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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카툰 ‘총학생회’

4면 미국변호사 합격, 최승희 인터뷰

7면 JJ낱말퀴즈(종강기념 선물)

8면~9면 StarT 프로그램 우수자 인터뷰

14면 고구마튀김

15면 탈북민은 우리의 친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에 다할 수 없이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조그마한 시험에 부딪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이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전주대학교 교수로 세워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귀한 학생들에게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사도
의 본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학생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주대학교가 명실 공히 호남지역의  
기독교 사학 명문으로 우뚝 서서 
더욱 굳센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써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소망을 받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범 교수 (국어교육과)

굳센 믿음과 변치않는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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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승희(10학번)
가 2017년 상반기 미국 변호사시험에
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최씨가 치른 변호사시험은 2일

동안 진행되는데 미국 모든 주 공통 객관
식, 주관식, 소장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국 모든 주 공통시험 객관식은
120페이지 분량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하루 동안 보는데 1쪽 당 1분 30초 내에
분량을 읽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원어
민학생의 경우에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정도로 빠른 순발력을 요구한다.
주관식 논술문제는 21과목에서 5개의
사례문제를 출제하는데, 일반적으로 1문
제의 법적 쟁점이 4과목을 포괄하는 응
용문제가 출제 된다. 각 문제의 답안지가

노트 한권으로 법률의 내용을 상당 수준
으로 이해 할 것을 요구하며 논리적 분석
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소장 실무는 10
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를 읽고 주어진 특
별법 내용을 적용하여 두 시간 이 내에
소장 실무 내용을 완성하여야 한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미국 내에서도 최

고의 난이도 있는 시험으로 정평이 나 있
으며 외국인 학생이 합격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최씨에게 미국변호사라는 비전을 세워

주고 그 실현을 위해 손잡고 같이 뛰어
온 JALI는 2002년 법학과 고준석 교수
가 창단한 학술동아리로, 신동균 미국 변
호사를 처음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 많은
학생들을 유학, 공사 및 공무원 합격, 기

업체 취업에 성공시킨 전주대 법학과의
자랑이다.
최씨는 학부시절 내내 JALI에서 미국

계약법·동산매매법·불법행위법·재
산법·헌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
소송법 등 미국변호사 시험과목에 대한
원서강의를 법학과 교수들로부터 받으
며 꿈을 키웠고, 이후 애리조나 대학교
JD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꿈을 이루
었다.
현재 학술동아리 JALI는 방학기간에도

매일같이 미국로스쿨반, 한국로스쿨반,
취업준비반으로 나뉘어 각각의 진로에
따라 공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및 인터뷰 4면에서 계속)

법학과 10학번 최승희,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최고난이도 시험에서 합격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
과가 24일 일본 대형호
텔 3곳과 산학협력
MOU를 맺었다.
협력 대상은 호텔 닛코

아리비라·호텔 몬토레
오키나와·카누차 리조
트 등이다.  이들은 1박
당 40여만 원씩을 받는
일본의 5성급 대형 호텔
이다.
현재 일본은 2020 도

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
부 차원에서 호텔관광업
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
나 일본은 구인난이 극
심하여, 해외의 청년인
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 같은 시점에 해외취업에 특화된

전주대가 일본 현지의 호텔과 산학협력
을 체결한 것은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주대는 6월 중 일본
언어문화학과 학생을 선
발해 이번에 MOU를 맺
은 호텔에 인턴십 과정으
로 보낼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은 일본 정

부로부터 인턴십 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정도 호
텔의 직무경험과 어학능
력 등을 쌓을 예정이다.
인턴십  수료  후에는
100% 정직원으로 채용
된다. 
박강훈 일본문화언어학

과 교수는 “어문계열 학
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

입한 해외 취업형 통섭인재 양성 프로
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 
일본 대형호텔과 산학협력 MOU

JJ체전은 5월 31일에 진행된다. (사진:인문대 체육대회)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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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이 지난 23일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
사에는 수퍼스타로 선정된 학생
들과 그들의 학부모, 친구, 선후
배 등 50여명이 참여해 수퍼스타
인증을 받은 학생들을 축하했다.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

기개발활동 포인트가 500점 이
상인 7명의 학생들에게는 Su-
perstar 인증서와 해외연수 특별
장학금(항공권 및 보험료, 150만
원)이 지급되었다. 최고득점자상
은 608점(도전정신함양활동

122점, 능력개발활동 371점, 공
동체의식함양 115점)을 획득한
경영대학 금융보험전공 송동준
학생이 차지했다.
수퍼스타 인증을 받은 송동준

학생은 “수퍼스타 프로그램을 통
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체적인 청년으로 거듭
나게 돼 스스로 자긍심을 느낀다”
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대학의 Star T(Superstar
Training)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 즉 Su-
perstar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도전정신(challenge), 능력개발
(competence), 공 동 체 의 식
(community)을 함양하는 프로그
램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증 포
인트와 장학 포인트 등을 부여하
며, 이를 개인별 합산해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6명과 전주대신문사와의 인터
뷰를 8,9면에 게재한다. 
(8, 9면에서 계속)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전주대(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
연구소(소장 변주승)가 국립진주
박물관에서 공개 입찰한 임진왜
란자료 국역사업 《쇄미록( )》
번역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
영창)이 임진왜란 당시의 피난일
기 인  오 희 문 (吳 希 文 ,
1539~1613)의 《쇄미록》을 도
서로 발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
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
비는 9,900만원이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순신(李舜臣)
의 《난중일기(亂中日記)》, 유성룡
(柳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의 대표적 기
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
량의 필사본으로, 오희문이 한양
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
터 다시 돌아온 1601년 2월 27
일까지 총 9년 3개월간의 일기이
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
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쇄미록》은 1990년에 처음 문
중에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하
지만 가독성의 문제와 기존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재번역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알기 쉬운 현
대어로 재번역 함으로써, 전문연
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역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업을 맡은 전주대학교 한

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
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
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
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
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
며,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
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의 번역 사업을 통
해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
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
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그
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
문연구원이 번역을 담당하고, 국
내의 저명한 일기자료 전문연구
자 7명을 공동연구원으로 초빙하
여 학술연구와 윤문 등의 상호협
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결과물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
을 개최할 계획이다.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쇄미록’번역사업 선정

한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  ‘2017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한식조리학과 정혜정 교수가 세
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
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가 수여하는
‘2017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
생공로상(2017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영양소의 잔존율을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측정해 국
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
한 것을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

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
며 미국의 요리학교인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
ica(CIA)를 졸업했다. 식품학과
조리 및 음식문화 관련 연구로

2012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의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2012년 이래 거의
매년 마르퀴스 후즈 후에 등재
되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전문가
인명  데이터베이스(MBO,
Marquis Biographies Online)에
대한 접근 검색권도 받게 된다. 

고민 상담은 친구에게 또래상담법 교육
지난 5월 16일에 카운셀링센타
(센타장 홍지영)에서 또래상담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
서는 ‘나의 마음을 쓰담쓰담’을
주제로 우울, 자살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보고검사, 나에게 주
는 응원 메시지를 쓰는 캘리그라
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고민이 생
겼을 때 친구(55%)에게 가장 많
이 상담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전주대 카운셀링센
타(센타장 홍지영)에서는 전년도
대비 ‘또래상담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5월 16일에 있었던
캠페인은 ‘또래상담사’프로그램
의 첫활동이다.
현재 상반기 또래상담 교육 이

수자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생,
8개의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발
탁된 80명의 또래상담사들이 양
성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 중에
는 또래상담자의 자질과 상담기
술 향상을 위해 심리검사 교육,
사이버 상담, 정신건강 편견 해소
교육, 또래상담자 기술훈련(대화
기법, 갈등해결 전략 등) 양성교
육 11시간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1학
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하여
1:1 멘토링 활동과 하반기 행사
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또래상
담 활동가에게는 코칭장학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결 혼 : 정명채교수(공과대학) 장녀 6/3(토) 15시 더라빌(구.웨딩의전당) 2층 
최성관선생(학사지원실) 5/20(토) 오후12:30 고창 르네상스컨벤션웨딩홀

장 례 : 안덕춘교수(디자인학부) 장모 5/28(일) 발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직원 경조사 ●  

외식산업학과 제 10회 졸업학술제
가 지난 5월 25일 예술관 JJ아트
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최원철 부총장과

심상욱 교수, 전효진 교수, 민계홍
교수 외 내빈들과 강동원 주방뱅크
대표, 정은비 플레르비 대표 등 외
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
원철 부총장은 축사를 하며 “외식
산업에 몰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 “50명의 졸업생들
이 비전과 자신의 길을 찾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다
짐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학
술제에 축하를 더했다. 이어진 심
상욱 교수의 축사에서는 “이 자리
에 참석한 교수님들, 외빈,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외식산업학과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융합하는 자세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순서에서는 외식산

업학과 재학생이 졸업생들을 축하
하는 영상과 졸업생들의 학술제 준
비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었다. 졸업생들의 비전 발표와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임효
정 학생 외 4인의 발표가 이어졌
다. ‘몽골에서 한식교육을 꿈꾸는
少女’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임
효정 학생은, 몽골을 향한 관심과
도전정신으로 이뤄낸 다양한 커리
어를 기반으로 몽골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한식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
다. 임효정 학생은 “발표자로써 선
정되어 오늘 이 무대에 선다는 것
이 4년간의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뜻 깊은 시간이었다. 준비하는 과
정에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앞으
로 목표한 비전을 꼭 이루고 싶다”
라고 말했다.
1부와 브레이크 타임, 2부로 나

뉘어져 진행된 이번 학술제에서는
졸업생들의 음식 작품 전시를 비롯
해 포토존과 핑거푸드, 플라워 시
연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베스
트 드레서 이벤트, 추첨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많은 즐
거움을 안겨준 졸업학술제였다.

