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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수상
계형 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봉사를 실천
한 공로를 인정받아‘세종대왕 나
눔 봉사 대상’
과‘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장상’
을 수상했다.
전주대는 대한적십자사와의 사회
봉사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생 994
명(정기후원회원 240명, 헌혈회원
724명)이 꾸준히 헌혈 홍보 및 참
여한 결과‘대한적십자사 총재 표
창’
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인 총장은“전주대 학생은 누
구라도 나눔과 봉사에 대해 고민하
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프로그
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공과
연계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꾸준
히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
눔 봉사 대상’
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KBS 본관 아트
홀에서 열린‘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
은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지난 1
년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전주대는 올해에만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비영리기관에서 143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으며, 대한
적십자사와 사회봉사인증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
다. 또한 해외봉사단, 전공 연

소통하고 공감하는 “더블 YOU” 총학생회 당선
투표율 52.8%, 득표율 50.5%로 당선

새해를 힘차게 열어갈 2016학년도 학
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지난 12월 1일(화)
에 있었다. 이번선거에서 총학생회장(정.

부)은 기호1번 더블유 학생
회 김민재(물류무역학과)와
박현희(행정학과)가 당선되
었다. 이번 선거유세는 11월
23일(월)부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기호1, 2번 학생자치기
구 후보자들이 교내 곳곳에
서 진행되었다.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공과대학, 문화융
합대학, 문화관광대학에서는
단일후보가 출마하였고, 이
외 단과대학은 경선으로 진
행되었다. 또한 중앙동아리
연합회 후보로도 단일후보인 기호2번 두
드림 학생회에서 출마하였고, 동일하게 1
일(화)에 투표가 진행되었고, 안지호(금융

보험부동산학과)와 이효빈(패션산업학과)
이 중앙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
되었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기호1번
더블유 학생회장 김민재, 박현희는 “학우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약속한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블유 총학생회에서는 다양한 생
활비지원 장학금과 교내전체 와이파이존
설치, 호수리모델링 등 실제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투표율은 전체 전주대학교
학생 10,534명 중 5,563표 참석으로
52.8% 참석하였고, 총학생회의 득표수는
기호2번 두드림학생회에 비해 52표 차이
로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관련기사 8-9면)
_ 취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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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탄절 점등식(관련기사 2면)

다가온 겨울, 건강하게 맞이해요.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천잠동산에서 같이하
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
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인연을 가슴에 담아가
게 하옵소서. 인자한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시던 교수님
들, 캠퍼스에서 추억을 같이 만들던 친구와 선후배들,
서로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춘들이 나아가는 거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
다. 소망과 믿음과 용기 주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
소서. 열심을 다해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하
고 펼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
강과 능력으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
운 자신과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에 여백을 주셔서 그곳이 타인을 위한 공간
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이 쉼을 얻는 풍성한 나
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흔적이 어리석음과 실수가 발견될 때 온
전히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용서와 위로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되시는 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
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류두현 교무처장(환경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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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라서 더 소중한 성탄 점등식”

12월 2일부터 밤마다 본관
에 설치된 아름다운 모습을 목
격할 수 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5시 30분에 대학 본관 2
층에서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점등식은 예배로 가졌는데 대학

교회 김승훈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
도여”를 찬송하면서 온 대학
본관에 성탄을 준비하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 이어 김승
훈 목사님의 마태복음 2:10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목
으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
씀을 전주대학교 교직원에게 전
달하면서 “함께 성탄을 기다리
며 기뻐합시다.” 라며 말씀을
전했다. 이후 이호인 총장은
“벌써 전주대에 온지 3년이 되
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
다.”라고 성탄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끝으로 대학 본관을 배
경으로 이날 점등식 기념 예배
에 참여한 모든 교직원들과 함
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2015년 성탄 점등식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_취재 : 이명재 기자

“우주까지 달려가 취재하는 열정의 기자들”

신문사 취업을 축하합니다
본 전주대 신문사 학생기자
로 활동해 온 이소정기자(상담
심리학과 4학년), 김영선기자
(상담심리학과 4학년)가 서울
서빙고동소재 온누리교회 신
문사 정기자로 당당히 합격했
다.
온누리교회 신문은 매주 일
요일 17,000부가 발행되어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외에

