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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모험생 안성준, 최승호 학생

4면 캄보이다 '경배와찬양학과'선교팀

7면 전주 문화재 야행3선 / 애완견 '말티즈'

8면~9면 해외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국토대장정

14면 '꿈이 현실되는 창업'

15면 18학번 신입생을 위한 학과소개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2학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
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
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14대 총장으로 이호인 총장님의 연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진과 구성원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하신 것처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 경영을 복음의 말씀위에 기초한 정직한 인재, 
믿음의 인재, 성실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와 틀이 세워지게 하시고 
명실상부한 호남 제일의 기독교 명문 사학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스승의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학업에 정진하여 후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 초빙된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독교대학 전주대학교에 오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분들의 꿈과 이상을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전주대학교를 호남 제일의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는데 
귀중한 밑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종훈 대학원장 (환경생명과학과)

‘강하고 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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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
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진로진학박람회’가 8월 26일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는 학생탐색관, 입시상담관, 진로탐색관,
특별체험관과 학과별 부스방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은 먼저 일대일 진학상담을 통해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
성을 검사하고, 단과대학별로 준비된 학
과 부스를 찾아가 교과목이나 졸업 후 진
로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된다. 특히 학과

의 특성에 따라 체험활동을 준비해놓아
서, 글이나 설명을 듣지 않아도 학과에
대해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ROTC상담, 직업흥미검사, 박
물관 체험, 3D프린팅 체험, 그리고 홍보
대사가 준비한 경품코너도 있어서 학생
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
였다.
이호준 입학처장은 “이번 박람회는 꿈

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행사이다.
전주대학교 61개 학과를 체험하여 자신
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 진학하고 꿈을 이
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은
9월11일(월)~15일(금)까지이다. 

- 편집부

2017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나에게 맞는 학과는?”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길

전주대학교 제14대 이호
인 총장 취임 감사예배가
8월 21일 전주대학교 아
트홀에서 있었다.
전주대학교 발전협의회

장 오성택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취임 감사예배에
서 이호인총장은 “앞으로
의 대학의 앞날에 적극적
으로 대비하여 전주대학
교의 발전을 이끌어가겠
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전주대학교 제13대에 이
어 제 14대 총장으로 연
임하게 된 이호인 총장은
앞으로 전주대학교의 발
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는
건학이념에 합당한 기독교명문사학으로
세울 것이다. 대학 구성원간의 사랑과 믿
음을 부탁한다. 두번째 대학본질인 교육
과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되 학생적성에
기반한 교육의 가치창출 극대화로 입시,
취업 등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학의 경영내실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것이다.”
신동아학원은 지난 6월 23일 정기이

사회를 개최하고, 이호인총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재임 중 탁월한
리더십으로 개교 이래 대학의 위상을 가
장 많이 높였다”는 평가로 연임 사유를
밝힌 것이다. 
취임감사 예배에서 학교법인 신동아학

원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
목으로 설교하였다. 홍정
길 목사는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맡겨진 자리에
서의 충성됨이 가장 중요
한 리더의 자질임을 기억
하길 바란다. 오늘 취임하
는 이호인 총장과 모든 전
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길 바란
다.”고 말씀을 전했다.
취임예배는 이후 전라북

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하여 총동문회장 등의 취

임축하 영상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총동
문회와 교수회, 직원노조와 총학생회의
꽃다발 증정식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
으로는 이호인총장을 위해 전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는 마무리되었
다.

- 편집부

제14대 이호인 총장 연임
“개교 이래 대학위상 가장 많이 높여”

K2등반에 성공한 소방안전학과 최승호학생

(관련기사 3면)

유라시아 횡단한 경찰행정학과 안성준학생 

<사진으로 보는 전주대인의 위대한 도전>

▲ 학과체험중인 학생들

▲ 이호인 총장을 위한 전발협 목회자들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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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교육학과(주임교수
유평수) 중국인 박사들은 지난 8
월 2일 북경에서 동문회 발족식
을 가졌다. 교육학과는 지난 4년
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사
과정을 별도 운영해 왔으며, 현재

까지 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 이들은 주로 현지 대학의 교
수, 교육청 및 상무부 등의 직원
등으로 중국 내 주요한 리더십들
로 활약하고 있다. 초대 동문회장
으로 선출된 창찌엔쥔(長建軍, 당

산공업직업기술학원 부총장)님은
“이번 동문회 결성을 통해 한, 중
간의 교육 및 문화교류, 전주대학
교의 발전 및 동문들 간의 상호
협력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중국인 동문회 발족

한국어문학과 이용욱(50) 교수
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
quis Who's Who)가 수여하는
‘2018 에디션 오브 마르퀴즈 후
즈 후 인더월드(2018 Edition
of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고 28
일 밝혔다. 

2005년에 전주대학교에 부임
한 이 교수는 디지털스토리텔링
의 유력한 연구자로 지금까지
KCI급 학술지에 20여 편의 논
문을 발표한 중진학자이다. 특히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해외 SCOPUS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대회에 논문
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

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어국문학회 국제학술대

회에서 2016년 ‘The 3.0 era of
humanities and the role of
humanities education’(2nd
EEECS 2016), 2017년 ‘텍스
트의 미래 - 하이퍼텍스트를 넘
어 메타컨텍스트로’를 각각 발표
했다.

이용욱 교수 ‘2018 에디션 오브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등재

2학기를 준비하는 전주대 하계
교직원 연수가 8월 24일에 있었
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대학교육 전략과 대학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네 번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전주대 명예박사이
며 제주도의 ‘생각하는 정원’의 성
범영 원장은 첫 번째 강의에서 ‘생
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에 대
한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가졌다.
그리고 대학 주요 현안 안내에 대
한 이근호 기획처장의 주제논의,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미영 실장
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
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전

략’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제14대
총장으로 연임하게 된 이호인 총
장은 취임사에서와 같이 앞으로
대학의 방향에 대해 ‘기독사학으
로서 경쟁력강화, 교육과 연구에
최우선, 대학 내 경영 내실화 및
재정 건전성 구축’을 강조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해 자긍심과 주인
의식을 갖고 성실히 맡겨진 직분
을 수행해주길 당부했다.

- 편집부

전주대 하계교직원 연수
‘소통과 합의 통해 경쟁력 강화하도록’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우수 논문상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 신정규 교수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와 신
정규 교수가 지난 7일 코엑스에
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과학
기술연차대회’(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최)에서 과학기술 우
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등 과학기술
분야 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학회별로
1년간 발간된 논문 중 가장 우수
한 논문을 선정해 추천한다. 
차경희 교수는 ‘노가재공댁 주
식방문과 이본의 내용 비교분석’

을 주제로 한 연구로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신정
규 교수는 ‘멸치 단백질 효소가수
분해물을 이용한 조리 적용 시
짠맛 증진 효과’를 주제로 한 연
구로 산업식품공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박강훈 교수 ‘2017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한국 일어일문학계 최초 성과
우리 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박
강훈(43) 교수가 세계 3대 인명
사전 중 하나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가 수여하는 ‘2017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2017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한국 일어
일문학계에서 마르퀴즈 평생 공
로상을 받은 것은 박 교수가 처

음이다.
이에 앞서 박강훈 교수는

2015년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
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등에
연속 등재됐다. 
이번 마르퀴즈 공로상의 선정

이유로 박 교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연구 분야 개척을 들 수
있다. 박 교수는 기초 및 실용 학

문 연구 양쪽에 역량을 집중했
다. 고전어부터 현대어에 이르는
인간 언어의 통사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한편, 일본
어&영어 멀티링구얼(다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
취업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2014년부터
미국, 영국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이 잇따라 게재되었다.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사회맞춤
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에 선정된 대학을 별도 지원하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모듈’에서 우리 대학
은 2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채용약정을 기반으로 기업체와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전
국 55개 LINC+사업(산학협력고도화
형) 대학의 접수를 받아 평가했다. 우
리 대학은 지역전략산업 및 대학 특성
화분야와 연계한 탄소융합&농생명
ICT융합 등 2개 특화교육과정이 선정
되었다.

사업기간은 약 2년(2017.06.~2019.02.)
이며 교육부로부터 총 6억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운영해 맞춤식 인재양성의 발판을 구
축하게 된다.   
탄소융합 교육과정모듈은 일진복합소
재(주) 등 12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
하여 15명을 채용 약정한다. 농생명
ICT융합 교육과정모듈은 ㈜하림 등
11개 기업체와 19명을 채용 약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건회 LINC+사업단장은 “우리 대학
은 지난 4월 LINC+사업 산학협력고

도화형에 우수한 성
적으로 선정되었다”
며 “이번에 사회맞
춤형 교육과정모듈
에 추가 선정됨으로
써 사회맞춤형 창의
인재양성과 청년일
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우수인
재 확보와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
부 지원과 별도로 참여 학생들에게

LINC+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

LINC+사업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모듈 선정 쾌거!

백진우(한국어문학과)
학력: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석.박사
주요경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지원부 연구팀장

‡ 2017년도 신임교원

김형술(한문교육과)
학력: 연세대 국어국문학 문학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한국한시) 석.박사
주요경력: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교점번역위원/ 서울대, 서울시립대, 강원대, 성신여자대, 동덕여대 강사

김연수(상담심리학과)
학력: 서울대학교 발달심리학 석.박사
주요경력: 덕성여대, 서울대, 가톨릭대, 연세대, 고려대 강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전임인력/ 청담심리클리닉 상담 및 치료사

신동진(영미언어문화학과)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 석사/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응용언어학 석사/ 영국 런던 대학교 음성학 및 발음교육 박사
주요경력: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사

신소라(경찰행정학과)
학력: 동국대학교 범죄학 석.박사
주요경력: 경남대, 동국대, 한국체육대 강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연구간사/ 청주소년원 강사

오상남(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학력: 연세대 생화학 학사/ 고려대 생화학 석사/ 고려대 분자세포생물 박사
주요경력: MGH, Harvard University Research Fellow/ 전북대 의과대학 박사연구원/ 전북대 농과대학 연구조교수

옥지호(경영학과)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인사조직) 석.박사
주요경력: 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유성목(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학력: 전주대 연극영화전공 학사/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전공 석사
주요경력: 전주대 시간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마진가 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예술강사/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예술강사

이일주(음악학과)
학력: The Boston Conservatory 작곡 석사/ Texas Tech University 작곡 박사
주요경력: 추계예술대, 전남대, 상명대, 삼육대, 국민대, 가천대 강사/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겸임교수

이제영(영어교육과)
학력: 한국교원대 영어교육 교육학석.박사
주요경력: 세한대 영어교육과 조교수/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재무이사), 한국외국어교육학회(학술대회이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학술연구, 상임이사)

정경구(경기지도학과)
학력: 전북예원예술대 체육학 석사/ 전북대 체육학과 박사 
주요경력: 일본J리그 몬테테리오 야마가타 F.C 선수/ 전북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 선수/ 전주대 문화융합대학 비정년계열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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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제호야!
눈 뜨고 걸어 좀!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글쓰기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
에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과 일 대 일로 마
주 앉아 자유롭게 글쓰기 지도를 받는다. <
글쓰기 클리닉>은 모든 것이 학생 맞춤형이
라 학생들의 편의가 무엇보다 우선된다. 게
다가 무료라서 경제적 부담도 없다. 