- 표은혜 수습기자

언제나 빛날 ‘청춘의 美’
외식산업학과 제10회 졸업학술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심영국)가
해외 유명호텔의 러브콜 대상으로 떠오르
고 있다. ‘취업한파’에 신음하는 다른 대
학과 달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대학까지
찾아와 학생들을 뽑아가는 진풍경을 연출
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 싱가포르 그랜드파크

호텔에 사만다 쿠(Samantha Khoo)가 방
문하였는데, 30명을 면접하고 10~15명
을 선발하게 된다. 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중 70~80%가 전주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다. 
호텔경영학과는 2011년부터 매년

40~50명의 졸업생 중 30여명의 학생들
이 해외호텔에 취업한다. 싱가포르·홍
콩·UAE 등에 있는 4~5성급 호텔에 정

규직으로 들어가
게 된다.
호텔 근무 경험

을 가진 학과장
심영국 교수를 비
롯한 교수진이 해
외로 눈을 돌려
취업 마케팅에 나
섰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친절한 고객마인드, 주변과 화
합하는 긍정적 태도, 영어 소통 능력을 확
실히 갖췄다”고 칭찬하며 학생취업에 적
극 나선 것이다.
수업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교과

목을 호텔이 필요로 하는 실습과 체험 위
주로 구성했다. 또한 매년 5~6월이면 사

제 동행으로 현장
투어를 다니며 고
객 서비스, 테이
블 매너 등을 몸
으로 익혔다. 그
리고 수시로 유명
호텔의 매니저들
을 초청해 특강을
열고 현장의 목소

리를 커리큘럼에 반영했다.
특히 호텔서비스에 영어가 필수적인 점

을 고려해 수업의 80%를 영어로 진행하
며 매 시간마다 영어 발표를 철저하게 훈
련을 해왔다. 이런 교육 덕분에 최근 5년
간의 실적을 보면 2012년 30명, 2013
년 29명, 2014년에는 35명, 2015년

20명, 2016년 30명이 외국 호텔에 진출
했다. 국내 90여개의 호텔경영학과 중 단
연 탑이다.
작년 3월에는 세계 최대 호텔그룹인 ‘메

리어트’ 와 국내 대학중 유일하게 파트너
십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메리어트는 세계
에 100여개국에 6000여개 호텔, 100
만개의 룸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도 싱가포르 하얏트

의 인사부장이 직접 학교까지 찾아와 학
생 12명을 선발했다. 하얏트는 5년 전부
터 전주대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입
도선매해 가고 있다. 올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메리어트 호텔이 화상면접을 통
해 5명을 채용했다.

전주대, 해외 유명 호텔에서 ‘찾아오는 면접’
‘현장맞춤형 교육’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해외 기업서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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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제인아,
이제 도서관에
음료를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와? 정말?
총학생회가 

열심히 일하네!

게다가 
학생회비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더라고

와! 이번 학생회
완전 최고!

총학생회 여러분! 한 학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도 응원해요!

그렇지?
수시고사때는 공부하는 
학우를 찾아가서 간식도 

나눠줬어.

총학생회

1.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기말고사가 다가온다. 중간고사를 치르

면서 기말고사 때는 미리미리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숙제하랴
게임하랴 음악 들으랴 영화 보랴 하루가 속
절없이 지나간다. 일주일도 하루처럼 지나
간다. 다짐과 다르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
다.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이제 어떻게 하
지?

‘어영부영’이란 ‘뚜렷하거나 적극적
인 의지가 없이 되는대로 행동하는 모습’
을 일컫는 낱말이다. ‘어영부영’이란 말
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어영부영’은
조선시대 군대인 어영청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어영청’은 군대 기강이 엄격
한 정예부대였다. 자랑스러웠던 어영청은
점차 군기가 문란해지면서 조선 말기 고종
때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군대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
영청은 군대도 아니다’라고 비꼬는 말로
‘어영불영(御營不營)이라 했다. 어영불영
은 음운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

는 ’어영부영‘이 되었다. 
조선 말 어영청의 기강이 바로 섰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안타
까운 일이다. 나의 다짐도 실천으로 이어지
지 못한다면 후회로 남을 것이다. 이와 같
이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울림이 다르다.

2. 부랴부랴 서둘러도 시간이 빠듯하다
부랴부랴 등교 준비를 하고, 부랴부랴 시

험 준비를 한다. 매번 급한 마음으로 정신
없이 다급하게 걷거나 뛴다.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로 어긋난 상황을 무마해 본다. 그런데
부랴부랴 챙기다 보면 뭔가 하나씩 꼭 빼먹
게 되는 것이 있다. 

이처럼 ‘부랴부랴’라는 낱말은 매우
급하게 서두를 때 사용한다. 이 낱말은
‘불이야불이야’에서 나온 말이다.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급하게 내달리는 모습
에서 나온 의성어 표현인 것이다. 의성어이
던 ‘불이야불이야’가 점차 ‘불야불

야’로 표기가 줄더니 1930년대부터는
‘부랴부랴’라는 의태어로 변형되어 서
두르는 모양의 의미로 고정되었다. 

서두르다 보면 꼭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
다. 급할수록 ‘부랴부랴’의 어원처럼 불
이 났을 때를 연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낱말의 유래
낱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뜻과 형태가 변

하기도 하고 본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기
도 한다. 낱말의 유래를 알면 그 뜻이 더 정
확하고 깊이 있게 다가온다. 유래를 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까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끝) 

☎문의: 063-220-2009, 
스타센터 306호 기초융합
교육원 행정실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제6강. 글쓰기, 첫 단추는 낱말이다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2017학년도 1학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 전주대학교 대
강당에서 더하기 총학생회 주최 하에
‘2017학년도 1학기 2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
대회가 진행되기에 앞서 ‘대학생의 학습전
략과 집중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손요한 교수의 설명회가 약 20
분간 진행되었다. 손 교수는 “단순히 스펙
을 쌓고, 학점을 채우는 등의 활동뿐만이 아
니라, 주변의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고, 4년
간 행복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전학대회에서는 제4회 JJ
체전, 총학생회 진행/향후 사업, 총학생회 학

생회비 사용내역, 2017, 8 / 2018. 2월 졸
업자 졸업앨범 안내 등에 관련해서 공지 및
논의가 되었다. 

제4회 JJ체전은 오는 31일(수) 12시~21
시까지, 인조잔디 A/B 구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본선 경기종목으로는 ‘축구/농구
/족구/발야구/피구/줄다리기/공넘기기/놋다
리밟기/박 터트리기/계주’가 준비되어있
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또한 향후 진행될 사업으로는 ‘제1회

전체농촌봉사활동’과 ‘제7기 국토대장
정’ 그리고 ‘교내 쏘카 존 도입’과
‘2017 전주대학교 가을 축제’가 있다.
이 사업들은 추후 페이스북 페이지 및 현
수막을 통해 자세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학생회 학생회비 사용내역은 지난

1~4월 사용내역부터 개강이벤트, 물품대
여서비스, 봄 축제, 선거독려 캠페인, 수시
고사 간식 이벤트, 야시장&유학생 교류
행사 등등 자세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모
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
하게 공개하였다.

전주대학교의 전체학생들을 대표하는
각 학과별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된 이 회의
에서는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준
비한 많은 기획 및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해
하기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6월 1일 오후6시30분 온누리홀에서는
1학기를 마감하는 ‘더하기 총학생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학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더 좋은 전주대학교를 만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5월 31일 JJ체전 진행 

6월 1일 더하기 총학생회 1학기 공청회

오는 6월 2일(금) 오후 7
시 30분에 전주대학교
스타센타 다목적홀에서
‘2017학년도 패션산
업학과 제14회 졸업작
품패션쇼’가 열린다.
올해 졸업작품패션쇼

의 주제는 ‘ [  ] o’
clock‘ , 시각이라는 개
념의 두 가지 의미를 유
기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의상 100여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추억,
자아, 매혹의 시각 등 여
섯 가지의 테마로 나뉘
는 이번 패션쇼는 눈으
로 볼 수 있는 시각(視覺)
개념을 시간과 때의 개
념인 시각(時刻)과 연결
시켜 해석하였고, 패션
에서 보여주는 변화와
흐름을 다양하고 독창적
으로 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엿 볼 수 있다.  

2017학년도 패션산업학과 
제14회 졸업작품패션쇼 
[  ] o’ clock : It’s time for [  ]

5월 31일 
오후
12시

[축구] 사회과학대 vs 문화융합대

[족구] 공과대 vs 의과학대

[발야구] 공과대 vs 문화융합대

[피구] 공과대 vs 사범대

[농구] 공과대 vs 문화관광대

오후 2시 개회식

오후3시
줄

다리기
예선

A조 인문대 vs 사회과학대

B조 문화관광대 vs 의과학대

C조 경영대 vs 문화융합대

D조 공과대 vs 사범대

3시30분 공넘기기/ 놋다리밟기

4시30분 결승

[농구] 의과학대 vs 문화융합대

[족구] 사회과학대 vs 사범대

[피구] 사회과학대 vs 경영대

5시10분 이벤트경기

5시30분 결승 공넘기기/놋다리밟기/박터트리기

6시 줄다리기 결승

6시20분 결승
[발야구] 사범대 vs 사회과학대

[축구] 의과학대 vs 공과대

8시 계주

8시30분 시상식

< JJ체전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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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에서 ‘긍정’으로
법학과 10학번 최승희, 미국변호사 합격인터뷰

Q1. 시험에 합격한 된 소감은?
학부시절부터 바라보고 달려
왔던 목표여서 제겐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5년이 넘
도록 앞에 놓여 있던 높은 계
단을 하나하나씩 밟고 올라온
느낌이었고, 더불어 다음 계단
을 향한 동기부여도 되었습니
다. 

Q2. 시험 합격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 있다면?
제가 미국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6년간 도전하는 동안
지도해주시고 끊임없이 응원과 도전을 해주셨던 법학과
의 고준석 교수님, 신동균 변호사님이 떠올랐고, 저의 뒤
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던 부모
님이 생각났습니다. 

Q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한 원동력은?
물론 저 또한 크고 작은 이유로 이 꿈을 포기하려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저의 주위에서 격
려해주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차 시간이 지나고 목표가 뚜렷해지
면서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Q4. 합격 비결이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조언아래 시험범위를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했었고, 기출문제를 통해 감각을 익히
는 연습을 한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변호사 시험대비 원서교재를 가지고 전주대학교 법
학과 교수님들께 다양한 논점에 관한 토론 수업을 받게
되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되었습니다.

Q5.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
학부시절에 법학과의 ‘제이리(JALI)’ 라는 학술동아리
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고준석 교수님과
신동균 변호사님의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단
순한 목표의 성취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성숙한 사
람’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변호사님으로부터 지속적
인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하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Q6.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누구나 그렇듯, 목표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생각보다 진행이 무척 더딜 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힘들다”
라고 말하게 되는 저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
니다. 결국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Q7. 인생 좌우명이 있다면?
저의 좌우명은‘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결
하자’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곤 합니다.

