에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
데, 재학생들의 가족이 무대로 나와 함
께 가족간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부모들
은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

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선포하는 찬양
‘Battle Field’를 재학생 모두가 합
창으로 불렀고, 강용일교수의 축도로
오픈하우스는 막이 내렸다.     

- 박주경기자

‘우린 하나님의 열매’
경배와찬양학과 오픈하우스

JOO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JOO는 대학가에서 스피치, 모델, 영어
교육 등으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접근
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모
델, 아나운서, 승무원등으로 모집한다
며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여대생을
모집하면서,평창올림픽 홍보단을 사칭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는 2016년 7월경에 공식적인 자원봉
사자들을 모집했다. JOO는 이것을 이
용해서 올림픽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활
동을 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
역에서 키 크고 스타일이 좋은 여학생
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활동을 하면

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한편, 대학생들만이 아닌 고등학생에
게도 접근하고 있다. A여학생은 고등학
교 때부터 JOO의 접근을 받았고 대학
생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연락이 왔다고
제보를 하였다. A여학생은 “자신이 다
녔던 곳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자
신에게 많은 도움이 준다고 생각했고 이
단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JOO의 출신의 모델은 4
주 이상 워킹 수업 및 비즈니스 영어 등
을 교육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키

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그들의 목적은 철저한 관리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카카오톡과 전화를 자
주하고 서로 친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좋은 멘토를 연
결해 준다고 하면서 멘토를 통해서
JOO의 교리를 가볍게 가르친다. 이렇
게 가볍게 시작된 교리 수업을 30번 정
도 듣고 나면 이미 세뇌가 되어 버려서
JOO의 신도가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사례를 입은 피해자는 캠
퍼스에서 평창올림픽 의전단을 모집한
다고 권유를 받고 인성교육, 밝게 말하
는 인사법등을 교육받았다고 한다. 매주

1회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곳의
강사가 꾸준히 밥을 사주고 주변 사람
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 성경공부를 권유했
고 의전단을 하고 싶었던 피해자는 성
경공부를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이용해서 포교하는 JOO는 여학생들에
게 거짓된 꿈과 희망을 이용해서 접근
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된 꿈과 희망으
로 접근하면서 성경공부를 진행할 때 잘
못된 점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계속 늘어 날 것이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네팔의 신두팔촉은 2015
년 4월 발생한 대지진의 주
요 피해지역 중 하나다. 2
년이 지났지만 군데군데 무
너진 주택들이 아직도 재건
축되지 못했다. 1999년부
터 네팔에서 선교사로 활동
해 온 네팔 기대(기아대책)
봉사단 박재면(58) 목사는
지난달 21일 한국기아대책
스태프들과 함께 신두팔촉
의 바데가웅 마을을 방문했
다. 박 목사는 “현재 복구
율이 20%밖에 안 된다”
라면서 “정치 외교 등 여
러 요인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
다. 당시 지진은 진도 7.8
규모로 1934년 네팔-비하
르 지진 이후 가장 컸다. 네
팔 , 중국, 인도 등에서
8,4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네팔에 서 만  사망자 가
6,000여 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신두팔촉 주민
들이었다. 바데가웅은 흙집
이 많아 인명피해는 상대적
으로 적었지만, 집들이 대
부분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
다. 지진 발생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박 목사는 기아
대책 긴급구호 요원으로 현
지에 급파됐다. 이틀 만에
겨우 비행기 표를 구해 현
지로 향했다. 그는 “시신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 전쟁

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박 목사는 “네팔에서는
당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
었다”라며 “이곳에 파송
된 선교사들은 복음의 불씨
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다”라고 전했
다. 그 불씨는 네팔교회의
섬김을 통해 나타났다. 박
목사는 이를 ‘네팔교회의
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네팔교회를 중심
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네팔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비기
독교인들을 먼저 도와달라
고 했다”라면서 “네팔 성
도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
고 피해 주민들을 도왔다”
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 때문인지 지금 네팔교
회는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섰
다”면서 “네팔 복음화율
은 당시 1%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5%가 넘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
이후 지각이 변하면서 수원
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현
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식수
문제 해결”이라며 “네팔
주민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
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
라”고 부탁했다.