1. 분명해야한다
‘썸’은 애매모호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

다. 남녀 간에 서로 호감은 갖고 있다. 그래
서 자주 연락도 한다. 데이트도 한다. 그러
나 사귀지는 않는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자
신이 원하는 이상형과의 달콤한 연애를 꿈
꾼다. 그러나 실제로는 짝사랑에 그치는 경
우가 많다. 결국 짝사랑 상대는 썸만 타다
떠나가 버린다. 

인기를 끄는 로맨스 영화는 썸만 타지 않
는다. 꿇남(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 남자)이
나 벽치기(상대를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서 고백하는 사람)가 등장한다. 그들은 그린
라이트(green light)를 확실히 켠다. 신호
등의 초록색이 켜지면 사람이든 자동차든
앞으로 나아가듯, 남녀 관계에서도 진전을

위해 긍정적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이다. 

“좋아한다며 고작 기둥 뒤에서 훔쳐보는
게 선배 사랑이야? 그러면서 좋아한다 말할
자격 있어?”(드라마, <꽃보다 남자>)라든가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
게.”(드라마, <상속자들>) 또는 “여자는 짐작
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영화, <광식이 동
생 광태>) 등의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
방으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짐작하게 하는
대신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의사를 표현해
야 연애가 이루어진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짐작하게 만드는
글쓰기는 효과가 없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
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구
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대신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글쓰기는 효과를
거둔다.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변
기에 버리면 변기의 물이 흘러넘쳐 고객님
의 옷이 젖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천천히 사랑하자.”라는 고백은 상대

방을 혼란에 빠뜨린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

는 마음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는 뜻인가?’ ‘이전 애인과 아직 정리가 안 됐
나?’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양은냄
비 같은 사랑보다 뚝배기 같은 사랑을 하
자.”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지 않
게 된다. ‘양은냄비는 빨리 뜨거워지는 대신
빨리 식어버려 허망하고 뚝배기는 천천히
뜨거워지는데 오래 뜨겁다가 은근한 열기로
감칠맛을 더하잖아.’라고 굳이 설명을 붙이
지 않아도 된다.

사례를 들면 좀 더 구체적이 된다. “급하
게 먹는 음식은 체하기가 쉽고, 급하게 가는
길은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기가 쉽다. 봄볕
에 서둘러 핀 꽃은 힘이 없고, 추운 날 녹기
를 기다려 어렵게 핀 꽃은 오래 견디는 힘
이 있다. 좋은 인연 만났는데 쉽게 정 주고
쉽게 헤어지지 말자. 불처럼 사랑하다 바람
처럼 잊지 말고 천천히 타는 장작불처럼 오
래 타고 오래 식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자.” 

구체적인 표현은 정서적인 글쓰기에만 필
요한 것이 아니다. 리포트나 논문 등의 학술

적인 글을 쓸 때, 또는 보고서나 신문기사 등
실용적인 글을 쓸 때도 풍부한 사례는 설득
력 있는 글을 만든다. 과거 사례든, 해외 사
례든 남의 사례든 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졸업 학점은 적당
한가? 일본은 어떤가? 미국은? 독일은?” 이
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글쓰기
는 독자를 이해시키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내 편이 되도록 설득하는데 효력을 발휘한
다. 당장 써 보자. 내가 쓴 글 한 편도 누군
가의 글쓰기에 사례를 더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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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미 영 교수
(기초융합교육원)

| 글쓰기클리닉 개원11주년 기념 연재 제7강

방학 중 전주대 학생들의 위대한 도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그곳을
향해 16일 동안 걷는 대장정에 도전”
소방안전공학과 4학년 최승호 학생이
7월 21일부터 약 21일간의 히말라야
등반을 무사히 마쳤다. 최승호 학생은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는 ‘2017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로 선발되어 K2를

가게 된 것이다. 이 탐사대는 처음
1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30대 1을 웃돌 정도로 치열했는데, 최
승호 학생은 ‘무한도전 멤버들, 준비 됐
는가’라는 의미를 지닌 ‘TIM PAKA’의
부대장을 맡았다.
탐사대는 전체 30명(대학생 20명,

고교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북지
역 대학생으로는 최승호 학생이 유일하
게 참석한다. 등반 일정은 7월 21일부
터 8월 10일까지 총 21일간 파키스탄
카라코람으로 원정을 하게 되며, 산행은
16일의 기간으로 해발 5300m에 이르
는 K2 베이스캠프까지 진행하는 일정
이었다. 일정중에 대원 한명이 고산병으
로 등반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전체가 캠프 본부로 돌아올 수 밖
에 없었다. 한명이라도 낙오되면, 등반
에 의미가 없다는 대원들의 의지를 담아
전체 30명 전원이 다시 재정비하여 등반
에 올랐다. 최승호 학생은 등반 중에 낭
떠러지에서 추락하여 빙하물에 쓸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큰 부상
없이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많이 경험하였지만 해외
에서는 첫 경험이라서 가슴이 설레고 두
근거렸다. 하지만, 국내의 산악과는 차
원이 다른 높이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 편집부

최승호 K2등반 16일간 등반성공
- 낭떠러지 위험극복, 30명 전원 무사 귀국

최근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12일간의 국
토대장정에 함께 나선 학생 가운데 추가
로 5일을 더하여 총 16일간 남해안을
따라 홀로 걸은 학생이 있어 화제다. 경
찰행정학과 4학년 안성준 학생은 “정해
진 궤도를 따라 걷는 모범생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찾아 지도 밖으
로 떠나는 모험생이 되고 싶다”하며, 전
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부산 해운대까
지 총 430여km를 걸었다. 

안성준 학생은 홀로 자유롭게 해외 수
십 개 나라를 여행하고 국토횡단 걷기에
도전하고, 철인 3종 경기나 마라톤 등에
도 곧잘 출전한 ‘모험생’이다. 지난해 9
월부터 올 1월까지에는 중고 아토스
(780cc)를 끌고 혼자서 유라시아 대륙
을 횡단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아버지

에게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 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차이다. 동해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포르투갈까지 4
개월 반 동안 21개국, 3만1,000km를
누비고 다닌 것이다.

안성준 학생의 ‘모험인생’은 2013년
12월 군복을 벗던 날부터 시작됐다. 해
병대 수색대로 빡세게 근무를 했지만 제
대 무렵이 되자 “몸과 마음이 해이해 졌
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를 다잡기 위해
강추위와 눈&#8231; 바람을 뚫고 포
항에서부터 8일간 280km를 걸어 전
주 집에 도착했다.  

그 후에는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16시
간 내에 주파하는 ‘철인 3종 경기’ 아이
언맨 코스에 도전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 도전해 중간 지점에서 다리에 쥐가
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독종이
라는 평도 들었다. 
2015년에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

는 ‘청소년  오지 탐사대’로 뽑혀
5000~6000m 히말라야 고봉을 등
정했다.   

안성준 학생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
는 여행은 힘들지만 초원이나 사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 혼자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쿵쾅거리
고 설레이지요. ‘나는 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삶은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다.”
고 말했다.

16일간 남해안 횡단, 모험생 안성준, 
홀로 유라시아대륙 횡단,

히말라야 등반 ‘포기’란 없다! ‘나’를 발견하는 도전

“썸 타는 것보다 꿇남처럼”

개  강

졸린걸 어떡해..
벌써 개강이라니.

그러게 어제 일찍
자라고 했잖아~

으악,
수업늦겠다!
뛰어 제호야!

am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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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와찬양학과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교팀 인터뷰>

도화지 같은 우리들, 캄보디아를 그리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웅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
교팀 팀장을 맡았던 경배와찬양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한
웅희입니다.

오예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교
팀 부팀장을 맡았던 경배와찬양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오
예은입니다.

Q.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교팀 준비기간은 얼마동안이었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A. 오예은: 저희 ‘Here I am’ 예배사역선교팀 준비 기간
은 5개월 정도였습니다. 사역 기간이 이번 하계방학 기
간이었는데 그 전 동계방학 1월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배와찬양학과는 매일 저녁 세계 열방을 위해 기
도하는 만국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하여 캄
보디아 땅과 우리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심
사역들인 예배사역, 각 파트별 교육, 파워워십댄스, 찬
양, 주일학교사역 등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한웅희: 이번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선교팀은 2017학년
도 1학기 내내 사역 준비에 힘썼습니다. 준비과정은 예
배 파트 사역, 선교사님 자녀 사역, 현지 어린이 사역까
지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예
배 음악 파트 교육을 준비하는 팀은 정규교육 과정에 서
양음악이 없는 캄보디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만들고, 어떤 순서로 교육을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해보
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드는 준비를 하였습
니다. 선교사님 자녀(MK)들의 교육을 위한 팀은 아이들
에게 악기와 보컬 등의 교육도 진행하면서 신앙의 의미
를 내포한 파워 워십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어린이 사역 팀은 성경말씀을 게임에 녹아들게 해
성경말씀들을 더욱 쉽게 알 수 있고 말씀을 더욱 친근하
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Q. 사역기간 중 재미있었던 일이나,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오예은: 2주의 사역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현지
예배사역 팀 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현지 예
배사역 팀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발표회 시
간이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 안에서 함께 느끼는 영광과 기쁨, 감사가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한웅희: 과일 여왕이라 불리는 망고스틴이라는 상큼한 과
일이 있는데, 껍질을 까면 마늘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보
컬 반이 먹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목격하고 무엇인지 물
어보았고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의 마늘이다’고
하니, 그 형제는 그 맛있는 과일을 안 먹겠다고 해서 한

바탕 웃었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중점적으로 사역한 것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A. 한웅희: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역은 현지인이
직접 예배사역 찬양팀을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에 중심을 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교회
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청년들이 예배인도
를 하는데, 조금 배운 기타연주로 예배를 드리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재가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열악
한 환경으로 그나마 있는 악기들도 좀처럼 활용하지 못
해서 이번에 저희 예배사역 선교팀이 그 악기를 활용하
여 각자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Q. 어떤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는지 궁금해요
A. 오예은: 저의 꿈은 중국에서 건반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
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께서 주신 달란트를 복음과 함께 나눌 때 저를 통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은 다
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선한 영향력에 대
한 믿음을 갖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Q. 두 분이 경험했던 캄보디아의 현지 환경은 어땠었나요?
A. 오예은: 사실은 많이 열악한 환경이긴 했습니다. 저는
건반을 가르쳤는데 학생 수에 비해 건반은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보컬이나 기타와 같이 단체로 할 수 있는 악
기가 아니어서 개별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건반
이 부족해 반을 나누어 실제적인 이론과 실기로 가르쳐
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변동
된 상황들이나 열악한 환경들이 다가올 때 당황도 했지
만 그 안에서 상황적이며 유동적으로 힘을 합쳐 생각하
고, 실행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전에 다녀오셨던 단기선교가 있으셨나요? 혹시 있었다면
이전 단기선교와 이번 단기선교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A. 한웅희: 저는 지금까지 해외 단기선교로 일본, 중국,
인도 땅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단기선교는
제가 중, 고등부 시절 단체로 선교에 따라갔었습니다. 선
교라고 하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지를 구경하고 더불어 간단한 예배와 레크레이션을 준비
하는 등 이벤트만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단
기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경하기보
다는 선교사님께 직접 도움 드릴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되는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Q.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 땅을 향해서 올 때 심정은
어땠었나요?
A. 오예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보다 계

속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땅이고 사람들이라는
선교적 사명으로 가득한 귀국길이었습니다. 