Q8. 여가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별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운동도 하
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쇼핑을 할 때도 있으며,
시간이 날　때는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기분전환을 합
니다.

Q9.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은?
외국계 기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실무가로서의 경
험을 쌓으며 저만의 전문분야를 찾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Q10. 꿈을 향해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장벽은 불안함
에 따르는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예전
에는 이를 두려워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현재는 그 두려
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궁리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러한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계기는 힘들어 할 때 옆에서 제
게 멘토가 되어주신 다양한 분들과 가족, 친구의 조언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긍정
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
니다. 혹여, 그 과정이 남들만큼 쉽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Q11. 본인에게 전주대학교란?
제가 전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
금과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리고 철없던
제가 감사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전주대학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기 자 후 기 >
진솔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고,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마주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
한 나에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귀한 시간이었다.

- 박주경, 김윤혁기자

‘법학과 학술동아리 JALI에서 공부’
‘기출문제연습과 교수님들의 가르침 도움돼’
‘남들과 비교하지말고, 긍정적 사고로 바꿔라’

▲2011년 여름, JALI동아리에서 방학을 맞아 비전트립을 가서 찍은 사진. JALI에서는 방학이 시작될 때 ‘비전트립’ 이라는 이름의 여행
을 떠나는데 이는 단순한 엠티가 아니라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스터디그룹별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이전의 목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의 계획을 다짐하며, 같이 공부하는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목을 다지는 제이리만의 정기적인 행사이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의자를 위해 변호하고 소송제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다. 전주대학교에는 빠른 순발력과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가 있다. 바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최승희(10학번) 
동문이다. 최승희 동문이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그녀가 전주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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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저는 학
생들을 수퍼스타로 키워내라는 명령으
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퍼스
타를 키워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음
악 오디션 프로그램인‘슈퍼스타K’
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듬어지지 않은
끼와 재능을 가진 참가자가 실력을 갈

고 닦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을 슈퍼스타
라고 부릅니다. 가르친 학생이 그 분야
의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
는 것만큼 즐거운 것도 없는 것이 교수
자의 마음이니, 수퍼스타란 ‘최고의
실력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
니다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
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
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성경말씀에서는‘지혜로운 자, 그리
고 그 지혜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야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 곧 수퍼스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
제부터인가 사회에서의 경쟁, 성공을
위해 올바름, 의로움은 우리의 관념에
서 잠시 잊어도 되는 가치가 되어버렸
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
회를 ‘헬조선’이라 일컫는 것도 우리
가 올바름, 의로움의 가치를 소중히 여
기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대세
를 거슬러 정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회 공동체를 정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우리 전주대학
교 학생들이 그러한 수퍼스타들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설레는 일이 또 있
을까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이런 명언
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
느라 우리가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정보를 추구하느라 우리가 잃
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Where is the knowl-
edge we have lost in information?)”
수퍼스타가 ‘최고의 실력자’를 의미
한다면, 교수자는 그저 학생들에게 지
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퍼
스타가 ‘정의로운 인도자’라면, 교수
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지식을 발견하여 전달하는 것만으
로도 벅찬데, 지혜를 전수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워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수퍼스타, ‘정의로운 인도자’
에게 필요한 지혜는 성경적 지혜, 곧 예
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
랑과 공의의 은혜일테니, 지혜를 전수
하는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지
는 삶의 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
다. 차라리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이라는 슬로건을 흘려듣거나 잊어버리
면 이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습니다
만, 그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라고 하
니, 그 말씀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십자
가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현재 전주대학교에서 펼쳐지는 복음화의 새로운 물
결은 단지 우리대학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값진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대한 열정 넘치는 헌신으로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전주
대학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
여 채플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혁신적인
방안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지만,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집단 채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구성원들의 기도와 노력을 기반으로 지역교회
와 사역자들의 도움을 얻어 다음단계인 ‘소그룹
채플’이라고 명명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작은
채플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그룹채플은 목회자 한 명당 6~7명의 학생이 한

그룹이 되어, 담당 목회자의 책임아래 가족과 같이
보살피며 섬기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험
삼아 시작했던 소그룹채플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를 맺어주셨고, 그 다음해 또다시 혁신하여 소그룹
채플의 다른 버전격인 ‘성품채플’을 시작하게 되
었으며, 올해에는 모든 신입생의 채플을 ‘성품채
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 나갔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교양 성경과목을 개혁하기까지 이르렀다.
비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까다롭게 펼쳐진
다양한 교양 성경 교과과정을 과감히 정리하여 전
체를 혁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 신자 학생들을
위한 ‘크리스천 베이직’과목과, 비신자 학생들의
눈높이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통합교양 성경과목인
‘기독교와 문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목들
은 1학년 성품채플을 통해 따뜻하고 적극적인 섬김
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2학년 때 접하게 된다. 기독
교의 이론적 체계와 진수를 학생들의 눈높이부터
시작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족도는 예
전에 비해 엄청난 결과로 도출될 뿐만 아니라 직접
열매로도 연결되는 놀라운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
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주대학교와 지역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단체 및 간사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천국의 연합이 이루어진
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학기 신자채플(774명), 비신자채플(1989

명), 소그룹채플(652명), 성품채플(1977명)에서
섬기고 있는 외부단체는 74개의 교회와 9개의 선
교단체, 65명의 목회자를 포함한 274명의 리더가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1학기 ‘기독교와 문화’(1260명), ‘크리

스천 베이직’(47명)과 같은 통합성경과목을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목회자 24명이 강의를 담당
하며 온힘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주대학교와 지역교회 그리고 선교단
체들이 연합하여 진행되어지는 연합의 물결은 전국
기독교 대학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

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는 시편133편의 말씀
과 같이 천국과 같은 섬김의 연합을 우리대학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1만2천의 귀한 학생

들에게 신실한 섬김과 사랑이 나누어지길 소망
한다.

교수칼럼

최 영 준  교수
(건축학과)

지역사회 연합의 
본이 되는 전주대!

어떤 수퍼스타?

생후 11~16개월은 걷기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옆에 있
는 사물을 짚고 일어서고, 다리 힘이 부
족해 자주 넘어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 발을 내디딘다. 수없이 많

이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
는다. 넘어지고 일서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무 도움 없이 걷게 된
다. 그리고 걷기 위해서 생후 4~6개월
에는 고개를 가누고, 7~10개월에는 스
스로 몸을 움직여서 앉거나 기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
고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다. 그만큼 걷
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가 처음 걸을 때 넘어지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압박한다. 그래서 남들
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에도 자신을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수많은 넘어짐을 이겨내고 걸었
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완성형인 ‘혼자 걷는 모습’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
벽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치는지도 모
른다. 하지만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했
는데 걷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걷
기 위해 발을 내딛다가 넘어져 다치기

도 한다. 만약 아이들이 넘어지는 게 무
서워서 걷기를 포기했다면,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는 걸 겁내지 않았기에 걸어 다
니고 뛰어다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발을 내딛길 어려워하
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일찌감치 포
기하곤 한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몇 번
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는데 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수천 번
다시 일어났던 사람임을. 그렇기에 처
음부터 잘하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수많은 넘어짐에도
포기하지 않던 아이였다. 지금도 넘어
지면 다시 일어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 단지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
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는 사람
들만 수많은 넘어짐을 견뎌낸 것이 아
니다. 잊지 말자. 나 자신도 수천 번의
넘어짐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사람
이란 걸.

수천 번 다시 일어난 사람
희망칼럼

김 인 영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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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세계인들이 찾는 성지이다.
이곳은 기독교성지이지만 종파에 관계없
이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사람들이 찾아든
다. 순례 행렬은 성 안에 있는 성묘교회라
불리는 무덤교회가 종착지가 된다. 이곳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즉 해
골의 곳이라 알려지게 된 것에는 헬레나
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헬레나는 서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
인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헬레나는 황제가 된 아들이 니케아 공의
회를 주제한 직후인 서기 326년 70세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
문하였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
수의 십자가 언덕 골고다를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골고다의 흔적은 사라
지고 비너스 신전이 성스러운 곳을 차지
하고 있었다. 비너스 신전은 서기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당시 채석장이던 골고다 언덕을 메우
고 그 위에다 비너스 신전을 세운 것이다.
당시는 기독교 박해 시기여서 하드리아누
스 황제가 예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의
도적으로 이방신전을 세운 것이다. 독실
한 기독교 신자인 헬레나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을 정화하
기 위해 신전을 허물도록 하였고 예수의
무덤을 찾을 것을 마카리우스 주교에게
명령하였다. 

헬레나는 이 발굴 과정에서 무덤으로
추정 되는 동굴과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
였다. 전승에 의하면 세 개의 나무 십자가
를 찾았으나 어느 것이 예수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각 십자가에서 떼어낸 조각을
어느 죽어가는 환자 옆에 놓아보았다. 두
번째 것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세 번
째 나무 조각을 놓았을 때 환자가 벌떡 일
어났다고 전해오고 있다. 다른 전승에는

환자를 오라하여 십자가를 각각 져보도록
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이 후로 예수와 관
련 된 예루살렘의 유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십자가는 조형
물이 되어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다. 

헬레나의 열성에 힙 입은 성전 건축 공
사는 10년이 걸려 서기 335년에 완공을
보았는데, 이것이 최초의 성묘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파티마 왕조의 통치자
하킴에 의해 1009년에 파괴 되었다. 그
리고 1042년 비잔틴 황제 모누마쿠스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1099년에는 십자군
에 의해 보완 등 파괴와 재건을 반복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호에 게재된 성 밖의 정원무덤과
함께 성 안의 성묘교회가 골고다로 알려
진 곳이다.  예수의 무덤에 대해서는 성경
에‘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
운 고로(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요한복음 19장 20절)’
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골고다가 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근
거로 한동안 현재 성 안의 성묘교회는 예
수의 무덤 장소가 아니라는 이론이 지배
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이는 고고학적 증
명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수의 무덤을 성 밖에서 찾으

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국
의 찰스 고든 대령이 1882년 예루살렘
성 서북쪽에 위치한 정원무덤을 발견하고
해골처럼 생긴 지형을 근거로 정원 안에
있는 동굴 묘를 예수의 무덤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적 탐사 및 고고
학적 발굴을 통해 의문이 풀려가고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성벽의 위치 변
화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당시에 골고다
는 성 밖에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파가 서
기 41년 성을 다시 축조하면서 골고다가
성 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 약

도를 보면 예수 당시의 성벽과 현재의 성
벽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내친 김에 부언하자면, 최근 들어 전주

에서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성도들의 수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기에 혹시 예루살
렘 지리 파악에 도움이 될까하여 필자의
체험과 자료를 토대로 약도를 그려 보았
다. 본 약도를 참조하면 각 성문의 위치와
베데스다 연못, 통곡의 벽, 다윗성, 예수
의 최후의 만찬 장소인 다락방, 가야바 법
정 터 그리고 베드로의 통곡 교회 등 주요
장소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성묘교
회를 가자면 스테판 문으로 들어가 점선
표시대로 따라가면 된다.