세계를 위한 기도      출처 : 기도24365

“지진에 무너진 네팔”

이제 48시간이 남았다.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거울을 본다. 가장 아
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꾸민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격포로 간다. 그이
와 내가 그렇게나 좋아 하는 멍
게와 생굴을 나눠 먹으며 5월
의 푸르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마음에 담는다. 

그 자리에 빛바랜 추억들을
불러 모은다. 소꿉놀이 하다 친
구들과 다퉜던 일, 밤늦도록 시
험공부하고 별을 헤며 집에 돌
아오던 일, 어쩔 수 없이 오빠와
한 우산을 써야 했던 비 내리던
날, 체육대회 날 학교운동장에
서 돗자리 펴 놓고 맛있는 음식
먹던 일, 밤바다 파도소리를 반
주삼아 사랑고백 노래를 불러
주던 남편의 옛 모습까지. 

마중 가고 싶었던 미래도 불
러 함께 즐긴다. 굽이쳐 흐르는
내 고향 평양 대동강변을 거닐
던 우리 부부의 모습, 천사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과 그 옆
의 믿음직한 신랑까지. 
첫째 날의 나머지 반을 위하

여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연다. 남편과
정성스럽게 포도주와 과일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케이
크도 준비한다. 오래도록 마시
고 즐기며 우리들의 만남을 노
래한다. 그 파티는 나에게 삶과
이별하는 애도시간이고, 가족
들에게는 나와 이별을 준비하
는 애도시간이다.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의 반은 내 삶의 하나의 점이
었거나, 시였거나, 바람이었거
나, 눈물이었거나, 기대였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
를 하거나 편지를 쓴다.  

“잘 지내지? 네가 있어 난
참 행복했어. 고마워~~”

이제 남은 한 시간, 조용히
그 분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
상을 살면서 기뻤던 일들을 감

사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
도 감사합니다. 기뻤던 일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고, 슬프고 힘
든 일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무
릎 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나
의 마지막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임영숙(상담심리학과 14학번)

네팔 성도들의 헌신 된 섬김 

이전보다 복음화율 높아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
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
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
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 독자투고 >

‘내게 남은 시간이 48시간이라면’
<노인상담> 강의중 ‘죽음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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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ày 24 tháng 04 năm 2017, tại hội trường
tòa nhà nghệ thuật ,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Viện trưởng 고선우) đã có lời mời đến Phó
hiệu trưởng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Ông LÊ QUỐC TIẾN) tiến hành bài
giảng đặc biệt dành cho du học sinh Việt
Nam với chủ đề  ‘The New Leader’ - “Nhà
lãnh đạo mới”.
Bài giảng đặc biệt được tiến hành từ lời đề
nghị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oenju tới trường
đại học chi nhánh chính tại Việt Nam –
trường đại học anh em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nhằm  nâng cao mức độ hài lòng
của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iếng tại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oenju.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tại Hải
Phòng là một trong những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lập nổi tiếng ưu tú nhất được bộ Giáo
dục Việt Nam công nhận.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đang cung cấp những học sinh
bản địa ưu tú đến các tập đoàn doanh
nghiệp lớn của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điện tử LG, LG Display v..v), cùng với
trường đại học Joenju đã quyết định tiến

hành chương trình đào tạo số lượng lớn
học viên từ 6 tháng cuối năm nhằm đáp
ứng nhu cầu 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 của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Bài giảng đặc biệt của phó hiệu trưởng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kéo dài
trong vòng khoảng 3 tiếng, bao gồm bài
giảng và thời gian hỏi đáp đến các du học
sinh Việt Nam, và đây cũng là khoảng thời
gian quý báu để truyền đạt cách làm sao để
thành công trong quá trình du học đến các
bạn du học sinh được coi là thế hệ lãnh đạo
tương lai của đất nước Việt Nam. Đặc biệt,
Phó hiệu trưởng cũng đã giới thiệu kinh
nghiệm du học Nhật Bản của bản thân,
theo đó cho biết hiện trạng ở Việt Nam hiện
nay về nghề nghiệp, mức thu nhập, địa vị
xã hội của du học như thế nào, và đồng thời
cũng có lời khuyên đến các bạn du học sinh
từng có suy nghĩ không coi trọng việc học
mà có ý định bỏ trốn ra ngoài đi làm bất hợp
pháp kiếm tiền rằng trong thời gian du học
hãy coi trọng việc học tập tiếng hàn cũng
như chuyên ngành một cách chăm chỉ hơn