한웅희: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먼저는 뿌듯한 마음이 컸
습니다. 그곳에는 정규 서양음악 과정이 없었습니다. 늘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
식으로 배워 보았을 텐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
더라면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영
어는 할 수 있었지만 서로가 능숙한 것이 아니었기에 언
어 장벽이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올 수 있
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고 캄보디아 땅을
뜨는 그 순간 느꼈던 마음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선교
내내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중으로 통성기도 했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했다고 느껴진 부분
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있음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
음을 간증하며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Q. 나에게 캄보디아 단기선교란?
A. 오예은: 저에게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물감입니다. 도
화지 같은 저의 마음속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물들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한웅희: 저에게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단기선교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
럼 제가 이전에 다녀온 구경 혹은 체험의 선교가 아니었
습니다. 일반적인 단기선교의 모습은 내가 준비한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선교는 이러한 저의 고정관념
을 바꾸어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학생이고,
돈 없는 청년일지라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께서 사역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었던 내용이 참 감사
하고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 경배와찬양학과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교팀
(Here I am)은 지도교수 김문택 교수, 팀장 한웅희(4) 학생,
부팀장 오예은(4) 학생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다녀왔다.
한편, 경배와찬양학과는 다음 동계선교 사역으로 베트남 예
배사역 선교팀을 만들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데 벌써 힘쓰
고 있다.

기자후기 : 생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캄보디아 나라
인데 두 사람의 인터뷰를 통하여 나에게 캄보디아 땅이
친숙하게 다가왔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귀한 사역과 섬
김이 마음에 감동으로 스며들어 나도 다음에 꼭한 번 캄
보디아 사역을 경험해 보길 소망해본다.

- 취재: 김하선기자

<캄보디아 참빛교회 연합예배 현장>                                                       <캄보디아 선교팀 단체 컷>                                               <쁘까놈쩨익 마을 주일학교 사역>

전주대학교 경배와찬양학과 캄보디아 예배사역 선교팀(Here I am)은 지난 6월 26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12일간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 교회에서 8개 교회 연합으로 선교사님들이 현지 예배 사역팀을 위한 훈련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번 캄보
디아 선교는 우리대학의 많은 지원과 함께 기독교 명문사학인 전주대학교의 선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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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오늘 전주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취임하
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전주대학
교의 도약을 이끌어 보겠다는 희망과 설
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많이 부족
한 저를 믿고 다시 학교를 맡겨 주신 존경
하는 홍정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

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축하 영상 메
시지를 보내주신 임정엽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
들께 진솔한 감사를 드립니다. 
14대 총장으로 부임하는 오늘, 저는 과

거에 이루었던 커다란 성과에 안주하기 보
다는, 작지만 아쉽고, 부족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성장의 시대, 입학자원을 비롯한 대학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나 일순간의 안이함이 얼마나 큰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주대학교의 총
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몇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하고
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의 뜻에 부응하여, 건학이념인 기독교정
신을 구현하고, 전주대학교를 사랑과 협
력의 공동체인 최고의 기독교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의
구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우선
의 덕목이며,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최
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곧 사랑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와 하
나된 믿음을 기반으로 전주대학교의 새로
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다
가갑시다.

둘째,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적
성에 기반하여, 교육의 가치창출을 극대
화함으로서 입시, 취업, 산학협력, 국제화
등의 대학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외형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
양한 편의성과 공간을 가진 도서관을 중
심으로 한 스타센터, 호텔식 기숙사 시설
인 스타타워 등은,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업은 이
와 같은 좋은 시설을 바탕으로 학사와 행

정 조직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향상시
킴으로써 미래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
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학경쟁력

1위 대학으로 신뢰를 받아 왔으나, 지금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어려움
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내어,

가르치는 교수자와 학습하는 학생들이 모
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진출할 때에
는 최고의 인재들이 되어 다른 어느 대학
보다도 교육의 가치창출을 가장 잘한 대
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위기를
‘교육 가치 창출 1위’ 대학으로 극복합시
다. 

마지막으로, 직면해 있는 위기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구성원 모두가 편안한 마
음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내실화 및 재정건전성을 반드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는 예측 가능

한 위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영내실화와 재정건
전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급격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고, 정

부의 대학구조조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행정, 학사, 사업 등 구조의 개편은 시대
적 과제입니다. 대학 구성원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경쟁
력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조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라 생각
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지혜
를 모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원 대
다수가 만족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해 부서

별 역량을 극대화시켜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편을 통해 확
보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집중 투
자함으로써 경영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
성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에 직
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회
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앞에 서겠습니
다. 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왔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전주대학
교 구성원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우리는 표현
한다.
우리의 주변에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
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늘 향
기 없는 화제의 꽃을 피우며 뒷담화의 주인
공을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언젠가는 바로 자신

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
방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손가락질까지 서
슴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부족함일 것이
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의견이

다른 존재임에 분명하거늘 하물며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에서 ‘서로의 의견’이라는 중차대한 단어
의 의미는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존경하게도 하고 반목하여
싸움에 이르게도 만든다.
서로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방식이라

면 서로의 의견은 마치 마주 오는 폭주 기
관차의 결과와 같이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아니겠는가? 
서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문제의 해

결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의 것을 하나씩 내
려놓거나 주고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
이 될 것이다.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수용해달라는 접근

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과 2를 구별할 줄 아는
것! 2와 3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
해하기 쉽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
성’(知性, Verstand)이라 한다. 이러한 견
해의 식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성의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지성’과 ‘인성’ 그리고 ‘영성’이
라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하고 있
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은 섬김과 희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아전인수(我田引
水)’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로부터 시작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의 훈련이 건강한
‘인성’으로 이어지며 1과 2를 구별할 수 있
는 대학교육의 ‘지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대학의 비전에서 ‘영성’이란
단어가 제일 상단에 늘 위치하고 있는 이유
이다.
축복의 시작은 ‘영성’의 실천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며, 문제의 해결점도 ‘영성’의 점검으
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다른 영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과 희생의 영성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힘차
게 새 학기를 출발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
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는 이번학기를 기대한다.

<제14대 총장 취임사>

이호인 총장

‘기독교 정신 구현’

‘대학본질, 교육과 연구 최우선’

‘경영내실화, 재정 건전성 확보’

아전인수(我田引水)와
역지사지(易地思之)

“위기를 기회로”
교육가치 창출 1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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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혼돈된 땅을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자연을 잘 다스리며 살아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지 못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시작으로 곁
길로 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
은 그의 백성이 죄에서 허덕일 때에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
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
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
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는 결국 십자
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었지만 3일 만에 다
시 살아났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수의 출현과 모든 활동은 역사적인 사실
이다. 인류역사상 예수의 탄생은 가장 큰 전
환점(Turning point)이 된다. 역사를 기원
前(BC)과 기원後(AD)로 가르는 그 기준점이
예수이기 때문이다. 이 엄연한 역사 앞에 예
수와 관련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어느 한 종파에서 주장하는 전설로 치부
하기에는 뚜렷한 역사이기에 그러하다.

나도 한때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었
다. 소심해서 질문해댈 용기가 없었고 ‘무조건
믿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다’ 라는 분위기에
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
든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심을 품었던 내 어린 시절을 떠올
리며 그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전설속의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럴라 치면 현장을 보여주
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었고 그것이
1992년부터 유럽의 성지를 찾아가게 된 연
유이다. 물론 나중에 기독교역사를 전공하게
되면서 연구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
고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된 것도

순례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사실 성경은 이스
라엘 민족은 성경을 역사서로 인정하고 이를
역사교재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왔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초토화 된 이래 그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하
였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민족의 비

극을 겪었지만 그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
었다. 2천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방랑하던 그
들이었지만 결국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에 모여 나라를 세웠다. 그들의 정신력은 하
나님의 신뢰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국 그들을 우
수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물론 성경이 역사를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
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성경은 방대하고 구체적 내용과 함께
풍부한 역사 자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현장에서 체험한 감
동을 나누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예수의 탄생 현장을 보기로
한다. 예수의 탄생지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어
두워지고 추위가 엄습하자 목동들은 모닥불
을 피워 놓고 기나긴 겨울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 탄생한 기쁜 소식을 이름 없고 힘없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하였다.

사진의 거친 들판이 바로 그곳인데, 베들
레헴 읍내에서 가깝다.  

예수 탄생 교회는 베들레헴 읍내 중앙에 있
다. 베들레헴과 인근 헤브론은 아직도 정치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불시
에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순
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수탄생
교회는 3세기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
머니 헬레나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계기로 세
워졌다. 석조 건물로 화려하진 않지만 세계사
에 중요한 기독교 유적이다.

사진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건
물이다. 예수의 겸손,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작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장의 사진으로 이를 표
현하였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역시 또 하나의 작은 입구가 있다.
이곳에 줄지어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베들레헴의 별이라 불리는 14 꼭지의 은으
로 된 별이 예수 탄생 장소를 기념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감격하여 엎드려 진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8

세상의 빛, 인류의 구세주 예수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예수가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안에 있다. 베들레헴의 별.

▲ 목동들이 양을 치던 들판
▲ 예수의 탄생 지점을 나타내는 별이 있는 곳
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작은 문에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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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Maltese)
볼견애견 [볼見애犬]

말티즈는 스패니엘 젠틀(Spaniel
Gentle), 비숑 (Bichon), 쇽  독
(Shock Dog)이라고도 하며, 기원
이 오래된 애완견중의 하나이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학’이란 책에서
말티즈는 족제비만큼 작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하였다. 기원전 13세기
경 이집트 고분에서 말티즈와 같은
형상의 개조각이 발견되어 3,000
년 전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크기도
다른 견종들처럼 개량되
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작은 품종이라
여겨진다. 비단결 같이
아름다운 순백의 털과
명랑한 성격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
고 있다. 말티즈란 이름의 어원은 이
탈리아 남부 해안의 몰타섬(Malta),
혹은 이탈리아 시실리섬의 작은 도
시(Melita)에서 유래되었으며, 로마
제국 시대 지중해 근해에 퍼져있던
이 견종이 영국에 전해진 것은 로마
의 침략군에 의해서 또는 십자군 원
정 때 도입되었다고도 한다. 특히 영
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큰 인기
를 누렸고 수천 달러라는 높은 가격
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에서도 인기가 높아 많은 가정에서
기르고 있다. 