성묘교회는 요한복음에 기록 된 동산을
예상하면 빗나간다. 여기에는 나무 한 그
루 없고 동산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
다. 성묘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등불, 제의
기구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란하고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하여
콥트 교회 등 6개 종파가 무덤 주변으로

각기 자리를 잡고 진행하는 예배 의식으
로 인해 교회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탓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
만 2천 년 전의 현장으로 마음의 시선을
돌리고 그 때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글과 사진은 김천식 박사가 직접 여행
하며 취재하고 촬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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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교회(무덤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사진의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 안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이다. 골고다라고 실감은 가지 않지만,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계단을 통해 이층으로 올라가면 그곳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한다. 

밖에서 보자면 사진 오른쪽의 작은 돔 안이 그곳이다. 

▲ 성묘교회 내부에 있는 예수의 무덤

▲ 성묘교회 내부

예루살렘

성묘
교회

다마스쿠스문

Jerusalem

성전산

무슬림 지역

바데스다

십자가길

스테판문

빌라도법정

유대인
지역

베드로
다윗묘

다락방

가야바
법정

현 예루살렘 성

신양시대의 
예루살렘성

통곡교회

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시로암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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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헤롯
궁

아르메니아
지역

크리스천
지역

통
곡
의
벽

다

윗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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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면 News> 전주대는 6월 중 OO언어문화학과 학생을 선발해 이번에
MOU를 맺은 호텔에 인턴십 과정으로 보낼 계획이다.

2. <2면 News> 호텔경영학과는 수업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교과목을
호텔이 필요로 하는 OO과 체험 위주로 구성했다.

3. <4면 People> 최승희 동문은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OO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4. <8면 Jump on> 이지원 학생은 전주대학교를 OOOO이라고 표현했다.

5. <15면 Campus Life> 북한OO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이다.

● 각 문항의 정답을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주세요.

영 화 만 평

JJ 낱말퀴즈    ▶1학기 종강 특별 선물◀

<지난 호 정답자>

1. 임아라 행정학과 2. 임소완 게임콘텐츠학과
3. 박주환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 김세미 사회복지학과
5. 이세라 경배와찬양학과 6. 윤하은비 상담심리학과
7. 김은지 경배와찬양학과 8. 강푸름 상담심리학과

▶지난 866호 정답 : 전주대학교

※6/2까지 정답을 보낸 분중 무작위로
3분께 20,000원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2장)을 드립니다.
※ 조합한 글자를 학과/학번/이름 
연락처와 함께 ysrest@jj.ac.kr로
보내주세요

실

인

긍

탈

관

본

진

일

생

정

교

습

이

사

지

포

·감독 : 강제규  ·등급 : 15세 관람가  ·개요 : 전쟁, 드라마, 액션 / 한국 / 145분 / 2004.02.05. 개봉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   태극기 휘날리며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5월 17일(수)9시~6월 14일(수)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5월 17일(수)9시~6월 20일(화) 18시
▶소득구간(분위)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
(단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는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상단메뉴)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가구원 동의 가능
(미혼의 경우 부·모, 기혼의 경우 배우자)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1학기 신입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접속후 신청

▶서류제출방법 :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가능

서울에 사는‘진태(장동건)’는 돌아가신 아버지
를 대신해서 가장이 되어 말을 못 하시는 어머
니와 자신의 약혼녀‘영신’(이은주)과 동생 4명
을 책임지고, 자신이 아끼는 동생인‘진석’(원
빈)의 대학진학을 위해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인
삶을 살고 열심히 일한다. 어느 날, 북한과의 전
쟁이 일어났다는 호외가 배포되고‘진태’와 가

족들은 외삼촌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만 만 18세로 징집 대상이었던
‘진석’이 강제로 열차에 끌려가고 동생을 구하
기 위해‘진태’또한 뛰어들어갔지만‘진태’또한
징집 대상이어서 군용열차에 몸을 싣고 전쟁터
로 가게 된다.

◎
줄
거
리
◎ 

Q1. 북한군이 된 형의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다빈 : 인간적인 면에서는 형의 행동이 이해가 간
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는 형
이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
을 위해 많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인 것은 잘못된 행
위이지만, 형의 마음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준영 : 형은 자신의 동생이 죽은 것으로 알고 남한
군을 죽이고 북한군에 소속하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는 이해할 수 있지만, 조국을 버리고 적군이 된 사람
을 용서할 수는 없다. 

은혜 : 온전히 저 당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일이었다. 전쟁이, 그것도 엊그제까지 한민족
이고 같은 국가의 사람으로, 또 이웃과 친척으로 지
내다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렸던 시절이었다.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는 희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벌어
질 수 있는 일들이었다. 동생을 위한다는 그 사랑이
어찌 생각하면 박수 받을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목
숨을 바쳐서 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표출
하기 위해 했던 행동은 비인도적이었으며 정말 '전쟁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지금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삐뚤어진 사랑이라고들 하지 않
을까.

Q2.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은혜 :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전쟁의 과정 속에서
희생되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 인간성 훼손은  무
시할 수 없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던 독일
의 경우 당시 많은 이들을 수용소에 집어넣었고, 죽
였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대인을 비롯해 집시, 장애
인 등 많은 이들의 인권이 그 발 아래서 짓밟혀나갔
다. 이처럼 인류 역사 속 전쟁은 그 속에서 죽어간 많
은 이들의 아픔의 역사인 것이다. 전쟁은 결코 일어
나서는 안되며,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성이 훼손되
는 행위이다. 그것이 [태극기를 휘날리며]처럼 동족간
의 비극이라면 아픔은 더욱 깊어진다. 6.25 전쟁 이
후 우리는 아직도 그 아픔에, 상처의 깊이에 매여있
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것에 묶여 이산가족이 생겼고
납북자가 생겼으며 유족들이 남았다. 이렇게 많은 아
픔들을 남기는 전쟁이 부정적이고 아픔의 역사일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빈: 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전쟁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전쟁은 국가 간의
경쟁이다. 경쟁은 자연스레 발전을 가져온다. 국가 간
의 관계를 체계적이게 만들어주고, 각 국가의 국방적
인식을 길러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전에 비해 전
쟁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피해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영화로 본
6.25전쟁만으로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
을 잃고 나라는 황폐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세대
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본 모든 사람이
전쟁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기
에 나는 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렇기
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다.

Q3. 영화를 통해 한국전쟁이 우리나라에 준 의미는 무
엇인가?

다빈 : 영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
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민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둘
로 나뉘어서 빨갱이라 욕하며 서로를 헐뜯고 전쟁으
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몰살시키는 것을 보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졌다.

준영 : 가슴 아픈 역사 민족 간에 싸움 적대감을 드
러내놓고 지금도 아슬아슬한 관계이지만 한나라에서
시작한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원망하고 죽일
듯한 상태인 건 무척 슬픈 일이다 6.25 한국전쟁은
뼈아픈 우리의 역사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
아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은혜 : '진태'와 '진석'의 이야기 속에서 감독이 녹여
낸 것은 6.25한국전쟁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가족 사이
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영화
가 '전쟁'이 줄 수 있는 참혹함은 어디까지인가? 그리
고 남은 6.25 참전용사나 유가족 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석'은 노인이 되어서야 헤어졌던
'진태'를 다시 만난다. 물론, '진태'는 이미 죽은 후 유
골로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전쟁
이 남긴, 아물지 못한 상처를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영화 후반부, '진석'은 이렇게 말한다. "돌아온다고

했잖아요."라고. 이 땅에서 해방 이후 벌어진 단 한번
의 전쟁이었다. 앞으로는 상처를 더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치료해나가야 한다. 이 영화는, 애국심도, 감동
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남은 이들'이다. 상
처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품어야 할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 자유
는 공짜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도 좋지만, 그 시절
의 상처를 벌써 수십 년째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도 시
선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 기자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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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수퍼스타’를 낳는다
[Star T Program이 낳은 7인의 수퍼스타 인터뷰]

지난 23일 자기계발활동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 ‘수퍼스타 인증서’수여식이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5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Star T Program(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과 앞으로의 진로 등 총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의 스펙과 값진 경험을 만드는 ‘수퍼스타’에 도전하기 바란다. 
- 문주희 기자

[ ]
인터뷰 질문

1. 5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2.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3. 후배 또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4. 나에게 전주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5. 앞으로의 꿈과 진로는 무엇인가요?

1. 초반에 뭣도 모르고 활동했는
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점수를 그냥 내버려두기 아쉬워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휴학을
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
와 취업 프로그램 등을 듣고 독
서기록장도 열심히 작성 했더니
결국엔 기준점에 도달하게 되었
습니다.

2.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혜택을 충
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이
나, 집단 상담, 독서기록, 탐방 같은 저한테 유익한 것을
무료 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참여하는데, 점수까지
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 해야겠다
는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여러 가
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덕에 저의 가
치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3. 여러분, 비싼 등록금을 내시는데, 그 등록금이 아깝지
않도록 많이 활동하고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렇게 차곡
차곡 쌓다가다 보면 점수도 얻고 또 수퍼스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생활 중에 제일 후
회되는 것이 놀땐 안 놀고, 공부할 땐 공부 안했다는 겁
니다. 신나게 노시고 신나게 공부하세요. 그것이 가능할
때가 바로 대학생활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을 찾아서 목표를 만들어 가세요. 아무리 넘어져도 목표
가 있으니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4. 전주대는 저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일부입니다. 