bất cứ điều gì khác.
Nguyễn Thị Thanh (học viên cao học, khoa
văn học tiếng Hàn Quốc) – một trong
những bạn đã nghe bài giảng đặc biệt – đã
chia sẻ: “Thông qua bài giảng đặc biệt, đã
giúp tôi nhận thức được rằng: Để thích ứng
với việc học tiếng hàn, gánh nặng về tài
chính,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với Việt
Nam là việc không hề dễ dàng, nhưng để
hiếu thảo với bố mẹ đang ở Việt Nam nên
tôi đã quyết tâm chăm chỉ học tập chuyên
ngành và đạt được tấm bằng thạc sỹ, sau
đó quay trở về Việt Nam làm việc tại các tập
đoàn lớn của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Theo đà tăng lên về số lượng du học sinh
Việt Nam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oenju hiện
nay, nhà trường đã mở ra rất nhiều các
chương trình miễn phí cho học sinh tham
gia như mở lớp học bổ sung tiếng hàn,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ăn hóa, chương
trình gặp gỡ và học tập với sinh viên Hàn
Quốc, chương trình Host Family v..v nhằm
giúp học sinh đạt được thành công trong
thời gian du học.

Mời phó hiệu trưởng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iệt Nam tổ
chức bài giảng đặc biệt.

1.   Ngà giờ Thứư7.06.2017 Buổ
chiề: 13h ~ 18h
2.   Đuc0ị để: Da Mok Jeok Hall star
center 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전
주대학교 스타센터 다목적홀)
3.   Chủuả: Nơ sinh viê tì việ là củ
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Việ trao
đuc0ổ Quố tế
4.   Doanh nghiệ tham gia: Sam
Sung SDI, LG Display, Đệ tửG, Han-
wha Techwin, 
5.   Cơuan tham gia: Bộao đuc0ộg
Việ Nam, Bộiá dụ Việ Nam, Sởuyể
dụg lao đuc0ộg tỉh Kwang Ju, Trung
tâ giao lư Quố tếrưuc0ờg đuc0ạ họ
Cheon Buk, Hộ du họ sinh Việ Nam
lư trúạ Hà Quố, ICC, Việ Nam ICO

Tổhứ cuộ triể lã việ là củ
doanh nghiệ Hà Quố đuc0ầ
tưà Việ Nam ở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giốg nhưau
đuc0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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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God supply all your needs? 
The Disciples struggled with that idea

and so do many of us. Why do we have
such a hard time trusting God and how
can we learn to believe Him more? One of
the things I find interesting about our pas-
sage today is that the Disciples hadn’t
learned much from the first time Jesus did
this. It’s almost identical down to the con-
versation Jesus has with them in Mark 8. 
Jesus feeds 5,000 people in Mark 6 and

then He feeds 4000 people in Mark 8. Now
just a few verses after Mark 8:1-13 we read
something really odd in Mark 8:14-21.
What was it that they didn’t understand?
They’d seen Jesus feed 5000 people with
5 loaves and have 12 baskets of leftovers.
They’d seen Jesus feed 4000 people with
7 loaves and have 7 baskets of leftovers.
Now they have one loaf and they wonder

if there’s going to be enough! So what is
it they didn’t understand? They didn’t
understand that Jesus could supply all
their needs even though they walked with
Jesus and saw what He could do. And
frankly, I think we all struggle with this
at one time or another. We struggle with
the faith to believe that God will supply
all our needs. Why does this happen to
us? Well, we’re used to doing things our-
selves. 
We think, we have to make money, we

have to pay the bills, we have to put food
on the table, we have to work for things
that we need/want and we feel that God
doesn’t do this for us. We do it and it’s
called being a responsible person and
doing what has to be done. But then some-
thing happens in our lives that we can’t
control and we can’t overcome. What do
we do then? We get mad. We get frus-
trated. We go into panic-mode. But I’ve
learned to not STAY in a panic mode, and
I don’t let that control me. I’ve learned
how to control those emotions by two sim-
ple disciplines. 
First, I tell God “I can’t do this. I don’t