말티즈의 체고는 약 25㎝ 정도,
체중은 약 2.5kg 내외이며 성격은
활달하고 온순?영리하며 쥐를 잘 잡
는다. 사람에게 친밀하고 어린아이
들과 뛰어 놀기를 좋아한다. 명랑한
성격으로 가족에게 순종적이지만 강
제로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며 나름
대로의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어서

신경질적으로 짖는 경우도 있다. 길
고 아름다운 순백색의 비단같은 긴
털과 검은 눈에 검은 코가 어울려 예
쁜 모습을 만들어 낸다. 
또한 긴털은 등 중앙에서 좌우로

갈라져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
어서 아름답고, 가늘고 부드러운 순
백의 털은 다리를 모두 덮을 정도로
길게 자란다. 아름다운 털을 유지하
고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일 브러싱이 필요하며, 귀가 털로 덮
여있기 때문에 귀질환이 많다. 순백

의 털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먹이를 먹을 때나 용변으로 인
해 털이 더러워졌을 경우, 붕산수로
닦아주고 자주 목욕을 시켜주어야
한다. 털은 트리밍을 하거나 취향에
따라 다듬어 줄 수도 있으며, 눈썹
윗털은 길게 자라면 머리위로 올려
묶어준다. 눈같이 하얗고 부드러운
털은 밑털(under coat)이 없어서
털갈이 문제가 없으며 꼬리는 본래

의 길이대로 우아하게
등 뒤로 말려있다. 가정
에서 쇼견처럼 아름다운
상태로 기르기는 매우
어렵지만 부분 염색으로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

다. 별로 운동을 안 시켜주어도 되므
로 아파트에서 기르기에 알맞고 질
투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
서는 서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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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나오즈 (動腦子)?
머리를 굴려봅시다.

똥~나오즈~ 중국어로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쓰다, 깊이 사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 ^
이번 2017년 가을학기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게임들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스도쿠입니다. 그런데, 레벨을 
약간 올려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머리를 굴려보세요. ̂ ^

별빛 기행
조선 역사를 열어준 하늘의 열쇠, 
만원권 지폐에 담긴 별들의 비밀!

국보 제 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속 숨겨진 
태조 이성계의 경이로운 

역사 스토리와 함께하는 “한옥마을 별빛산책”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본 행사 주간
9/16 [19:00~21:30] (150분)

●집결지 : 태조로 쉼터 (신분증 지참)

●참가비 5,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천문학 강의 콘서트)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회차별 선착순 2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태조 어진 흩어진 
빛의 조각을 찾아라

어진 수호단이 300년동안 지켜 온 태조 이성계의 초상
화가 어둠의 기운으로 12조각으로 흩어졌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백성의 힘이 필요하오.
즉시 어진수호단에 가입하여 태조어진을 찾아주시오.

●일시 : 9월 16일 (출정식 18:30 / 진행시간 19:00~20:00)

●집결지 : 경기전 광장 안내부스

●어진수호단 가입비 : 만냥

●접수처 : 옥션티켓 (온라인)

문화예술공작소 (오프라인/ 01099793260)
(국민) 문화예술 공작소 754801-01-732259

●모집인원 : 회차별 200명

진행방법 : 
하나. 어진수호단에게 빛의 위치도를 얻어내라
둘. 흩어진 빛의 위치를 풀어내라
셋. 태조어진을 원위치에 봉안하라

우승포상 : 100만냥 상당의 한옥마을 상품권

안내처 :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063) 288-9937
www.jeonju-night.kr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어진길- 은행나무길 

- 경기전 뜨락 (전통차 체험) - 수복청 

- 어진박물관 앞 (천체 관측체험, 천문학 강의 콘서트 특별 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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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컬창의학과

달빛 기행
골목 안에 두고 온 마음, 

저녁바람 경기전 처마 끝에 걸린 소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우리만의 특별기행을 누리다.

뜻밖의 국악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달빛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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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일시 : 전주문화재야행 특별 주간
9/2, 9/9, 9/23, 9/30 [19:00~21:00] (120분)

●집결지 : 태조로쉼터 (신분증지참)

●참가비 : 10,000원 (경기전 입장료 + 기념품 증정 + 공연관람)

●입금처 : 농협 1183-01-08222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예약 : 063) 288-9937, 063) 282-3072

●인원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마감시 홈페이지 공지)

기행코스 : 

태조로 쉼터 - 오목대 - 한지길 - 은행나무길 

- 경기전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 + 뜻밖의 국악 공연관람)

- 전동성당 - 풍남문 - 남부시장 야시장

(사)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유네스창의도시 전주여행

수천달러에 이르는 영국의 귀족견
털갈이 없어 아파트에서도 양육가능

이 코너는 2학기 신문에서 새롭게 지면을 구성하면서 애완견에 대해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다. 

혼자 생활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동반자로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수의학박사 박범전교수님을 통해 이 글을 연재할 예정이다.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

박범전 교수
(수의학박사)

명탐정 퀴즈

※선착순 10명에게 한하여 상품 
(스타타워 식권3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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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문화재 행 3선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 <론니 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 3위’에 선정된 전주! 
특히 전주 여행지의 중심인 한옥마을에서 여름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전주 문화재야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의 시원한 야행 길를 걸으며 2017년 2학기를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형만 기자

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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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Hot한 여름, 청년들의 열정으로 저~장
푹푹 찌는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전주대 청년들이 국·내외 봉사활동과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다. 하계해외봉사는 몽골1·2팀, 캄보디아팀으로 나누어 현지 아이들에게 음악, 한글, IT, 케이팝 등을 가르쳐
주었고, 학생들은 각 봉사지에 전주대학교를 알리고 돌아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가 각 팀을 꾸려서 재학생 259명의 학생들과 전북, 충남 일대 8개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4박 5일간 진행하였다.
제7기 국토대장정은 학생 총 50명이 11박 12일간의 일정에 따라 해남 땅끝마을 ‘땅끝탑’을 시작으로 경남 남해군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까지 모두 완주하였다. 그 뜨거운 현장소식을 사진으로 느껴보자.   - 취재: 박주경, 표은혜기자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이주승 입니다! 
이번 2017학년도 여름방학에  두 개의 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농촌봉사활동’, 두 번째로는 ‘국토대장정’입니다. 
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음에, 그리고 참여한 전주대학교 구성

원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
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우들, 구성원 분들과 함께 보람
되고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즐거웠던 여름방학
이었습니다.
6월 말, 지역사회,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259명의 학우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8개의 마을(임실-1, 남원-2, 태안-1, 고창-1, 정

읍-2, 부안-1)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더워 밖에 서있기
도 힘든 날씨 속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지역을 섬기고 돌아온 봉사단
원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한, 그 곳에서 만난
학우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던 것에 행
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저로써는 더욱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었습니다.
7월에는 전남 해남군 땅끝 마을을 시작으로 강진-장흥-보성-고흥-순

천-광양을 지나 경남 남해군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까지 50명의 대원들
과 함께 남해안 일대 28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남
해안 일대가 산이 많아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걷기에 힘든 코스들이 많
았습니다. 폭염의 날씨와 하루에 최대 36km를 걷는 힘든 일정이라 육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이번 국토대장정이었는데 참여하는 단
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것에 대해
고맙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교내에서 규모가 큰
행사들인데 이 것을 기획하고 총괄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감
사하고,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학우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참여한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
과 행복을 느꼈던 여름방학 행사였습니다.    

제44대 총학생회장 이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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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07. 17.(월) - 28(금) (11박12일)
▶지역 : 해남 땅끝마을 땅끝탑에서 

경남 남해군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까지
(약280km)

멋진 가방 만들기 한국전통놀이 대문 공사 톡톡 터져라 알록달록 페인트놀이

고무동력기 체험 나는야 스나이퍼 신나는 케이팝 배우기 플레이콘 만들기 더위야 물렀거라! 즐거운 체육시간 아이클레이 시간 웃어요 활짝 한국동요 배우기 수리 수리 마술

남원 광평마을 이장님 사랑해요 오늘은 가지 수확하는 날 감자 수확 마을 주민 분들과 한 컷! 남원 용산마을 Forever!

일정: 07.17(월)-07.29(토) (12박 14일)
▶지역: 꼬마비젼센터, 노아어린이집, 뚤봉로(공립학교, 사립학교, 프렌드쉽센터)     ▶인원: 32명(단장 1명, 인솔 2명, 임기섭 과장, 학생 28명 )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에코백 만들기, CPR 교육, 한국어 교육     - 문 화 예 능 팀 : 비눗방울, 페인트 놀이, 전통 놀이   
- 선 교 팀 : 율동 및 찬송 부르기                             - 환 경 개 선 팀 : 잡초 뽑기, 씨 뿌리기, 골대 만들기, 대문 공사, 자갈 채우기

일정: 06.26.(월)-0.7.09(일) (13박 14일)
▶지역: 몽골(울란바토르) 53번 학교     ▶인원: 28명(단장 1명, 인솔1명, 학생26명)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음악교육, 한글교육, 공예 만들기 등      - 문 화 예 능 팀 : 축구, 태권도, 케이팝, 전통놀이 등
- I T 팀 : 엑셀, 포토샵, 동영상제작 등                   - 지 원 팀 : 사진촬영 등

몽골 1팀 몽골 2팀

캄보디아팀

일정: 06.26(월)-07.09(일) (13박 14일)
▶지역: 몽골(울란바토르), 분교, 68번 학교      ▶인원: 25명(단장1명, 인솔1명, 학생23명)
▶주요프로그램
- 교 육 팀 : 위생교육, 탈 만들기, 화산폭발실험 등                  - 문 화 예 능 팀 : 플라잉 디스크, 컵타, 태권무 등
- IT팀 : 홀로그램 만들기, 명찰 만들기, 피피티 배우기 등      - 몽골 경찰청에서 문화 공연