5. 저는 상담심리를 전공했는데 회계를 복수전공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자
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저
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학교에 카운슬
링 센터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예은

1. 자격증 부분에서의 비중이 컸
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개당 최소 100
점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다보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
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포인
트가 필요한데, 학교 취업지원
실 연계를 통해서 관련 프로그
램을 수강하고, 대외활동 등을
통해서 수퍼스타 요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 우선 편협했던 학교생활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
다. 무엇보다 수퍼스타 요건을 달성하려면 여러 부분에
서의 기본 요건을 달성해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벗어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
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제가 준비하는 목표나 진로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주변에 수퍼스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후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도를 아는 후배들도 500점이라
는 점수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시도조
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금방 수퍼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
건을 달성한 제가 산증인인데, 모두들 ‘할 수 있다’라
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6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곳입니
다. 이제 8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나중에 멋
진 선배가 되어서 당당하게 학교의 후배들 앞에 서고 싶
습니다.

5. 진로라고 한다면 금융 쪽입니다. 영업관리 쪽으로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면접과 최종 면접을 앞두
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꿈이라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송동준

1. 끈기가 부족해서 포기하고 싶
을 때가 많았지만‘CA 태용희
선생님’께서 제게 칭찬과 격려
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
에,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습니
다.

2. 도전 하는 것이 두려웠던 제
게 도전 정신을 심어줬고,‘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
습니다.

3. 취직을 하기 위해 성적 관리, 자격증 취득 같은 스펙
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
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제가 성장 할 수 있게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준 고마운
곳입니다.

5.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장르를 불문하고, 조
금이라도 힘을 보낼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
고 싶습니다.

최정은

1.사실 처음부터 수퍼스타를 목
표로 점수를 모은 것은 아니였습
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
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했더니 점수가 저절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2.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
한 분야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배웠습니다. 전공수업 외에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3. 아직까지 많은 학우들이 StarT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관심을 가지
고 도전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4. 다양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놀이터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5. 전공을 살려 금융, 회계세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
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이새롬

1. 500점을 모을 수 있었던 비
결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2학년 1학기 때에 사회
과학대 CA실 게시판을 통해
‘수퍼스타’에 대해 알게 되었
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수퍼스
타’가 되기 위해 CA실에 자주
방문하여 500점을 모을 수 있
는 방법 등에 대해 CA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을 찾아 하나하나 하다 보니 500점을 모을 수 있었습니
다. ‘관심’이 없었다면 ‘수퍼스타’는 남들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하나씩 성실하게 하다보
면 어떤 일이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전주대학교는 슈퍼스타 외에 제가 경험했던 CA실을 통
한 진로상담, Catch The World를 통한 해외탐방, 튜터
링을 통한 학습지원, 취업지원실 CAP+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정보 획득 등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프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우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관심’을 가지고 많은 프
로그램에 참여해봄으로써 대학생활 하는데 재미를 느끼
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전주대학교는 저에게‘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
다. 특히 제 학과인 문헌정보학과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과의 진로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고, 학과 특성화사
업단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주대학교 입학
전 막막했던 지난날이 있었지만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
과에 입학하여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5. 제 꿈은 전주대학교의‘수퍼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 제 진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국회도서관 사서
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국회 입법 활동을 지
원하는 곳입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현재는 학교공부와
병행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내년에 있을 국회사무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회도서관에서 근무 할 것
입니다. 

구인국

1. 목적과 목표가 있었고 함께하
는 친구가 있어 이룰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대학
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열심
히 참여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있
었습니다. Star T 프로그램은 마
음가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수단이자 이룰 수 있었던 동기부
여가 되었습니다. 500점에 가
까워질수록 할 수 있는 일 중에
점수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
택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Star

T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과 자격증 취득 같은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친구와 함께였기 때
문에 과정이 즐거웠고, 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
다.

2. 당시 자기소개서 중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
획에 대해 서술하는 질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던 ‘Star T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자기개발에 힘쓰
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 다짐이 저의 전반적인 대학생
활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SP/CP 점수를 받을 수 있
는 여러 항목 중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
하고, 실천한 일을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서 앞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게 되
었습니다.

3. 임상실습을 나온 저에게 한 임상선생님께서 하신 질
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대학생으로써 취업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를 자문자답하
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주대학교 학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4. 저에게 전주대학교는 인생사진입니다. 인생사진의 사
전적 의미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굉장히 잘 찍힌 사진’을 일컫는 유행어입니다.
현재까지 전주대학교에서 만들어 간 대학생활이 저를 대
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학기동안에도 저만의 인생사
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로이며, 그 사
회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이지원

1. 대외활동에서 만난 선배를 통
해‘수퍼스타 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전주 어진
박물관에서 공식 자원봉사 활동,
2학년 때 전주대학교 몽골해외
봉사,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장
학혜택을 받는 한국장학재단 홍
보대사를 1년 동안 활동해 전주
대를 넘어 전북 대학생들과 함께
장학재단을 홍보하며 전국 각지
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국한하지 않고, 교류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이러한 활동들이 차곡차곡 쌓
여 어느새‘수퍼스타’가 되어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
렇듯이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슈퍼스타의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 Star T 프로그램은 총 3가지 항목 중 도전정신함양활
동이 수퍼스타 의미에 더 강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대학생활 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성취
했던 결과들을 증명해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엄마, 할머니와 함께 오사카교토로 자유여행을 가서 숙
소, 교통 모든 것을 제가 다 계획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
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
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도전하며 제 자신을 발
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3. 수퍼스타를 포함하여 전주대학교의 많은 장학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학교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직접 발로 뛰고 알아보았어요. 모든 일은 자신
이 노력하고 공들인 만큼 나중에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
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CA실 선생님들과 꾸준한 소
통으로 꼭 수퍼스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저에게 전주대학교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해요. 표지판
은 네비게이션과 다르게 앞으로의 주행거리가 얼마나 남
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주체적으로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학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함께 관심 있는 분야를 복수전공하며 바쁘게 살
았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을 비교해보면 주체적으로 미래
에 대해 계획하고 그 기반의 모든 것이 전주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운 존재이죠.

5. 평소 중국 기업에 관심이 많고, 중국문화 환경이 잘 맞
아 2학기 때 중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유학
을 통해 어학을 길러,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습
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착륙하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
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
비스 마인드를 겸비하여 한-중 노선을 이용하는 손님뿐
만 아니라 동방항공을 이용하는 손님께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백윤아

몽골해외봉사

춘풍의 처 공연태 공연

마라톤 완주

워드,한자,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사 자격증

헌혈훈장 수여받은 사진

몽골해외탐방

튜터링 활동 사진

캐치더월드 -싱가포르 우리은행지점

한국장학재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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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의 성경책에는 구절마
다 ‘T, P’라는 이니셜이
써져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
이 궁금해 하자 무디가 대답
하였다. “‘Try(실행)하였
더니 Proof (증명)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
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실천
했더니 말씀 그대로 증명되
었다는 놀라운 신앙고백이
다.  무디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머
리에 지식으로만 남겨 놓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읽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겼던 것
이다. 

▼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의 요소가 있다. 신앙의 의식
화와 신앙의 생활화이다. 어
느 신학자는 이 둘의 관계를
마치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
너스 전류로 비유한다. 플러
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흐르
면 전기는 되지만 전력은 될
수 없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 만나야 비로소 큰 힘을 내
는 전력이 되듯이 신앙의 의
식화와 신앙의 생활화가 함
께 이루어질 때 신앙의 위대
한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자신이 믿는 것에 관심
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
의 의식화이다. 하나님에 대
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
역, 성령의 역사 등을 배우고
익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의식화하는 과정이다. 하나
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내
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를 깨닫는 등 하나님과의 수
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일
이 신앙의 의식화가 주는 유
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
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의식화라면, 신앙이 생활화
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예
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
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
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 사
회, 직장, 학교 등 실제 생활
의 장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수평적인 모습이다.

▼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
학교가 세상의 소망,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의 의식화 못지않게 신앙의
생활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앙의 생활화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라”(마5:13, 14).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
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
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가 중
요하다. 흔히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해 믿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예수님
은 우리를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
재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데 마음이 허전하
고 공허할까? 우리는 왜 온전한 신앙을 같

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
서 이야기 해준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
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 허리띠
를 강가에 돌 사이에다 숨기라고 말씀하신
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행한다. 또 다시 하
나님께서는 다시 꺼내보라고 말씀하신다.
그 베띠는 썩어져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말
씀하신다. ‘베띠는 허리에 있어야하는데
거기에 있으니 썩지 않으냐, 너희는 나의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한다.’ 이 베 띠 포
퍼먼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하
나님은 그냥 내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
신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썩어져가고 공허
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타협
하고 ‘다음 주일에 기다려주세요’라고
약속을 한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
는가? 우리 주님의 옆에 꼭 붙어 있어야한
다. 허리는 허리에 붙어있어야 하는데 주님
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썩는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
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삶의 시간
들을 보내는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한다. 

예레미야 13장 10절“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와 11절 말씀을 보

면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요
즘 찾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홍수처럼 나오
는 말씀을 안 들을까? 들을 것이다. 그 때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듣고도 움직이지 않
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행함 의미한다. 식물인간이 조금만이라
도 움직이면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라
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뜨라면
떠야한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연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
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곁에 붙
어있어라.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냥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우리 주님을 느끼고 나와 함
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행복이 더
커진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
망한다. 또한 이 전주대학교도 여러분들 때
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한다.

정용비 목사
(전주온누리교회 담임)

“베 띠 퍼포먼스”(예레미야 13:10~11)

진리의 샘
목요아침기도회 설교 요약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날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저의 딸을 통해 생
긴 습관입니다. 미세먼지로 비염이 심해
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챙겨줘야 하는지
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예민해지면서 도대체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려
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잿빛으로 변하게 하는지 생각하다가도
맑은 하늘은 언제부터인가 제 자신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선물해 주었습
니다.
‘하늘이 맑다’는 이유만으로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오늘입니다.

제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
춘기 시절 갑자기 생겨난 장애는 제 삶
의 전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도,
친구도, 소녀의 꿈도, 성장도 모두 나와
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학
교를 다니며 전국성경고사대회에 노회
를 대표해 나갔던 똘망똘망한 아이는 교
회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고 숨어야 하
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
고 서서하는 투정들은 어리광처럼만 보
였고 제 눈엔 모두가 꾀병처럼만 느껴졌
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출발선상에 세워 놓으셨다고... 이
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며, 왜, 나만 이
렇게 뒤쪽에 따로 놓으셨냐?’고 하나님
을 만나면 꼭 물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
습니다. 