have the resources or power to overcome
this obstacle in my life. So God I need you
to do what I can’t.” 
And then secondly, I wait. That’s a re-

peated theme in Scripture. Over and over
again in the Bible we are told to, “Wait on
God.” Psalm 27:14 says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And how am I supposed to
“wait?” Psalm 5:3 says “…I lay my re-

quests before you and wait EXPEC-
TANTLY.” How can we wait on God in ex-
pectation? Well, I wait in expectation
because I know God has acted in the past.
How do I know God will supply for my
needs? I look at the leftovers. The disciples
are sitting in the boat looking at one loaf
of bread wondering how they’re going to
split it up between them. And Jesus says:
“Don’t you remember? Do you still not un-
derstand?" Look at the leftovers, Jesus
says. Learn to look at what God has done
for you in the past. I’ve been blessed with
a lot of leftovers. If you sit down and ask
me to tell you of the things God has done
in my life over the years I could talk all
day long. And I’m not the hero in those
stories. God’s the hero. They’re His stories.
The other day as I was preparing my ser-
mon I came out of the room with an
empty Baskin Robbins container. 
Caitlyn my 2yr old daughter took one

look at me and walked over to the fridge
and said, “Ice cream.” I felt trapped as it
was before dinner time. I replied, “Not now,
dinner is soon.” She continued to stand at
the fridge door, calmly repeating the words,
“Ice cream.” Feeling there is no way to es-
cape this, I can only do one thing. I called
to my wife. “Hon, can you PLEASE tell
her no?” My wife kindly said to her, “Later
Caitlyn.” 
Caitlyn did not argue the fact and

moved away from the fridge. I finished
doing what I needed to do in the kitchen
and as I was about to go back into my
room to finish my message, I look over at

Caitlyn and she is sitting in her high
chair with a look of expectation. In her
mind it was later, like mommy said. She
looks at me and points to the fridge and
calmly says, “Ice cream.” I tried to change
the topic and also said, “Later.” I finished
washing the dishes and I look over and
still Caitlyn is sitting in her chair with a
look of patience and expectation. I looked
at her and asked, “What do you want?” Of
course she says, “Ice cream.” I replied, “You
want ice cream?” And her response was
her licking her lips with a giant smile. I
laughed and said, "Ok, how can I refuse
with a face like that?" 
When I went back into my room, I

thought about what had happened. I was
marvelled by her faith and expectation.
She didn't just wish I would give her ice
cream, she didn't just hope I would give
her ice cream. She was sitting there and
she expected it! I wondered if that's how
God is with us. Does He watch to see if
we really expect Him to answer our
prayers? Does He refuse long enough to
see if our faith will be expressed with ex-
pectancy? Does He smile and say, "My
beloved child, how can I not give you what
you need." 
If I, loving Caitlyn, do not refuse to give

her the desired ice cream, how much more
will our loving Father be sure to give us,
if we ask in faith, and trust in His love
and provision! 
Let us remember the leftovers knowing

what God has done for us and will do for
us

Remember We Have Leftovers (Mark 8:1-21)

By Scott Radford

I realized that I have been spending a
lot of money and I tracked down the
culprits of my savings-killer.  Reflect-
ing on my money diary, I summarized
three things that have eaten up my
budget like a hungry crocodile: coffee,
social meet-ups and the area of fashion
/ shopping.  So, I came up with my so-
lutions to save money in order for me
to stay financially fit.  I think it would
be nice to share these tips to my read-
ers, as well.

1) On buying coffee.  Avoid buying
designer coffee. I’ve learned from ex-
perience that frequently going to coffee
shops will have an accumulated dent
on your budget.  So, as a self-confessed
coffee-lover, here’s what I now do in-
stead: I now buy those ready-to-drink
coffee cups and whenever I have my
caffeine cravings, I just drink half of a
cup.  The remaining half, I put back in
the fridge and drink it again tomorrow.
Or any other day whenever I feel the
urge to satisfy my coffee addiction.  I
realized that sometimes, once I’ve al-
ready had a taste of my favorite coffee,
that’s all that I need to complete my
day.  Or to keep me pumped up.  I do
not really have to finish all of it.  