일시 : 06. 26.(월) - 30(금) (4박5일)
▶지역 :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
▶주요 프로그램 : 감자, 가지, 파프리카 수확 / 복분자 가지치기/ 잡초, 피 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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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참으로 온전히 자기를
비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늘에 이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길이요 생명이요 진
리가 되신 그 분을, 2017학년
도 2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이
아침에, 전주대학교 가족들이
모두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주
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
니 주님,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
학교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
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하나
님을 부정하고 김정은 3대 세
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로 이 세상을 흔드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지고, ‘평양대각성운동’으
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
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 어두움의 땅이 하나님의 은
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도록, 오,
주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
나로 통일 되게 하시고 오직 복
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
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
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 전주대학
교에도 어렵고 힘든 여러 일들
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
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
스를 주셨고, 1년 365일 예배
가 끊이지 않는 ‘기독교명문사
학’이란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
니다. 이런 좋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
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
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 어찌할 수 없는 대학의 구
조조정 문제 때문에, 가장 가까
운 동료와의 엇갈린 관계와 서
로 다른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에 머물지라도, 그 어둠을 통해
서 인도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
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전주
대학교 가족들이 다되게 하옵
소서. 그리하여 이번 학기에도
강의실과 사무실과 운동장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자라
는 것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그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
도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
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뿐 아니
라 풍성하게 만듭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안
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노래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공통
점이 있습니다. 외부세계와 단절되었다는 것입
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감옥은 원망,
시기, 질투와 같은 악이 가득하다면 수도원은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갇
혀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
으로 보답할지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하
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는 나의 부족함
을 채워주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
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개강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
혜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이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깊은 애정을
담아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이렇
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부탁을 해 충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
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키

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 ‘충성’을 가르쳐야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한 염원, 바램이 있습
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가
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가는 것을 보고, 그 방향 그대로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충성된 사도바울은 ‘충성’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충성’은 사랑으로
만 전수됩니다. 교회도 충성된 목회자가 되어
야 하며, 교수도 충성된 교수가 되어야합니다.
충성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
러나 충성이 충성을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이
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결정해야합니
다. 

사랑하는 이호인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
으리라’이 말씀처럼 당신들의 충성은 누군가 모
르게 삶을 전수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
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
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축복이 가득한 학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정길 목사
(신동아법인 이사장)

“충성된 사람들”(딤후2:1-2)

진리의 샘
이호인총장 취임감사예배 설교

[ 교직원 연수회 설교 ]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더 큰 복, 더 많
은 복을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행
20:35). 더 좋은 복을 받는 길은 결코 순탄
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하고 좁습니다.
받는 것은 감사하며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
나 주는 것은 받는 자의 마음과 기분과 반
응까지 고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혜자
는 받는 것을 동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느끼도록

배려해야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은 예

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
이며 복 자체시며 최고의 복이시며 복을 공
급하고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다면 그
것은 세상을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의지
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새
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오래 전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
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
리라”(잠11:24-25).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
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재산
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
는 것, 치열하게 아끼며 부가 늘어나야 하는
데 가난하게 된다는 것, 구제를 좋아하면 지
갑이 얇아져야 하는데 풍족하게 된다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는 잘 드러나지 못
하는데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이 현실일 수 있는 이
유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은 온 세
상을 그 말씀대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

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복입니다. 나눔이 복이기 위한 조건
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풀
고 나누고 섬긴 자들에게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눔의 복을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
다고 하십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갚을 능력
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나눔의 수
혜자가 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면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학
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14:31). 가난한 자들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입니다(잠
19:17).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
에 여호와가 갚아 주십니다. 사람이 갚아주
는 것보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훨씬 좋습니
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복입니
다. 

이번 학기에는 나누는 나, 나누는 가정,
나누는 교회, 나누는 전주대가 되시기를 바
랍니다.

"기독교의 복은 나눔이다"(잠언11:24-25)

한병수 교수
(전주대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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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
여 전주대학교에서 ‘종교개혁 500주
년 신학세미나’가 8월 7일에 있었다.
3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 호
신대 차종순 명예총장의 ‘한국교회의
현주소’의 기조 발제로 4개의 주제 강
의가 진행되었다. 차종순 명예총장은
한국교회가 성령대부흥운동을 통해 영
적경험을 했으며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를 6개의 단계로 구분하면서, 한국교
회의 현주소를 정의하였다.
이어진 주제 강의에서 김재규 아신대
학교 박사는 ‘교회와 권징’이라는 제목
으로 교회의 정치적 개혁에 대해 강의
했고, 신현우 총신대 박사는 ‘교회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성경적
개혁의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어 합신대 이남규 박사는 ‘교회와 교

리’, 그리고 전주대 한병수 박사는 ‘교
회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
서 교회 개혁의 4가지 측면을 다루었
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기독명문대학
으로 신앙과 학문을 교육하는 전주대
학교에서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랑
에 보답하고자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

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으로 교회는 항
상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지역
교회와 이 나라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새롭
게 거듭나길 기대한다.

- 편집부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세미나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이단) “HWOO 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한 신OO”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대학교 캠퍼스에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실질적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하지
만 이러한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대학생
들을 포교하려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에는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
고 있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번 여름 방학에

‘HWOO’ 평화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수많
은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포교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단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OO'의 위장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

서 ‘세계평화선언 평화걷기대회’가 진행
되었다. 이곳에는 신OO의 대표인 이OO
씨가 참석해 기념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
는 ‘HWOO’단체의 대표로 되어있다. 행
사를 마친 후 걷기대회를 진행했는데 이
곳에 젊은 대학생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평화라는 명칭을 갖고 걷는
길이는 50m도 되지 않아 ‘보여 주기식
행사’였다. 
이들은 ‘HWOO’라는 이름으로 송파구
에 행사 신청을 했지만, 송파구에서는 집
회를 허가치 않아, 무단으로 진행한 것이
다. 결국 피해는 송파구 시민들이 받게
되었다. 행사를 위해 인도를 막고 부스를

설치하며 많은 인파로 인해 결국 ‘평화를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피해는 우리들의
평화를 깨트린다고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신OO는 초창기에 위장 교회로 대학생
들을 미혹하였고, 지금은 엄청난 교세를
이룬 큰 단체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또 다른 위장 단체를 만들어서 지
금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평화’라는 주제로 행사를 만들고 캠퍼
스에 접근하고 있다. 평화걷기대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단체의 교세 확
장과 위장단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
용된다는 것이다.

요즘 취업을 위해서 봉사활동은 필수가
되고 대학생들이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지금도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캠퍼스에 있는 대
학생들을 미혹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순수한 마
음으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지만 다음
에 결국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봉사나 평화의 주제를 갖고 접
근하는 단체들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
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하게 살
펴보고 주의해야 한다.

주목! 이런 활동을 주의하세요

예배안내

<기자칼럼>

바쁨 가운데 가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
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

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역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
고 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

도회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
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
교가 되길 소망한다.

일 시 설 교 자

8월 31일(목)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

9월 07일(목)
정용비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9월 14일(목)

9월 21일(목)
노재석 목사(서부중앙교회 담임)

9월 28일(목)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반을 모집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는 은혜로
운 프로그램이다. 교직원, 학생 누구라도 신앙의 기초
를 다시 다지기 원하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

앙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
하시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다. 

☎.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내선 2174, 대학교회 205호)

나는 지난 1년간 나의 본향 한
국을 떠나 생애 처음으로 뉴질
랜드 땅으로 1년의 시간을 보
내고 왔다. 해외를 경험한 많
은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은
참 바쁘다". 나 또한 1년간 해
외를 경험하며 참 많은 것은
것을 느꼈지만 제일 공감하고
크게 느낀 점은 한국에서의 삶
이 참 바빴다는 점이다. 생활
뿐 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왜
바쁜지도 모른 체 바빠야만 했
고, 바삐 흘러가는 삶이 남들
과 비교 했을 때 나의 마음에
안도함을 주었다. 하지만 해외
에 나가보니 한국에서 살아가
는 것이 얼마나 바빴고, 얼마
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
었다. 물론 이들은 바쁘지 않
은 것이 아니다 늘 주어진 생
활과 흘러가는 삶 속에서 최선
을 다해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
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빠르게 흘러가
는 바쁨이라는 삶 속에 가끔의
시간을 즐기며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찾는다. 결국 이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었다. 바쁜 회사에 가도 무조
건 티타임을 가져야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였고 점심시간 후
에는 15분씩 산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이 이곳에서 가
끔의 여유를 즐기는 삶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나
라의 법이라는 것은 나에겐 너

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
서 이들은 바쁘지만 바쁘지 않
았다. 또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건네는 첫 인
사는 ‘Hello How are you?
안녕 오늘은 어떠니?’하는 인
사였고 항상 인사 뒤에는 오늘
어떠냐는 안부까지 뒤따라 왔
다. 나는 한국에서 나 자신의
안부를 묻기도 빠듯한 시간이
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일상
이, 처음 볼 때에도 인사도, 심
지어 거의 대부분 가게를 들어
가서 주문 받기 전에 하는 인
사조차도 오늘 하루를 묻는 안
부로 끝났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나는 이곳의 분위기만
평화로운 것이 아닌, 이들의
모습에서까지도 평안함을 경
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쩌
면 한국 사회가 더욱 더 바쁘
게 느껴졌던 걸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잃고 있는 독자, 학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
한지 생각해보기를 원한다. 여
러분 또한 이 치열한 사회 속
에서 바쁨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바쁨 가
운데 더 넓은 곳으로 향하는
가끔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
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희
망해본다.

김하선기자



Trưuc0ờg đuc0ạ họ đuc0ãkýkế hiệ
đuc0ịh đề trịvớ bệh việ thàh phốJeonju
và ngà 16 thág 8 đuc0ểgiả quyế nhanh
chóg cá trưuc0ờg hợ nguy cấ nhưtrịliệ
bệh tậ, tai nạ do bấ cẩ,..v..v.. dàh cho
du họ sinh.

Hiệ ưuc0ớ lầ nà dựđuc0ịh cung cấ
sựtiệ nghi vàdịh vụy tếchấ lưuc0ợg tố
đuc0ểnâg cao sứ khoẻvàtrịliệ bệh tậ
cho du họ sinh ngoạ Quố.

Việ trưuc0ởg Go Woo Seon việ trao
đuc0ổ Quố tế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đuc0ãnó rằg "tiế hàh hiệ ưuc0ớ

lầ nà đuc0ểhoà thiệ trong hệthốg bả
hiể du họ sinh cò hơ thiế xó"
và"sẽtrởnê giú íh cho cuộ sốg du họ
sinh mang tíh ổ đuc0ịh bằg sựhiệ lự vớ
bệh việ đuc0ị phưuc0ơg đuc0ểnâg cao
sứ khoẻvàđề trịcho du họ sinh".