이런 제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결혼한 후 아이를 낳고 또 저의 삶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
며 어느새 단단한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
게 되었습니다. 마흔이 넘어 다시 공부
를 시작하기까지 어렵게 결심하고 대학
에 편입학을 하였는데 그 당시 너무나
싱그럽다 못해 풋풋하기까지 한 학생들
틈에서‘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
지...’라는 공황감에 잠시 빠지기도 했
던 처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얼마나
여유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이었습니
다. 점심을 먹고 천천히 강의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감미로운 노래가 들려왔
습니다. 딸을 태교할 때 저의 장애와 노
래 실력만은 닮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기에 노래를 잘하는 남자에겐 일
단 후한 점수부터 주곤 합니다. 스피커
하나 달랑 들고 나와 멋진 청년이 그 날
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
요.~’
잠시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아 참 감

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
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가, 노래
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마음이 맞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무가, 가슴 밑바
닥 깊이 눌러놓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채워주는 학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은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는 내 남편이,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이... 이 모든 것들
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
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찾지 않더라도 맑은 하늘을 올
려다 볼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
의 바램과 조금은 다를지라도,‘그리 아
니하실지라도’지금의 삶을 허락하여 주
심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오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 미
(상담심리학과 14학번)

[ 독자투고 ]



11제867호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지난 17일 오후 4시, 교수연구동 8층
대회의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사회적 의미와 학
술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천잠인문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전주대
학교 인문대학과 인문과학 연구소, 사
회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고, 기초융
합교육원과 도서관에서 후원한 이 학
술 심포지엄은 개회에 이어 이양호(연
세대학교 명예교수)교수, 박경미(이화
여대 기독교학과)교수, 이순태(전북인
권선교협의회)회장, 한상렬(한국진보
연대)고문의 발제가 이어졌다.

‘종교개혁의 이상’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진행한 이양호 교수는
“죵교개혁운동은 여러개의 운동이
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 칼빈의 종교
개혁운동, 급진적 종교개혁운동, 카톨
릭의 종교개혁운동이 있다. 이 다양한
운동들은 중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
대를 열기위한 종교의 근대화운동이
었다.”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권력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1을 진행한 박경미 교수
는 “종교개혁이란 격동의 시대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역사상 가장 행복한 지식인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하며, “생각의
힘으로 전체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한
시대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에
서 그들을 가장 성공한 지식인들이 아
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혹독한 신분제 사회 안에서
시대를 돌파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다
른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루터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시대정신을 이
끌었고,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 존재를 투신해 종교개혁을 투
신해 종교개혁을 이끌었다.”며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평가하였다.
뒤이어 ‘종교개혁과 사회변화’라

는 주제로 발제2를 진행한 이순태 회
장은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본
질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의 원
음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실
체에 대한 거부, 즉 ‘프로테스탄트’
의 정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
다. 종교개혁은 사회변화와 상관성이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

을 끼쳤다. 이는 사회복지제도 까지도
발전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로부터의 개혁, 즉 경건을 강조
하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야 한다.”고 전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종교와 실천’이
라는 주제로 발제3을 진행한 한상렬
고문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으로
만 참 교회를 회복해야 하며, 오직 예
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와 한 몸이 되
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 자유로
거듭난 정의만이 참 정의이며, 사랑과
자유 그리고 정의 이 중 하나라도 없으
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을
전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하면서 이번 종교개혁학술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
천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바라보
며 다시 믿음으로 회귀하고, 오직 예수
님 한분만으로 살아가는 개인,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
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 배종모기자

천잠인문학술심포지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사회적 의미와 학술적 성찰’

아직도 허무맹랑한 주장에 현혹되고 있는 대학생들
이OO씨는 계속 국제적으로 자신의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국제적인 행사 및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국제 문제와 전쟁을 종식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도들을 이러한
발언에 아멘으로 답하고 열렬히 환호했
다. 현재 신OO의 국적제적인 행사에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동원되고 있다.

신OO 신도들에게 숫자는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OO 신도 수가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게 되면 육
체로 영생하고, 세상의 왕 노릇을 하여
영생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

하면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OO가
주장했던 영생의 공식적인 교리가 변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숫
자는 이미 다 채워졌지만, 이제는 숫자
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표어를 바꿔 가
면서 이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신OO가 주장했던 종
교 대통합을 위한 그들의 상징적 숫자
는 결국 숫자 놀음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
는 부분이다. 이들은 15만 명 이상의 신

도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많
은 인원들로 국제적인 대회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미혹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자신들의 교세를
자랑하고 교세를 늘리는 역할도 하지만
내부에 있는 신도들을 단속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신OO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신OO는 공식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리를 선언하

고 있다. 신도들은 그만큼 더 많은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얼마
전 자료에 의하면 재정적인 부분에 집
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러한 이
벤트 행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누구나 이들이 매우 허무맹랑한 주장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이미 이들의 교리 교육을 통해서 현
혹이 된다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믿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이들
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지난 5월 17일(수) 낮 12
시- 군산진실교회(담임목
사 임홍길)에서 군산 전발협
제3기 회장으로 임홍길 목
사가 선임되었으며 제1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기
타 임원으로는 부회장 이성
률 목사(군산우리교회), 총
무 김기철 목사(옥산교회),
서기 남준우 목사(주성교
회), 회계 장용배 목사(기쁨
의 교회)와 간사로 강희관
강도사(동명교회)가 선임되
어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
해 활동하고 있다.

전발협은 1997년 10월
13일 55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호남 유일의 기독교명
문사학인 전주대학교의 발
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초대 회장으로 김동건 목사

(전주중부교회 원로)가 선임
되었으며 오성택 목사(남전
주교회)가 현재 제7대 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발협
은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
해 기도와 유학생 장학금,
목회자세미나, 유학생 Host
Family 사업, 그리고 캄보
디아 NPIC-JJ Friendship
Center운영에 적극 참여하
고 있으며 채플 및 기독교교
과목에 참여와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전발협은 군산
전발협을 비롯하여 전주(회
장 오성택목사), 익산(회장
장세준목사; 대장교회), 정
읍(회장 박종식목사; 정읍중
앙교회), 임실(회장 박원종
목사; 영광교회)에 조직되어
있으며 도내 교회 목회자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군산 전발협(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 협의회)

제3기 회장 임홍길 목사 선임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25일(목) 스타타워 1층
로비에서 생활관 단식 탁구 대회를 개
최했다. 스타타워 1층 로비에서 총 16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
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남학생 및 여학
생들도 참여하여 선수 못지않은 실력
을 뽐내 극강의 재미를 더 했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 매 월 1회 관생
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생
자치위원회와 정기모임을 갖고 서로
의 의견을 나눴다. 요구사항 중 스타빌
샤워실, 벽지, 블라인드 교체 등 각 학
생생활관에 필요한 보수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할 수 있도록 진행 중
에 있다.

학생생활관, 탁구대회

예배안내

♥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
매주 목요일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된다.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한다. 
■ 6월 2일 설교 : 조영근 목사(진버들교회 담임)
■ 6월 8일(종강) 설교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

♥ 교직원 종강예배 안내 ♥
■ 일 시 : 6월 14일(수), 11:00, 대학교회
■ 설 교 : 김석호 목사(서문교회 담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한 영성회복프로그램

샤이닝 글로리는 1996년부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영성회복프로그램으로 세상속에서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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Ở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một mặt đóng
góp vào sự thúc đẩy phát triển nguồn cung
cầu nhân lực chuyên môn tại nơi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ầu tư tại Việt
Nam, cùng hỗ trợ nuôi dưỡng tri thức cần
thiết ở trong doanh nghiệp và thông tin
tuyển dụng cho người tìm kiếm việc làm.
Vì thế nên sẽ tiến hành thực hiện "Triển
lãm việc làm của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ầu tư tại Việt Nam" giống như dưới
đây. Mong sẽ nhận được nhiều sự quan

tâm và đến tham dự của toàn thể các bạn
học sinh Quốc tế Việt Nam đang theo học
tại Hàn Quốc.
1.   Ngày giờ: Thứ tư 07.06.2017 Buổi
chiều: 13h ~ 18h
2.   Địa điểm: Da Mok Jeok Hall star center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전주대학교 스타센
터 다목적홀)
3.   Chủ quản: Nơi sinh viên tìm việc làm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iện trao đổi
Quốc tế

4.   Doanh nghiệp tham gia: Sam Sung
SDI, LG Display, Điện tử LG, Hanwha
Techwin, 
5.   Cơ quan tham gia: Bộ lao động Việt
Nam, Bộ giáo dục Việt Nam, Sở tuyển
dụng lao động tỉnh Kwang Ju, Trung tâm
giao lưu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Cheon
Buk, Hội du học sinh Việt Nam lưu trú tại
Hàn Quốc, ICC, Việt Nam ICO

Khai mạc triển lãm việc làm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ang đầu tư tại Việt Nam nă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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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Christian should want to know
God’s will for their lives. To be in the
center of God’s will is always the best
place to be! It’s the place to be blessed by
God, cared for by God, protected by God,
and provided for by God!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All of us should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n our
text in Acts 16 there are 3 basic facts
about God’s direction for our lives. 
1. God usually leads through com-
mon sense. 
In our text, Paul is beginning his sec-

ond missionary journey. He decided to
take young Timothy with him. Verse 3
says that Paul circumcised Timothy be-
cause of the Jews who lived in that area.
Paul did this because it made GOOD
common sense. If he hadn’t circumcised
him he would have limited Timothy’s

ministry. I Cor. 9:22 “To the weak I be-
came weak, to win the weak. I have be-
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When NASA first started sending up as-
tronauts, they quickly discovered that
ballpoint pens would not work in zero
gravity. To combat this problem, NASA
scientists spent a decade and $12 billion
developing a pen that writes in zero grav-
ity. The pen also wrote upside down, un-
derwater, on almost any surface including
glass, an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below freezing to over 300 C. The Rus-
sians simply used a pencil. I guess com-
mon sense is just not so common
anymore. Common sense is using wisdom
and the BEST place for gaining wisdom
is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2. God sometimes leads through

circumstances. 
Up to this point in Paul’s ministry Paul

apparently went wherever he wanted to
go. Even when he had a “sharp disagree-
ment” (Acts 15:39) with Barnabas he did
what seemed best to him. Now, he wanted
to go to Ephesus, but the Holy Spirit hin-
dered him somehow. Some people think
that the Holy Spirit spoke to Paul in an
audible voice, like “Don’t go that way,
Paul!” I certainly don’t want to limit God
and say that He didn’t do that or can’t
do that because God can do whatever He
wants, because He is God. However,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Paul just en-
countered a series of closed doors.
Whether it was an inner feeling or outer