2) On social gatherings / meet-ups.
Social life is, indeed, important. But
I noticed that every time I go out and
meet friends, I have to spend money.
So here’s what I do now:  I suggest
going to less expensive restaurants, or
do less expensive activities such as
walking at the park on a beautiful day.
You can take photos of each other ad-
miring the wonders of nature or per-
haps ride a bike together.  After all, the
main purpose for meeting friends is to
strengthen your bond so the activity

itself doesn’t have to be so costly.

3) On hair and fashion. Have a low
maintenance hairstyle. Coloring your
hair will cost you money - during
AND after the process.  (Not unless
you have no plans of re-touching your
roots once your natural hair color starts
to show.) So I only stick to my natural
hair color instead of giving in to the
trend of having K-pop colored hair.
Just style your hair with a nice hat or,
if you’re a girl, learn some hairdo’s that
would look good on you (braids, any-
one?).  For fashionable clothes, just in-
vest on clothing items that are timeless
yet classy.  Perfect-fitting jeans, crisp
plain colored tops, Converse sneakers
are examples of clothing pieces that
never go out of style.  Only shop at
stores where the prices are budget-
friendly yet offer good quality clothing
items that last a long time. Just make
sure you have good posture and a win-
ning personality to match your outfit
with.  For me, nothing beats a friendly
charisma that win the hearts of the
people you meet, no matter what you
wear.  
So, there you have it.  These are three

of my money-saving tips that you can
also apply.  I hope you have found my
insights use-
ful and en-
couraging .
How about
you?  What
are YOUR
money-sav-
ing habits
that you
have learned
from your
own experi-
ence?

Jeonju is well known as the food capital of
South Korea due to its long agricultural and
culinary history. It was even designated as a
Unesco City of Gastronomy in 2012. However,
despite the wide array of traditional, modern,
and fusion dishes available, Jeonju isn’t very
well known for its international food scene. But
that might be about to change.
When I first arrived in Jeonju back in 2009,

the only "western" food around was Domino's
Pizza, McDonald's, or TGIFriday's, all of which
I enjoy, but there are only so many hamburgers
a person can eat. And don't get me wrong, Ko-
rean food is delicious, but as the saying goes,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Fast forward to 2017
though and the food scene has expanded so
much with restaurants now serving cuisine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here are too
many for me to talk about in one article though,
so I'll just recommend a few of my favourites.
The first restaurant is a nice little French

place called Lumierre. The quiet atmosphere
makes this the perfect place to go for a date or
to share a nice dinner with friends. Every dish
I've tried here is fantastic, and trust me, I've
tried quite a few. Although they do have some
classic French dishes available, like Ratatouille,
I highly recommend getting the salmon lin-
guini or the spaghetti and meatballs. You can't
go wrong with either one. Lumierre is located
in Hyojadong 2ga, behind Postco Apartments,
near the Paris Baguette.
Next up is one of my absolute favourite sushi

restaurants, Sushi Myeonjang. I feel like the
owner really loves what he does and takes great
pride in his craft. Sitting at the bar, you can
watch the master at work while you enjoy tuna,
salmon, or a mix of different types of sushi.
Everything here is great, but I usually go for
the salmon myself. The taste is unbelievable,
and each bite just melts in your mouth. Throw
a few slices of ginger on top for a little extra
flavour and you'll be in sushi heaven. Sushi
Myeonjang is located in Hyojadong 3ga, near
the police station, behind the North Face build-

ing.
Heading south of the border, there are several

Mexican restaurants that have popped up in re-
cent years. The newest, and closest to Jeonju
University, is Tacocina, which opened just last
year in shinshigaji between the Starbucks and
Angel-in-Us coffee shops. The owner recently
came back from living in the US, and you can
tell from her food that she definitely knows
what she's doing. Serving burritos, quesadillas,
tacos, and more, Tacocina has some amazing
Mexican food, and the owner is really friendly.
I'd recommend something from the menu, but
honestly, it's all quite delicious. I’ll leave it up
to you to decide.
My fourth and final recommendation is