Giá đuc0ố Lee Dong Soo đuc0ãbà
tỏcả nghĩ"đuc0ểcho du họ sinh
cóthểkế thú việ họ tậ mộ cáh khoẻmạh
thìbệh việ sẽcốgắg hế sứ chi việ y tế
và"mong rằg hai bê cơquan sẽtrởthàh
đuc0ộg cơcóthểphá triể hỗtrợlẫ nhau
vàcốg hiế cho đuc0ị phưuc0ơg"

Mặ khá 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ngoà hiệ ưuc0ớ cơquan y tếchỉđuc0ịh
lầ nà ra thìcũg đuc0ãkýhiệ ưuc0ớ vớ
trê 10 bệh việ khá đuc0ểcung cấ dịh
vụy tếđ dạg. Thôg qua đề nà khôg
chỉhệthốg họ tậ củ du họ sinh màđuc0ế
cảhệthốg quả lýsứ khoẻcũg đng
đuc0ưuc0ợ nhàtrưuc0ờg nỗlự
đuc0ểchuẩ bị

Thôg tin bệh việ
Chuyê đề trị khoa nộ, khoa ngoạ, khoa
ngoạ chỉh hìh, 
ngoạ khoa thầ kinh, khoa da liễ.. 
•Vịtrí  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

2km(신시가지)
• Thờ gian trịliệ: 9h~24h ( đề
trịthứ7/Chủnhậ)
• TEL. 063.239-0114
• Hã xá nhậ sơđuc0ồthôg qua code
QR.

Kýkế " hiệ ưuc0ớ trịliệ cho du họ sinh ngưuc0ờ ngoạ Quố" giữ
bệh việ thàh phốJeonju vàtrưuc0ờg đuc0ạ họ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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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ostle Paul while he was in
prison wrote: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
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Are you a contented person? Now be
honest, are you satisfied with yourself,
and with your life? The Apostle Paul
says,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
tion” There are 2 points to consider: 

I. Enemies of contentment. 
The first enemy of contentment is
“Unrealistic expectations.” Christianity
does not mean we will be exempt from
challenges and temptations. Whether
we fail as Christians or fail in what the
world feels a Christian ought to be, the

expectations are often unrealistic. We
need to be more realistic in order to be
content. A second enemy of content-
ment is, “Unfair comparisons.” When
we compare ourselves to others, we’re
sure to find someone else more attrac-
tive, more gifted, younger or stronger
and we’ll always be discontented if we
compare ourselves to them.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whether it is our
looks or our life situation it will make
not make us content. A third enemy is,
“Unnoticed blessings.” We live in one of
the most affluent nations in the world.
We have more possessions, freedom,
as well as more opportunities than al-
most anyone else. And yet, this nation
is among the most unsatisfied people
on earth, and the suicide rate is ex-
tremely high. The problem, I think, is
that we don’t usually consider our
blessings. Often we take so much for
granted. Paul writes about himself and
the early Christians in 1Timothy 6:6-
8,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7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
ing out of it. 8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Today we have food and clothing but
still very few are content. We have
many “Unnoticed blessings.” I have
learned that, contentment is found in
a thankful heart. The fourth enemy of
contentment is, “Uncontrolled ambi-
tion.” Now the Bible does not condemn
ambition. It encourages us to be am-
bitious, and to strive for excellence.
But when ambition is uncontrolled, or

when it simply fuels our ego, it is not
good. Time magazine reported that a
mugger held up a woman at gunpoint
and demanded money. But when she
only had $12.00 in her purse he be-
came very angry. Then he saw her
check book and insisted that she write
him a check for $500. The next day
he was arrested when he tried to cash
that check. That’s pretty stupid, isn’t
it? Yet, uncontrolled ambition can
sometimes dull our thinking to the
point that we aren’t even thinking log-
ically. “Uncontrolled ambition” becomes
the enemy of contentment. 

II. The secrets of contentment. 
There are at least three secrets and
the first is to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All the way through Philip-
pians Paul talks about attitude, and he
is saying, “If you have an attitude that
causes you to be grateful for every-
thing God has given you, you’ll find
contentment.” Isaiah 26:3 says,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those whose
minds are steadfast, because they
trust in you." The second is to, “Seek
to please Jesus.” Jesus said,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
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33) The
world teaches us to: Seek first your
bank account, your home, your pos-
sessions, your happiness etc. In 1
Thess. 2:4 Paul says, “We are not try-
ing to please men but God…” The third
secret is, “Love people, and show your
concern for them.” Paul writes, “I re-

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have been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Philippians 4:10) Paul thanks the
church in Philippi for really caring
about him. We live in a choice culture.
Frankly, choice has become not only
an obsession it has become for many a
lifestyle. We desire choices. We live in
a society that wants a pathway of
choice in everything, including love.
Whether love of self, of wealth, of pos-
sessions, or love of our fellow
man. Love takes a lot of work. The
world is hungry for love. A rich indus-
trialist was bothered to find a fisher-
man sitting lazily beside his boat. "Why
aren't you out there fishing?" he
asked."Because I've caught enough fish
for today," said the fisherman. "Why
don't you catch more?' he asked. "What
would I do with them?" "You could earn
more money, buy a better boat so you
could go deeper and catch more fish.
You could purchase better nets, catch
more fish, and make more money.
Soon you'd have a fleet of boats and be
rich like me" he replied impatiently.
The fisherman asked, "Then what
would I do?" "You could sit down and
enjoy life," said the rich man.  "What
do you think I'm doing now?" the fish-
erman replied as he looked placidly out
to sea. 
Are you content with the life you
have? If not, you can be if you follow
the secrets Paul lays before us.

“Who’s Content?” (Philippians 4:10-14)

By Scott Radford

For many Western countries Septem-
ber has been back to school month for
as long as schools have been open to
the public. Of course the need for help
on the farm was the main reason why
schools closed in the summer. With
crops harvested, the boys could return
to their education. Universities in the
west close for four months while Ko-
rean universities close for two months
twice a year. 
Back to school still has the same
meaning for us now as it did decades
ago. First it is a chance to see old
friends again. Growing up on a farm, I
rarely saw my classmates during the
summer break. There was just too
much work to be done. Now my friends
travel the world during the break.
Som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for a visit. Others chose to see parts of
the world that they had never seen
before. I chose to do both. Seeing old
friends and family gave me a chance
to recharge the batteries. It’s amazing
how friendships can last a lifetime and
even though I live a fifteen hour plane
ride from home when I see my lifelong
friends it takes only minutes for the
bonds to be rekindled and old stories
to be retold. Living abroad means that
my great nieces and nephews grow so
quickly without me there to see it and
only get a short glimpse as they grow
from small children to remarkable
young adults.
The second thing that back to school
means is a new chance. As we start
new classes every student has the
chance to get one of those coveted ‘A’s.
I remember the promises to myself to
go to every class, to do all the home-
work assignments and to write my es-
says long before the due dates. These
annual promises usually lasted for a
week or two before old habits returned
to find their usual home. Not every
student can be an ‘A’ student. Many of
us had to accept that our study habits
condemned us to a lower grade.
Now as a longtime professor, I have
to deal with many students that simply
don’t want to put forth the effort to

claim an ‘A’. My role has changed and
my job is now to try and motivate
those students to put forth the effort.
To me the grade is not the important
thing but rather the discipline to put
the effort forth when there are many
other distractions to cope with. For me
personally, it was always sports and
parties that got my attention. I loved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day,
many students can’t get away from
their computer games. As students re-
turn for their second semester, they
get a new opportunity to reach the top
of the pile. Why should a student try?
In the current market, jobs are not
easy to find. Any advantage that one
can find may be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offered a position with a com-
pany and being the second or third
choice. It is hard to maintain the effort
needed to be a top student with the
true reward being so far in the dis-
tance.  It was not the habits I devel-
oped at school that allowed me to be
successful at work but rather the
habits I developed on the farm growing
up. Hard work and farming go hand in
hand. Every student needs to look at
themselves and say,”How can I sell
myself to a future employer?” One of
the best answers to this question is
high grades. So as we start a new se-
mester, I would like to challenge all of
my students to start the new semester
with a positive attitude, a strong work
ethic and the best effort that they can
put forward. Go
that extra mile
and be the best
student you can
be. Somewhere
sixteen weeks
from now you
will get your
reward. It may
not be an ‘A” but
doing your best
is always its
own reward.

Do you want to be a superhero? No,
not like a Superman, or an Iron Man,
or a Thor. More like a Mark Zucker-
burg, or a Steve Jobs, or an Elon
Musk. What does it take to become a
Modern Superhero? Can you really
help change the world? Perhaps you
should start with changing the world
AROUND YOU. And to do that, you’ll
need to begin with changing YOUR-
SELF.
Read any number of self-help or in-
spirational books or blog posts; ask
any older, wiser friend or mentor for
advice; or observe the lives and dis-
ciplines of your own “superheros” (role
models) in business, education, or so-
ciety, and you’ll notice a few common
threads throughout them all. “Do you
want to be a superhero?” they ask.
“Then improve yourself. Get organ-
ized. Practice daily disciplines. De-
velop good habits. Think positively.
Eat healthily. Exercise regularly.
Sleep deeply. Get out of debt. Volun-
teer.”
These are all well-known and im-
portant steps in improving yourself
and the world around you, but they
are also not all so commonly prac-
ticed. Think about how often have
you heard someone (or yourself) say
something like, “Ah, if only I was bet-
ter at…” or “I just need more [self-dis-
cipline].” If KNOWING what to do was
all that was needed, then we’d all be
fit, happy, healthy, and wealthy. But
KNOWING isn’t enough, DOING is re-
quired. Then why don’t we do what
we know we should do to improve
ourselves and the world around us?
Have you ever heard of “kryptonite”?

Kryptonite is a fictional green rock
that is a piece of Superman’s de-
stroyed planet. On earth, Superman
is, well, SUPER. He can fly, he’s super
strong, and he can shoot lasers out of
his eyes. He’s ultimately unbeatable.
That is, until he gets within a few feet
of a piece of his home planet (kryp-
tonite). Then, he becomes just as weak
and pathetic as the people he’s trying

to save. He knows what he needs to
do, but he physically cannot do it. He
has no strength to perform the ac-
tions required to save the world. 

We, too, Modern Superheroes (or as-
piring Modern Superheroes) suffer
from a similar kind of “kryptonite”
poisoning. But our kryptonite is not a
green rock - and it’s not always
something physical. The Modern Su-
perhero’s kryptonite is DISTRACTION.
Consider a day of your life - espe-
cially the beginning of something new
- like the New Year, or a new semes-
ter. You set goals for yourself. You
have big ambitions for what you’re
going to accomplish. On the first
morning, you wake up early with the
alarm, ready to tackle the day and get
off to a great start. But when you
turn off the alarm, you notice a mes-
sage waiting for you in your
KakaoTalk. You check it. That re-
minds you of something else, so you
check Facebook. “Wow! Did that really
happen in the news?” You read an ar-
ticle. “No way! There’s got to be a
video about this.” You search
YouTube. Before long, you’ve wasted
2 hours of your morning on NOTH-
ING. Your Kryptonite has overpow-
ered you again and you’ve become a
slave to your smartphone. And now
you’re late for school too. 
Do you want to be a superhero?
Minimize DIS-
TRACTION.
Distraction re-
duces your
ability to take
ACTION. And
e v e r y o n e
knows, a su-
perhero with-
out action is
just another
face in the
crowd. 