frustration, the result was the same. Paul
couldn’t do what he intended to do. God
wasn’t telling Paul where He wanted him
to go. He was just telling him where He
didn’t want him to go. Sometimes the
Lord’s “NO” leads to His ultimate “YES.” 
3. God may occasionally lead

through dramatic revelation. 
Acts 16:9-10 says,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
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10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to leave for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 Paul had a dramatic rev-
elation from God.” An old sea captain was
asked, “How it is that you can navigate
this dangerous channel at night without
ever going aground?” The captain said,
“You see those buoys out there in the
water? When those three buoys merge
into one ahead of me I know that I am in
the channel.” 
There are three signs that we can use

to know that we are in the channel of
God’s will: First, is it in accord with
Scripture? We have all heard the expres-
sion, “It all depends on how you look at
it.” Nothing depends on how we look at
it. To me that shows man as his own
judge. I believe everything depends on
how God looks at it and what He says
about it in His Word! Second, are the
doors really opening up or do you have
to pry them open? A. W. Tozer said, “If
the Lord is in it, it flows. If it is forced, it

is of the flesh.” If the doors before us
don’t open with a reasonable amount of
effort, then we need to walk away. Third,
is it what you want? If you have ability
in a certain area or you really like some-
thing and everything has fallen into
place, then God is probably leading you. 
God desires to gives us what our hearts

long for. I heard a story about a man who
said, “Years ago I lived in a small town
where I could never buy anything that fit
me. I used to order online from a store for
what I needed, and they would send me
order forms. At the bottom of the forms
were the words, ‘If we do not have the
item in stock, may we please substitute?’
“Once I said, ‘Yes,’ and they messaged me
saying, ‘We are sorry we did not have
your item in stock, but we are substitut-
ing another item.’ The man said, “I was
really nervous and quite worried about
what I was going to get. To my biggest
surprise they sent me something that was
worth double the price I paid. As a rule,
whenever they substituted, they always
sent something of better quality.” One
important thing we must remember when
trying to determine God’s will for our
lives is this: When we pray for direction,
we must be willing to say, ‘YES, Lord,
YOU MAY substitute what I want for
anything else! Lord you know what I
want BUT may YOUR will be done.
When we truly mean these words, God
will direct us and bless our lives. And in
many cases we may be blessed in ways
we never thought possible.

“Understanding God’s Will” (Acts 16:1-10) 

By Scott Radford

Spring semester is almost over, with just
a couple more weeks left of school.  Look-
ing back, can you honestly answer how
well you did in your classes?  How was
your attendance record?  Or how much
did you participate in all your classes?
Some people think by waiting to the last
minute to do something they give their
best work, but that is not always true.  To
give your best work you need to analyze
your work and find ways to improve it.
However,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to complete an assignment, or a new proj-
ect, you’re going to come up with some-
thing sloppy and rushed.
Are you a victim of procrastination?  Do

you like waiting to the very end to get
you work done?  Or do you like to not do
your best in the first half of the semester
just to do a 180° and change your study
habits?  It’s easy to fall prey to this kind
of life style, especially when you see it
happening all around you.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you don’t have to follow
what everyone else is doing.  Giving your-
self a week to do something when you
know that you had months to do, it does
not return good work.  When you put
your effort into something it should be
spread out over a period of time, that’s
when you know the work has value.
Unfortunately, this behavior isn’t just

in a student’s life.  This bad practice, if
not corrected, can follow you into your
work life.  It’s easy to want to impress
your new boss with your wonderful ideas,
but if you don’t give yourself the proper
amount of time to work out all the bugs,
and think of any future problems that
can arise, you start to bring sloppy work
to your employer.  This kind of work,
though it might not get you fired, it
won’t get you the respect you’re craving
in your work place either.  Again, take
time to form your ideas, and maybe test

some of them before you pitch new ideas
to your superiors.  That would actually
implore your efforts because you took the
time to really submit something you care
about to them.
If you see yourself already as a procras-

tinator, there are ways to slowly change
your habit.  First thing you should do is
when you receive new information or a
new assignment; right away outline how
you want to go forward.  Think about
how much time it will take for you to
complete the work.  Give yourself a real-
istic time frame.  Second, with the help
of a calendar, you should mark which
days you are available to spend time work-
ing on the assignment.  This is a good
strategy if you’re working in a group set-
ting.  Working around the schedule of
many people can be tasking, but it can be
done.  Finally, get to work!  You already
made a scheduled planned about when
you can devote time to your work, so just
stick with it.  
If you’re serious in your education or in

your working career,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to start changing your work
habits.  The end results will be worth it
to you.  You won’t have to rush to get a
project done, or an idea pitched to you
boss.  You can still enjoy your leisure
time, because you already set aside your
working time.
Things will just
be easier for
you, and that’s
what everyone
wants.  Good
luck on chang-
ing your habit.
If you feel that
you’re the only
one, just re-
member, you’re
not!

This is the final edition of the JJU newspaper
for this semester. The end is near! And with
this scheduled ending, let me also introduce
another very important type of ending: Nec-
essary Endings (also a book by Dr. Henry
Cloud).

Sometimes in life, we are given an opportunity
(like now) to stop, step back, and take stock of
our lives and their trajectories. Are you where
you want to be in life? If not, is your life tra-
jectory at least pointed in the right direction?
Are you daily stepping forward into the life
you want? Or is something holding you back?
Is something preventing you from changing
your life? Are you preventing yourself?

One of the best pieces of advice I’ve ever re-
ceived in this vein of thought is: “Until the
pain of change becomes greater than the pain
of same, you’ll stay the same” (Dave Ramsey).
In other words, change is hard, but when your
current situation feels easier than changing
does, you’ll stay in your current situation - re-
gardless of how frustrating and painful you
feel it is. This is where the idea of Necessary
Endings comes into play.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just MUST end. Without
ending the bad, lifeless, superfluous, dead
things, good cannot come. This is the art of
“pruning.” 

Pruning our lives (as gardeners prune rose-
bushes) must be a decisive and strategic ac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branches” that re-
quire pruning: (1) Dead or broken “branches”
(endeavors, jobs, relationships, or other things);
(2) a sick “branch” (one that makes us men-
tally, physically, emotionally, or spiritually sick);
(3) healthy “branches” that siphon off mental,
physical, emotional, or spiritual resources from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Much
as we may wish it, we can’t have, do, or be
EVERYTHING. Your resources (time, money,
energy) are limited, so even some “good” things

in life may need to end if they are not taking
you in the direction you want to grow. Remove
the “good” to make way for the “best.” End
mediocrity to achieve exceptional. 

Do you want to know what your future will
look like? The best predictor is your past. Take
your past and extend it out into your future
because unless something changes (or you do),
that is what you can expect. So then, why is
change (and ending certain things) so hard?
“You have heard it said that people resist
change.  That is not always true.  It is more
true that people resist change that they feel no
real need to make” (150). In other words, to
change effectively, you need a deep conviction
that you MUST. You’ve heard of people mak-
ing major life changes after “hitting rock bot-
tom.” This is a state of hopelessness in which
a person realizes that if they continue doing
what they’ve always been doing, their lives will
continue as they always have (the definition
of insanity). Yet, it is from this state of hope-
lessness that a new hope can arise and help
drive us to make the necessary endings and
life changes we need. Again, “until the pain of
change becomes greater than the pain of same,
you’ll stay the same.”

So, consider your life. What is dead? What isn’t
working? What is “good” but distracting you
from the “best”? Often with one ending, it’s
easier to make ad-
ditional (necessary)
endings. Perhaps as
the Spring semester
ends, you’ll find a
few more things in
life that require an
end as well. And
then you’ll be
ready to start the
Summer and the
following semester
anew.

Procrastination is never the AnswerNecessary Endings

By Aaron Snowberger By Brandy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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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은 뒤, 얇게 채썰기 해주세
요.

2. 소금 1/2 큰 술을 녹인 물에 ①의 고구마를
5분 동안 담가 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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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삭한 고구마칩을 위해, ①에서 고구마를 최대한 얇게 썰어 줍니다.
※ ②의 과정은 고구마의 전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튀김 요리에서 전분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고구마가 서로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 담백한 맛을 원한다면 ⑥의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달콤한 고구마칩!

4. 가열한 식용유에 ③의 고구마를 넣고 튀겨주세요. 5. ④의 고구마를 건져내서 기름기를 빼주세요. 6. ⑤의 고구마 위에 설탕을 적당량 뿌려주세요. 7. 완성

건강한 군것질 메뉴, 달콤한 고구마칩!

3. ②의 고구마를 체에 밭쳐 물기를 빼고, 키친타
월을 사용하여 남은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해요.

재료 (2인분)  - 고구마 2개

부재료 - 소금 1/2 큰 술, 설탕 조금, 식용유

전주대 최종문교수(전 문화관광대학장)가 매주
화요일 전주신일교회에서 ‘클래식 음악 감상
회’를 기획하여 3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주차로 136주차를 맞이하였다. 이 감상회
는 무료입장이며, 최종문 교수의 음악적 설명과
함께 영상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클래식
이라는 장르를 부담 없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최종문교수는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을 역임
하고, 2009년 퇴직하여 현재는 문화관광대학 객
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우양(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엔절스 헤이븐(사회복지법인) 이사, '식품
외식경제신문' 월요논단 칼럼니스트, 월간 '뉴 미
디어' 문화칼럼 연재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기
도 하다.

전주대신문사에서 탐방한 5월 23일(화)에는
영상 속 ‘뉴욕 필하모닉 & 웨스트민스터 필하
모닉 합창단’의 협연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
였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름답고 눈부신
선율이 뉴욕 센트럴 파크를 가득 채웠다. ‘클래
식 음악 감상회’에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은 대중
가요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마음에
는 안정을 주어 ‘알레그레토’처럼 조금 빠르
게 흘러가는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표’와 같은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은 전주대신문과 최종문교수와의 인터뷰
이다.

이 감상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
고 들었습니다.