Masala. The food, the atmosphere, the service,
the authenticity, it just doesn't get better than
this. Masala is an Indian restaurant that serves
some of the best curry I've ever eaten. The
chefs, who are both from India, make the most
incredible dishes, and there are so many to
choose from. The owner is also one of the kind-
est and most conscientious hosts I'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I highly recommend going
here with a group of friends so you can share
a few different curries. Add in some samosas,
naan, and basmati rice and you'll be set to enter
a curry coma by the end of your meal. But save
room to try the mango lassi if you can. It won’t
be easy, but it’s worth it. 
I hope that you get a chance to check out

some of these places the next time you are feel-
ing adventurous
and want to try
something differ-
ent. If you have
any of your own
suggestions, drop
by the Global
Lounge sometime
and tell me about
it. I’m always
looking for new
places to eat.

Practical Tips on How to Save MoneyJeonju's Expanding Food Scene

By Daniel Kilduff By Lis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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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양파를 알맞은 크기로 채썰기 해주세요. 2.두부를 깍둑썰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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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에 따라 간장의 양을 조절하고, 완성된 덮밥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 두부의 단단함을 원한다면 ⑤에서 두부를 으깨지 말고 볶아줍니다.
※ ⑥에서 달걀을 넣고 1분 정도 그대로 놓고, 조금씩 겉이 익어갈 때 저어줍니다.

두부달걀덮밥!

4. ③에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5. ④에 ②의 두부를 넣고 으깨가면서 다른 재료
들과 볶아줍니다.

6. 달걀을 잘 풀어준 뒤, ⑤에 넣고 함께 섞어주세요. 7. 완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요리, 두부달걀덮밥!

3.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①의 양파를 볶아
주세요.

재료 (2인분)

- 밥 2공기, 두부 반모, 양파 1/2개, 달걀 2개

양념 - 간장 2큰 술, 설탕 1큰 술

지난 11일 예술관 아트홀에서 열
린 스타강의에서는 ‘어쩌다 대학
생?!’이라는 주제로 천주희(새로
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작가가 강연
을 하였다.

‘그 어릴 적 나의 꿈은 무엇이
었는가?’ 어릴 때는 대통령, 여행
작가, 때로는 우주정복과 같은 순
수한 동심이 담긴 꿈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우리
의 모습을 발견한다. 천주희 작가
는 ‘좋은’은 무슨 의미이며,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연내용을 요약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차별받지 않

기 위해 대학에 왔지만, 대부분 학
생들이 많든, 적든 빚을 지게 된다.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함께 학비마
련, 생계를 유지하다보면, 끝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답을 발견하지 못
하고 더 이상 학력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갈바

를 잃고 만다. 우리가 다시금 진로
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천주희 작가는 이를 다섯 가지
걸음 ▶독립:‘가출하기’ ▶시간:
‘현재에서 반 발자국 내딛기’
▶관계:‘편’대신‘곁에 서기’▶
고민:‘참거나, 버티지 말자!’▶
‘아무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
지 않는다 생각으로 살아라!’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천주희 작
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
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은 혼자 사는 것 보다 함께 살았으
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다 대학생
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20대로서
‘대학생’이기보다 조금 더
‘나’를 발견하고,‘나’로써 살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했다.     

- 배종모기자

생활체육학과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테
니스 강습이 지난 4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평생교육원 테니스장에서
1학기 동안 진행되고 있다.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선수 7명과 1명
의 코치가 레벨별(초급, 중급, 고급) 개
인강습을 진행한다. 테니스 강습은 교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테니스 실력 향
상, 그리고 무엇보다 교직원들간의 친

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취지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는 본래
12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23명이 신
청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대해 이길원코치는 “전주대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처음처럼 잘 진행되어서, 2학기
에도 이런 기회가 또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채은복 교수(스마
트미디어학과, 전주대 테니스회 회장)
는 “이번 기회에 운동도 하면서, 친목
을 도모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트와 백보드 등
설비와 관리의 미흡이 조금 아쉽다.”
고 말하며, 학교의 지원으로 시설이 조
금 더 개선, 보완된다면 외부시민들과
의 교류와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였다. (문의: 063-
220-2419)              - 배종모기자

전주대학교 교직원 무료 테니스 강습

개별, 레벨별 강습 진행해

‘어쩌다 대학생?!’Knowledge Universe 
스타강의

제출 기간
2017. 5. 15. (월) - 5. 19. (금)