Back to SchoolThe Modern Superhero’s Kryptonite

By Aaron Snowberger By Stuart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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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봉국 입니다. 
(주)마르코로호의 대표이사이며, (전)초등학
교 교사이며, 여러분과 같이 20대입니다.

Q. 마르코로호는 어떤 회사인가요?

‘마르코’와 ‘로호’는 도전과 정신을 의미합
니다. 마르코로호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법
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
한 문제들의 해결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중
들에게 알려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회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할머니들에게는 일자리와 생활복지 그리
고 팔찌 및 반지 제작 교육을 지원하고, 소
비자들에게는 팔찌와 반지를 판매하며, 마
르코로호는 수익금을 할머님들과 나누며
기부하고 회사 운영에 지출합니다. 

Q. 왜 초등교사를 사직하고 사회적기업을 운
영하게 되셨나요?

고등학생 때 꿈이 정말 많았어요. 창의성
이 가장 폭발적이던 때였어요. 천문학자를
하고 싶었고, 한의사도 하고 싶었어요. 하
지만 어머니의 한마디에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교대진학을 결정했어요.
교대는 진로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인지
대외활동도 자주 없는 환경이었고 수동적
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과제하고 노는
게 반복이었어요. 노는 것도 친구가 놀자
는 대로, 가는 곳도 친구가 가자는 대로 갔
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너무 수동적으
로 살아서 대학생활에서 딱히 말할 이야기
가 없는 걸을 알게 되었어요.  
교사가 되어서도 수동적이던 삶은 반복되
었어요. 아이들 교육방식과 교내행정사업
관련 서류에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주
위환경은 항상 말했어요.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해!'라며 더욱 수동적인 선택을 하도
록 요구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운전병을 하게 되었습
니다. 이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원래 독
서는 안 했는데 이때 300
권 정도 읽었어요. 이때
떠오른 의문이 '누군가
는 좋아하는 일 하며
돈을 버네, 어떻게 하
는 거지?' 였어요. 그
런 의문과 함께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경
제력은 10위권인데
노인자살률 1위, 노
인빈곤율 1위 라는 이
슈를 접했어요. 어느
날 총 들고 근무서다가
이런 생각들이 합쳐지면
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한 사회문제에 대
해 탐스(TOMS)같은 기업 세
우자!' 라는 꿈을 세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할머니들께 생활 속 복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고 그러
는 건 아니에요. 전구를 갈아 끼워드리고,
비 오는 날 병원까지 차량 지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할머니들이 ‘곧 죽을 건데
뭐하러 전구 갈아 끼우나 그냥 살면 되지’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현
재는 불편한 생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돕고 싶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40살 이후에는 대안학교 설립해서 다시
교육자로 돌아가는게 꿈이에요.

Q. 코즈마케팅이 기억 남으신다는데, 어떤 이
야기인가요?

코즈마케팅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소문이 되는 마케팅을 말해요.

맨 처음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았
어요. 목표자금 500만 원인데 237% 달
성을 했어요. 뜻하지 않게 연달아서 스브
스뉴스, GOD 손호영 씨, 배우 곽시양 씨,

배우 조재현 씨께서 제품 홍보를 해주
셨어요. 두 번째 크라우드펀딩은
목표금 200만 원에 1787%

달성을 했어요. 제품도 맨
투맨과 모자 한 개가 전
부고, 사진도 동생과 제
가 그냥 찍은 거고, 포
토샵 일러스트도 모
르고 조금 배워서 한
거였어요. 한 중견기
업 CEO분은 SBS
에 연락과 200만원
을 주시며 마르코로
호 제품 대신 사주고
컨텐츠 만들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라며
착한기업 대놓고 밀어

주기를 해주셨어요. 류준
열 씨, 레드벨벳 웬디 씨도
착용해주셨어요. 이후로 와

디즈 특강, 라디오, 방송, 제4회
유럽단편영화제, 스브스뉴스 등 우연

스러운 홍보가 계속이어졌어요.
저희 내부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던 마케
팅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많이 놀랐
어요. 나중에서야 마르코로호가 경험한게
코즈마케팅임을 알게 되었어요.

Q. 마지막으로 전주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
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29살인데, 전주대학생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난 특강 때 꽃나무 활짝 핀 교
내에서 손잡고 걷던 커플이 기억에 남아
요. 대학 다닐 때 무의미하게 시간 보낸 게
너무 후회돼요. 이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
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갖고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익
을 하더라도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나만의
이유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하
게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꿈이 현실되는 창업

20대 초등교사, 마르코로호 대표되다.

몰라서 놓치는 교내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단)

◆ 창업장학금 (마일리지 1점 = 4만원 현금지급) ◆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창업행사 / 마일리지 제공)

◆ 벤처창업연계전공 (창업학위 / 마일리지 제공) ◆ 스타트업 전북 2017 (창업행사)

◆ 창업강좌 (창업상금 / 마일리지 제공) ◆ 창업경진대회 (창업상금 / 마일리지 제공)

◆ 창업동아리 (지원금   / 마일리지 제공) ◆ IDEAJJ (창업아이디어 커뮤니티)

◆ 창업캠프 (창업행사 / 마일리지 제공) ◆ 실전창업교육 (창업교육 / 마일리지 제공)

◆ jj청년창업원정대 (창업행사 / 마일리지 제공)

창업지원단

2학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14면은 청년들
의 창업동기 고취를 기대하며 기획한 지면
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일자리패턴의 변
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CN,
공유경제, 020 등 새로운 수익창출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필자도 서핑창업
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수익을 창

출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기존 일자리 패턴인 공무원과 대기업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미디어이다. TV 드라마, 스마트폰
의 네이버검색순위 등이 대표적으로 기존
일자리패턴을 지향하고 선망하도록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14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패턴으
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내는 각 분야의 유능한 CEO분들을 소개
하게 된다. 다양하고 독특한 스토리를 소
유하신 CEO분들이 정말 많다. 교내특강에
서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준 분들, 그리고
특강이 예정되어있는 CEO분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나려고 한다. 추가로 전주대학

생으로서 이미 창업의 경험이 있는 학우들
을 소개하고, 교내창업프로그램 소개 및 참
여자 인터뷰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비록 창업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소
개되는 CEO분들의 스토리를 통해 청년들
이 일자리 관련 고민 중 창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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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번 신입생을 위한 길잡이!
전주대 전체학과 소개

인문대학
경배와 찬양학과 
Q. 기독교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나?
A. 시대에 원하는 기독교 리더상이 되기
위해 신학, 경배와 찬양학, 예배사역실기
를 배우고 공동체 훈련을 통한 인성과 영
성훈련을 받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Q.지역사 전문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A. 역사와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인재상이
되는 것 이다.

영미언어문화학과 
Q.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하는가?
A. 실용영어와 더불어 영어학, 영문학,
TESOL, 그리고 통번역에 대한 학문적 수월
성을 추구함으로써 현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되어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일본언어문화학과 
Q. 학과의 자부할 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A. 현재 일본의 4개 대학과 교환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있고 2개 대학과는 복수 학
위제 협정에 의거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
다. 또한 2개 대학에는 단기어학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학생
을 배출함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기업, 일본
계 기업 등에 취업시키고 있다.

중국어중국학과 
Q. 학과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
은 무엇이 있나?
A. 풍부한 현장 감각을 기르기 위해 대부
분의 학생을 중국의 자매대학(상해대, 중
남대, 심천대 등 9개 대학)에 교환 학생으

로 파견하며, 1년 동안 경영학부와 공동으
로 운영하는 (중국비즈니스 연계전공을)통
해 경영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어문학과 
Q. 학과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A. 한국어문학과는 우리의 언어와 문학뿐
만 아니라 문예창작,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교육, 문화콘텐츠 기획 등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한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여 아날로
그와 디지털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과 소
양을 갖춘 호모 로쿠엔스가 되는 것 이다.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Q. 경찰실무인력 및 공안행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나?
A. 경찰행정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지
향하면서 인접 관련 학문분야와의 연계 하
에, 경찰학분야와 범죄학분야 및 주요 법
률학과목 등을 학습한다.

문헌정보학과 
Q.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가 되
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나?
A.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
기까지 정보유통 사이클의 본질을 다룬다.

법학과 
Q. 학과의 진로방향은 어떤 것이 있나?
A. 각종 공무원시험과 금융계 등 기업체,
공기업 그리고 중등 사회교과 교사,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의 길이 있다.

사회복지학과 
Q. 학과가 추구하는 우선적 목표는 무엇인
가?
A.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정받고 환영
받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출 하는 것이다. 

상담심리학과 
Q. 학과의 매력은 무엇인가?
A.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를 돕기 위
한 전문적 실천 학문인 ‘상담학’과 인간 이
해를 위한 기초 학문인 ‘심리학’의 이론과

기법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력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학과 
Q. 학과의 강점은 무엇인가?
A. 졸업 후 다양한 진출분야가 있는 만큼
공무원시험 준비 체계적 지원과 고시반, 공
무원 특별반, 공기업 특별반 운영, 동영상
강좌 제공, 방학중 기숙사 제공과 개인별
면담 및 오답성향 분석 지도를 제공한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Q. 우리 학과가 특별히 내세우는 점이 있
다면 무엇인가?
A. 경영학과는 전주대학교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영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호남지역에서 경영학을 선도
하고 있으며 14명에 달하는 호남 최고의
교수진이 위용을 떨친다.

경제학과
Q. 학과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A. 충실한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폭넓
은 교양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원하고 우
리나라의 경제현실 및 세계의 경제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경제학과
경영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유망 전문 직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금융보험학과 
Q. 졸업 후 무엇을 목표로 하는 학과인가?
A. 전국 1위의 손해사정사 배출 학과이고
매년 손해사정사 다수 합격, 높은 취업률,

고액연봉 등이 명확한 목표이다. 그만큼
매년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금융회사에 취업한다.