신일교회 문화교육관 신축과 관내 강당의
음향시설이 음악, 영화감상용으로 충분히 완
비되자 평소 교인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한 문
화 봉사사업을 구상하던 최임곤 담임목사님
의 평소 비전이 맞
아 떨어진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게
다가 최임곤 목사
님은 클래식 음악
감상에 조예가 깊
었던 사실도 계기
가 되었습니다. 마
침 전주대 통합교
양 과목 중 '문화경
쟁력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면서
수년 동안의 경험
이 감상회를 열도록 이끌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클래식의 참맛
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의도적 계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긴다고 편하게 생
각해야 합니다. 내용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대
해 어려워 할 필요 없이 계속 감상하다보면 팝
이나 K-Pop과는 다른 깊이 있는 새로운 즐거
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게 되
면 그 무궁무진한 아름다움과 감동에 물들게
됩니다. 저는 전주대에서 통합교양 인문 예술
의 '문화경쟁력시대의 클래식음악'을 강의할 때
에 이론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클래식 듣는 법 즐기는 법을 일러줬습니다. 그
러다보면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 작품의 작곡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어 자료를 찾아

읽게 되고, 그걸 읽다보면 어느 재밌는 영화보
다 극적이고 환상적 스토리에 빠지기 일쑤입니
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전문가 수준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조건 들어보고, 즐

기십시오. 

영 상 과  함
께 하 는  음

악 감상회로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지요?

과거엔 영상물이
없었으니 방송이나
음반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
상과학과 영상미학
의 발달로 좋은 음

악은 연주실황 DVD나 Blue Ray로 많이 나
왔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 보단 보고 들으니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주자의 표정
과 객석의 반응까지 볼 수 있으니 아주 좋습
니다. 특히 오페라나 발레 음악은 귀로만 즐
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
간의 감각기능을 총동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
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눈과 귀, 그리고
그 둘을 통해 전해지는 온몸의 감동을 느끼
는데 도움이 되는 DVD와 블루레이로 진행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생의 몇 막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의 삶을 인생극장 제5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막 : 어린 시절부터 학창생활을 거쳐 군

복무후 제대까지.(1944~1970)
제2막 : 직장 신입사원~임원시절(1970-

1995)
제3막 : 직장 CEO시절(1995-2007)
제4막 : 전주대학교 재직기간 (문화관광대

학장, (사)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원장. 정년
퇴직. 객원교수 강의시절(2007-2014), 전국
각지 교육연수원 특강) 

앞으로 교수님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5막을 살고 있는 현재, 전주대

객원교수 신분이지만 학내강의는 안하고 평
생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드리
는 갚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
터 회사일과 병행했던 사회 복지법인과 재단
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식품외식경제'
신문과 월간 'New Media' 객원 칼럼니스트,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 했습
니다. 

그리고 전주 신일교회 '클래식 음악 감상회
'는 내 인생 제5막의 주요 장면입니다. 요컨
대 ‘갚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전주대 강의하던 시절 학기가 끝나갈 때는
항상 뮤지컬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
꿈은 이루어진다(Any Dream Will Do)' 동
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생과 구호제창으로 끝
내곤 했습니다. 어떠한 꿈도 이루어지며, 모
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주대학교 학생
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
루세요!

- 배종모기자

최종문교수의 ‘클래식 음악 감상회’

‘한번 맛을 보면, 클래식의 매력에 빠진다’

탐방 및 인터뷰

Q.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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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준비, 탈북민과 하나되기.

탈북민은 우리의 친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 그들
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현황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과 사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 권찬송기자

■ 북한이탈주민은 누구?
‘2010년으로 2만명이 국경넘어’ / ‘2014년 1,397명 한국 국적취득’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한이탈주민 동향 (출처 : 통계청)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
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음.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출처: 통계청)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
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
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다.

▶국가 지원 내용 (출처: 통일부)
1.정착금 ①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②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③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2.주거지원 ① 주택알선임대 : 아파트 알선.
②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3.취업 ①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②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③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④기타 :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4.사회복지
①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50만원).
②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③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5.교육 :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6.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약 530명).
7.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30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Q.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탈북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송 : 많이 무관심했다.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
만 한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
다. 영상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
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종모 : 포용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좋게만 비춰지진 않는다.

Q.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환 : 간첩이라는 의심 ,제도적 무관심과 지원의 한계와 사회적 무관심에 따른
우울증, 무기력함, 좌절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찬송 : 정서적인 외로움인 것 같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낯
선 땅에서 생활하려다 보니,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고독과 외
로움, 소외감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Q.탈북민들의 남한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찬송 : 언어와 문화교육인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다.  
동시에 남한 사람들도 탈북민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환 :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가
장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도 경제 문제다. 그래서 그들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
들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Q.남한사회를 잘 모르는 탈북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접
근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찬송 : 재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유
형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영역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한다. 동시에 개개인이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종모 : 탈북민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탈북민들이 일상생활에
서 느끼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열린상담센터같
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이전에 탈북민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그
들을 품어주고, 같이 공존해야할 대상으로써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Q.탈북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찬송 :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냥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을 돕는 자세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을 준
비하는 첫 단계는 탈북민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
방인이 아닌, 한 뿌리를 가진 동포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모 : 차별하지 않는, 나도 그들과 같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태도. 혹은 역지사
지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참여자 : 권찬송, 배종모, 이정환기자

[기자토론]  탈북민들의 남한생활을 담은 영상을 보고 몇 가지 주제를 정하여 기자들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탈북민 학생 인터뷰]

- 전주대를 재학중인 익명의 탈북민 학우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Q1 :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한국에 온지는 7년 되었습니다.

Q2 :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북한과 다른 점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달라서 힘든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
지만 심적인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
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다보
니 걱정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에서 오
신 많은 분들이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특히 외래어 사용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외래
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말도 잘 알아듣기 힘들
어 해요. 또 북한말이 좀 빠르고 드센 부분이 있어

서 남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해요

Q3 : 탈북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
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드세고 빠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서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Q4 : 남한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하나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스피치와 컴퓨터 공부
를 했어요. 그때 직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게 기억에 남네요.

Q5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저와 같이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자후기]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탈북민에 대
해서 무관심했으며 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
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더불
어 가는 사회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 되는 시작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탈북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
는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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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별 모집학과 (석사)

전주대학교 특수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2017학년도 후기

선교신학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행정대학원    ● 경영대학원
● 문화산업대학원 ● 대체의학대학원

▶신학과 전공분야: 구약 | 신약 | 교회사 | 
조직신학 | 선교 | 목회상담

▶석사학위 신입 22명(편입 O명) 모집
1. 원서교부 및 접수: 6월 12일(월) ~ 23일(금) 오전9시~오후5시

(접수처: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지역혁신관 502호)

2. 면접 및 실기전형 일시: 7월 11일(화)
- 전형시간: 경영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오전10시

행정대학원, 대체의학대학원  오후2시
- 면접 및 실기전형 장소: 지역혁신관 5층(추후 지정 및 안내)

3. 특  전
▶장학제도
■ 수업료 30% 감면

- 공무원(군·경, 공사 포함), 교사, 목회자, 공·사기업체 재직자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소속한 자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4.0/4.5 이상인 자
-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교직원 자녀, 재학생의 직계가족 

■ 수업료 40% 감면
- 본교 출신자 중 학부 전학년 평균성적 3.0/4.5 이상인 자(입학 학기에만 적용)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직원

▶ 동일계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 가능함

4. 합격자 발표: 2017. 07. 20.(목) 17:00(예정) 각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처: 행정대학원 (063)220-2179 / 경영대학원 (063)220-2180
문화산업대학원 (063)220-2463 / 대체의학대학원 (063)220-2205

1. 원서교부 및 접수: 6월 12일(월) ~ 23일(금) 오전9시~오후5시
(접수처: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지역혁신관 502호)

2. 면  접: 7월 11일(화) 오후2시 

3. 특  전
▶장학제도

■ 수업료 30% 감면자
- 공무원, 공사, 목회자, 사립학교 재직자, 회사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4.0/4.5 이상인 자
-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교직원 자녀, 재학생의 직계가족

■ 수업료 40% 감면자
- 본교 출신자 중 학부 전학년 평균성적 3.0/4.5 이상인 자(입학 학기에만 적용)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직원

▶목회(기독교)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교과과정 운영
▶한기신협 목사안수 자격 취득이 용이한 교과과정 운영
▶본 대학원 졸업 후 기존 교단, 독립교단, M.Div 진학 가증
▶ 동일계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 가능함

4. 합격자 발표: 7월 20일(목) 오후5시 예정 (선교신학대학원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처: (063)220-2683

학위과정 계열 학과 계열 학과

석사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자연·과학

체 육 학

영 어 영 문 학 환 경 생 명 과 학

사                 학 농생명식품산업학

문 헌 정 보 학 대 체 의 학

법                 학 문 화 기 술 학

행 정 학 재 활 과 학

부 동 산 학 예술심리치료학

경 찰 행 정 학

공학

컴 퓨 터 공 학

경 영 학 기 계 공 학

한 중 통 상 학 건 설 공 학

금 융 보 험 학 전 기 전 자 공 학

사 회 복 지 학 소 방 안 전 공 학

상 담 심 리 학 탄 소 융 합 공 학

관광서비스경영학 스마트Agro_ICT융합학

교 육 학
예능

음 악 학

아동·특수교육학 아트앤디자인학

한중고전문화학

학위과정 계열 학과 계열 학과

박사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자연·과학

문 화 기 술 학

영 어 영 문 학 환 경 생 명 과 학

사                 학 체 육 학

법                 학 대 체 의 학

행 정 학 농생명식품산업학

부 동 산 학

공학

산 업 공 학

경 영 학 건 설 공 학

무 역 학 기 계 공 학

금 융 보 험 학 소 방 안 전 공 학

교 육 학 전기전자통신공학

통 계 학 탄 소 융 합 공 학

경 찰 행 정 학

관광서비스경영학

상 담 심 리 학

신                   학

아동·특수교육학

한중고전문화학

■ 과정별 모집학과 (박사)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1. 접수기간
- 일반전형: 6월 12일(월) 오전9시 ~ 15일(목) 오후5시

2.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전주대학교 대학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graduate.jj.ac.kr)
- 접수: 대학원 행정지원실 (지역혁신관 5층 502호) 

3. 전형일정
- 일반전형: 6월 22일(목) 오후2시 예정 (합격발표:6월29일(목) 오후2시 예정)

4. 교내장학금 및 특전
- 본교 학부 출신자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일 때 석사과정 입학시 수업료 40% 감면
- 석사과정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일 때 수업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직전학기 성적 3.5/4.5이상 수업료 30% 감면
- 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계열별로 성적우수자 수업료 30% 감면
- 박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40% 감면

(대학원 재학 중 조교로 임명될 수 있으며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의처: 063)220-2139, 2137 대학원 행정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