노트 반환 
2017. 5. 24. (수) - 5. 31. (수)

참여 대상  
학기 초 코넬노트를 배부 받은 자

제출 장소
학생회관 213호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상자 발표 2017. 5. 24. (수)     

제출 기간
2017. 5. 15. (월) - 5. 19. (금)

참여 대상 재학생 전체

수상자 발표 2017. 5. 24. (수) 

제출 방법  
1. 이메일 : jjctl@jj.ac.kr
※ 제목 : [학습법 KNOW-HOW 공모전 응시 원서], 학번, 성명

2. 방문 제출 : 교수학습개발센터(학생회관 213호)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모전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본 센터에 귀속 됨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30만원

최우수상 2명 상금20만원

우수상 5명 상금10만원

장려상 10명 상금5만원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30만원

최우수상 2명 상금20만원

우수상 5명 상금10만원

장려상 10명 상금5만원

문의 ☎(063)220-2287,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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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우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해

가정의 달 특집, ‘가정’은?
[재학생 100명대상 설문조사] 

가정(家庭)이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요, 사

회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를 알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
지, 상대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속사람’의 눈과 귀를 가져야 할 때이다. 더불어 부모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폭력,
집단 따돌림, 우울증, 자살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좋은 부모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부모’이다.

■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들

① 부모교육 :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
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
방법 등 부모교육 지원

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역 중심
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

③ 위기가족 지원 : 한 부모·조손가
족 및 위기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

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④ 아이돌봄 지원사업 :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24세 이
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

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
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⑥ 양육비이행지원제도 : 한부모 가
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
행확보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
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
원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

된 기관입니다.
▶ 긴급, 일시적인 시간제 돌봄 서비
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리
며,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
께 고민합니다. 더불어 '가정경영 아
카데미'를 통해 가족 누구나 가족성장
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갑니
다!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현재 2017년, 이시대의 20대는‘N포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
포세대를 넘어 취업과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과 희망도 포기하게 되는 세대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내포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들을 당연히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

한민국의 20대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전주대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통계청 자료와 전주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미혼남녀(20~2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력출산력 및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참고: 통계청 설문조사 자료]

남성(20~24세): 1096명 중 365명(33%)의 의견 / 여성(20~24세): 1287명 중 517명(40%)의 의견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남> <여> <남> <여>

2.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혹시 애인과 동거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나요?

3-1. 결혼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3-2. 결혼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 혼전동거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3. 최근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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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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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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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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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요

결혼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결혼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5 10 15 20 25 30 35 40

① 결혼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② 결혼은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

③ 결혼을 통해서 든든한 지지자를 얻는다.

④ 결혼을 하면 돈이 빨리 모인다.

⑤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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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생활을 일정부분은 포기해야한다
②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만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다
③ 자기개발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
④ 기혼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다.
⑤ 결혼은 육체적 정서적 피로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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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20대초반 ‘결혼?’ 

■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결혼’은? 설문조사 실시: 5/10 오전11:30~13:00 학생회관 1층 / 참여인원: 전주대학생 100명

※ 설문결과 : 전주대학교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혼전동거를 경험한 학생들은 비교적 많지 않지만,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후 혼전동거 유경험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번의 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었고, 1인가구의 증가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반응의 결과는 아님을 유추할 수 있었다. 위의 두 자료는 결혼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한 비교자료이다. 통계청의 자료와 전주대학생 설문자료는 표본과 질문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현재 20대의 대략
적인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위 설문조사를 통해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며, 결혼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에 결혼이 사
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또한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배종모, 권찬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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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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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연 일 정 ★

5월 17일(수) 외국인 연주

5월 18일(목) 음악학과

5월 23일(화) 경배와찬양학과

5월 24일(수)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5월 25일(목) 음악학과

5월 30일(화) 예술심리치료학과

5월 31일(수) 관광경영학과

6월  1일(목) 교수남성중창

소·음·악·회·로·함·께·하·는·정·오

예술이 흐르는 캠퍼스

정오의 향연정오의 향연
5월16일 (화) ~ 6월1일 (목) 

정오 12시 ~ 12시 20분

스타센터 푸드코트 앞 광장

주최 : 기초융합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