물류무역학과 
Q. 학과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A.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물류 및
유통의 중요성 증대, 중국비즈니스의 확대
와 FTA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기
회가 가장 넓은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학과 
Q.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
A.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 과정
을 통하여 심각하게 발생되는 각종 토지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투자 및 관리를 종합과학
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회계세무학과
Q. 학과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A. 본 학과는 회계실무전문가와 공인회계
사나 세무사 및 국세공무원 등의 직업전문
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Q. 학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A. 첫째, 선후배 멘토링과 평생사제동행
시스템를 통한인성중심교육강화 둘째, 국
내외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한 봉사
역량강화 셋째 국외 학점교류 및 외국어능
력향상교육과 토익인증제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간호 관련 각종 면허
증·자격증 취득, OSCE 및 CPX 프로그
램, 간호학술제, 성과기반 교육과정체제운
영을 통한 간호실무와 연구역량강화가 특
성화된 부분이다.
물리치료학과 
Q. 어떤 사람이 물리치료학과에 어울리는가?
A. 물리치료사는 신체 재활이 필요한 환
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인간의 몸과 해

부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 창의성을 가진
사람, 봉사적인 사람이 적합하다.
방사선학과
Q. 진로방향이 다양한가?
A. 의료기관의 방사선사뿐 아니라 의료장
비개발, 농업용 방사선, 산업용 방사선, 공
업용 방사선 시장에서 비파괴검사 산업기
사, 원자력기사로 일하며 해외취업까지 가
능하다.
보건관리학과 
Q.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
A. 개인의 건강증진에 대한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고 또한 의료정보의 다양화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무기록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춘 보건교육사와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
해 준비한다.

작업치료학과 
Q.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하는가?
A. 작업치료는 작업(occupation)을 치료
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적인 자신의 역
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
회에서 개인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다.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Q. 학과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이 있
다면 무엇인가?
A. 혁신도시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지방 이전된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및 도내 외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재활학과 
Q. 장애인에 대해 어떤 공부를 하는 학과
인가?

A. 재활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결함·손
상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체적, 심
리·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능력을 회
복시키는 것으로써 재활학과에서는 장애
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공부한다.
환경생명과학과
Q. 졸업 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나?
A. 미래사회의 유망직종 중 하나인 환경
관련기사를 배출하는 학과로서, 산업위생
기사, 위생사 및 수질, 대기, 토양환경기사
등 총 14개의 국가공인 1급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동처방학과
Q. 어떤 인재상을 원하나?
A.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
이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인재상이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Q. 건축공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건설
기술자는 어떤 사람인가?
A. 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
한 건축기술을 함양한 자이다.

건축학과 
Q. 건축가로써 배워야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A. 건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건축을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고 디자인하
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계시스템공학과
Q. 기계시스템공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창의적 기계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인가?
A. 기계공학 지식을 활용하여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계시스
템공학 전문인(공학지식을 보유하고 실용
화를 꾀할 수 있는 인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봉사적 리더)이다.

기계자동차공학과
Q. 특별히 다목적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A. 각종 에너지의 발생, 변환, 전달 및 이
용방법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기계
장치, 자동차 시스템의 설계, 분석, 제작에
관련된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 기계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
및 생산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
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공학과
Q. 산업공학과에서 말하는 공학과 경영의
상관관계는?
A. .다양한 ‘산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
휘하듯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직분야
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방법을 다루는 미
래의 유망 학과(제품개발, 생산제조, 물류
유통,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체계적
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이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공학과
Q. 소방안전공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소방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

A. 사회에 진출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인
재, 공학윤리를 갖추고 전문 지식을 활용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기술인이다.

전기전자공학과
Q.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이며, 전기전자공
학과가 그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A. 태양열, 태양광, 바람과 같은 재생 가
능한 에너지,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인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학과
Q.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중점을 둔 ICT란
무엇인가?
A.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것
은 전자, 통신, 정보, 컴퓨터 기술을 총망
라하는 ICT분야의 핵심기술이다.

컴퓨터공학과
Q. 컴퓨터공학과에서 원하는 학과 인재상
(설계형, 열정형, 실현형)은 어떤 사람인
가?

A. 설계형: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보기술
서비스를 설계하기를 좋아하는 학생, 열정
형: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으로 창작하기
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학생, 실현형: 급변
하는 IT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Q. 나노기술이 왜 전라북도 핵심전략산업
인가?
A.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 사업이기 때문
에, 이를 위해 위 학과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토목환경공학과
Q. 토목환경공학과가 시민의 복지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A. 사회 및 생활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하
고 창조하며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이 학과는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맞추어 해외건설전
문가, 현장실무엔지니어, 건설공무원 등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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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Q. 게임콘텐츠학과가 거대한 게임시장 가
운데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A.게임제작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객관적
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임기획 / 게임그
래픽 / 게임프로그래밍 분야 국가자격증(게
임국가기술자격검정) 취득 및 애니메이션과
영상특수효과 기술 습득 등 게임콘텐츠 산
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실무에서 빛을
발하는 인재이다.

스마트미디어학과
Q.스마트미디어학과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적 융복합산업이란?
A.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창의
적인 IC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멀
티미디어전공과 정보시스템전공이 하나의
학과로 통합 구성한 것이다.

경기지도학과(축구)
Q. 경기지도학과(축구)에서 추구하는 과학
적 지도란 무엇인가?
A. 스포츠마케팅, 지도론, 경기분석 및 해
설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다
양한 축구 분야로의 진출 능력을 배양
(2011년에는 K-리그 축구팀 전북현대 모

터스와 손을 잡고 비디오 분석 팀을 창설함
으로서 K-리그 최초로 현실적이고 과학적
인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법이다.

경기지도학과(태권도)
Q. 경기지도학과(태권도)에서 추구하는 체
계적 지도란 무엇인가?
A.지구촌 어느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의 대학 및 협회와 자매결연을 통
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전지훈련 및 위탁교
육을 실시하여 국제적 안목을 가진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법이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Q.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21세기 문화시대의 꽃이란?
A. 전문 무대연기자, 뮤지컬배우, 방송 및
영화영상 연기자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를 선도할 연출, 감독, 기획자와 각종 감독
(무대, 조명, 음향)등의 전문 현장인력을 말
한다.

산업디자인학과
Q.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원하는 트렌디한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A.인간과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창작 전문가 및 열정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

장한 디자인 창업가이다.

생활체육학과 
Q.생활체육학과에서 양성하고자하는 생활
체육전문가란 어떤 사람인가?
A. 스포츠와 건강에 관한 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이를 적용한 실기 교육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과 커리큘럼을 통해 배출된 개
개인이 스포츠(생활체육)를 통해 한국사회
의 건강을 돌보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이
끌어 갈 슈퍼스타를 말한다.

시각디자인학과
Q.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원하는 감성+논리
적인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A.평소 상상력과 창의력이 남다르다고 생
각하는 사람, 디자인이 생활 에서 얼마나 중
요하며 또한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공헌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
는 사람이다.

영화방송제작학과
Q.영화방송제작학과에서 교육하는 영상전
문교육이란 무엇인가?
A. 장편 HD영화 제작이 가능한 기자재와 
시설을 갖춤으로써, 연출 분야뿐만 아니라
HD촬영조명, 디지털후반편집, ProTools

사운드 등의 영상 제작기술을 강조하여 균
형 있는 영화 영상 전문제작인력을 양성하
는 교육이다.

예술심리치료학과 
Q.예술심리치료학과에서 배출되는 예술치
료사는 어떠한 분야들이 있는가? 
A.임상훈련과정을 마치면 예술치료사, 음
악치료사, 미술치료사가 있으며 진출분야는
종합병원, 특수클리닉, 개인병원, 재활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 재활
원, 노인요양원, 교도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보호센터,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
발센터, 문화센터, 연구소 등이 있다.

음악학과 
Q. 음악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전문연
주가란 어떤 사람인가?
A. 피아노전공과 관현악전공으로 나뉘며
체계적인 음악이론 과목과 1:1의 실기 개인
지도를 통한 실기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되
는 전문연주가, 중등학교 음악교사, 대학원
진학, 학원 경영, 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원, 실내악단 단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
악행정, 연극, 영화, 무용, 방송, 인형극 등
의 음악부문 기획가등을 말한다.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Q. 관광경영학과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국
제적 감각의 인재교육은?
A. 전문교육, 어학중심 교육, 국내·해외
관광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해
외로 교환학생을 파견 하며 관광공사, 여행
사, 항공사, 이벤트사에서의 국내·외 인턴
십 등의 교육이 있다.

외식산업학과
Q. 외식산업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외

식경영 관리자의 모습은?
A.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변화에 따
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발
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이다.

호텔경영학과
Q. 호텔경영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글
로벌 호텔리어의 모습은?
A.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서비스
아카데미룸, 호텔식음료실습실 등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학 중
국내외 호텔 현장실습 시행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이다.

패션산업학과
Q. 패션산업학과를 통해 배출하고자 하는
패션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인가?
A.현대 패션 분야에 관한 실무중심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숙련된 디자인구성ㆍ
CAD마케팅ㆍ비지니스 능력을 연마함으로
써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 패션 전문가,
샵매니저, 패션유통 및 물류관리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양성된 패션 유통산업분야 전
문 인력을 말한다.

한식조리학과 
Q. 한식조리학과가 한식세계화를 위해 기
울이는 노력은?
A.한국전통음식과 동서양의 전문 조리 기
술 및 지식, 식문화 및 경영능력, 외국어 소
통능력과 글로벌 마인드 등을 함양하고자
다양한 전공교과목을 비롯한 글로벌 한식마
스터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산업체현장실
습, 전공취업체험, 인턴십 등을 운영함으로
써 ‘글로벌 한식슈퍼스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Q.국어교육과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문학적
소양은?
A.정확하고 적절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과 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소양
(국어학과 국문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교
육에 대한 고민과 탐구를 심화하며 훌륭한
교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과 소양)이다.

영어교육과
Q.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A.재학생의 유창한 영어 구사력을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작
문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수의 영어교
육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현장에 효과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연마하도
록 교육하고 있다.

중등특수교육과
Q.증등특수교육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특
수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A.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는 학문
으로서 자아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으며, 인
내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 장
애 학생에 대한 온정과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향한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문교육과
Q.한문교육과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전통적
한문학을 함양한 인재란?
A. 옛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한문에 흥
미를 가지며 참 스승을 꿈꾸는 끈기 있고 노
력하는 사람(전통적 한문교수 방법과 현대적
교육방법의 장점을 두루 살려, 문법, 해석,
작문과 경서, 문학, 역사, 철학의 조화)이다.

가정교육과
Q.가정교육과에서 원하는 전인격적인 교육
자의 모습은?
A.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교
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다.

과학교육과
Q.과학교육과에서 창의와 인성을 중요시하
는 이유는?
A.과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의 이해,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의 체득, 학생들에
게 정신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인격 등의
자질을 두루 갖춘 유능한 과학 교사를 양성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수학교육과
Q.수학교육과에서 지성, 인성, 봉사정신을
교육하는 방법은?
A.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습, 토론, 발
표, 교육 매체 제작 활동 등 21세기 교육 환
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선
후배와의 긴밀한 학습 협조 체제도 구축하
고 상담과 인성 지도를 통해 교수와 학생 간
의 신뢰가 돈독한 것이 장점이다.

교육학과
Q. 교육학과에서 양성하는 헌신적 교사의
모습은?
A.학교교육의 현상을 교육학적 안목을 가
지고 볼 수 있는 교사, 학교교육의 문제를 발
견하고 해결하는 실천적 지식을 갖춘 교사,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수요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