8개의 캠퍼스교회와 5개의 기
도처에 보내진다. 전주대 신문
사는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
쳐 취재, 인터뷰, 기사작성을
교육받고, 정기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위 두학생은 평소 다양
하고 적극적인 취재와 신문제
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
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였다.
_ 편집부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2015년 손해사정사 8명 합격
합격 소식과 함께 전하는‘감사의 마음’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은종성)가 손해사정사 시험 대
비반을 운영해 2015 손해사정
사 시험에서 총 8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현재 전국 14개 금융
보험학과 중에서 합격자가 가장
많다. 또한 2008년부터 2015
년까지 최근 8년간 손해사정사
합격자 평균은 13명이다. 이러
한 결과는 금융보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
다. 금융보험학과는 손해사정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진행되는
것에 맞춰 대비반을 지난해 12
월부터 운영했으며, 특히 2차
시험 대비반은 응시자들이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8주 동
안 스타타워에서 합숙하며 시험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다. 이 때
손해사정사 시험은 지난해부터 의 처음 마음가짐처럼 사고로
1종 손해사정사(근재, 배상책임 힘들어하는 분들께 도움의 손길
보험 분야), 3종 손해사정사(자 이 되어 헌신하고 싶다.”
고전
동차보험 대인 분야) 및 4종 손 했다. 그리고 3학년 최우영은
해사정사(제3보험 분야) 등 세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많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하나로 합 아서 힘들었다. 그러나 쉬는 시
해져 통합신체손해사정사로 변 간 등을 활용해 앞서 이해하지
경되면서 합격은 더 어려워지고 못한 내용을 선배 또는 교수님
자격증의 질은 더욱 높아진 상 들에게 물어 보며 이해하였다.
태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이 방식으로 나의 난점을 극복
하고 전주대는 지난해 9명, 올 했다.”
고 합격 수기를 전했다.
해는 8명을 배출하며, 전국의 그리고 합격자들은“기숙사 지
금융보험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 원과 국내 유명강사 초청 특강
중 단연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등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있다. 합격자 중 4학년 정슬한 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은“대학 3학년 때 손해사정사 감사드린다”
고 입을 모았다.
특강을 듣고 전문적인 분야를
_ 취재: 이소정기자
살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일본언어문화학과 박강훈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일본언어문화학과 박강훈 교
수가 2014년도 학술 연구지원
사업 우수성과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
다. 이 표창은 매년 인문사회계
및 이공계 우수성과 50선을 선
정해 연구의욕 고취 및 지속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것으로
써, 박 교수의 이번 수상은 본

시상식이 도입된 2001년 이래
로 한국일본학계에서 최초로 이
루어진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다. 박 교수는“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실용학문 구현
과 우리 사회의 학문적 공헌을
위해 이론언어학에 기반한 한국
형 멀티링구얼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연구도 함께 진행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박 교수
의 주된 연구대상은 고대어부터
현대어를 아우르는 한국어 일본
어 영어 등 언어유형론적인(typological) 관점에서 본 문법 범
주(grammatical category)의
언어변화 현상으로 계속되는 활
약을 기대한다.

이정현 교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선임
이정현 교수(게임콘텐츠학과)
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 진흥원) 제6대 원장에 선임
됐다. 이정현 교수는 전주대 문
화산업대학장, 한국콘텐츠진흥
원 산업기획본부장, 저작권심의

위원회 저작권진흥본부장, 대상
정보기술주식회사 영업사업부
장 등을 역임해왔다. 중앙정부
에서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대
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
며,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은 경

영혁신 및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라
북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호남
권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교수 연구팀, LG전자 우수 산학 연구상 수상
LG전자 Heat-pump 의류 수축감소 조건 도출 및 프로그램 개발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교수 연
구팀은 지난 25일 ㈜LG전자
H&A 본부가 수여하는‘우수산
학 연구상’
을 수상했다. 전주대
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전용석)
과 (사)한국니트산업연구원(원
장 백철규) 공동으로 구성된 연

구팀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
지 LG전자와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했으며, Heat-pump 의류
건조기에서 의류 품질변화를 최
소화할 수 있는 건조조건을 분
석하고 이를 활용한 특성화된
모듈 개발에 기여한 부분이 인

정되어 수상을 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온 건조의 장점
을 활용한 의류제품 손상 완화
의 코스 개발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했고, 본 연구의 결과는
2016년 건조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직원 경조사
장 례: 정호성(전 문화산업대학 실장) 모친 11/21(토) 덕진구 만성동 온고을 장례식장
이기반(전 사범대학 교수) 11/20(금)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천실

제2회 창의 아이디어 공모대회 대상 수상
산학협력단(단장 전용석)은 지난
11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
리자협의회에서 주최한‘제2회
창의 아이디어 공모대회’
에 참가
해 산학연구운영실 노진호 직원
이‘연구비 관리 전문가 인증제
도’
란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진호 직원은 7년 동안
외부연구과제 연구비를 관리하며
대학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대
학의 연구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해왔다.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아이디
어 공유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및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전
국대학 및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담당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
데 실시됐다.

창업보육센터 테크숍 (3D프린팅) 개소식 개최
스스로 설계, 생산까지 가능한 소자본 창업 환경 조성
11월 18일 공학2관에서 창업
보육센터 테크숍(3D프린팅) 개소
식을 개최했다. 테크숍은 지난 9
월 2일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이 주관한 2015년‘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1억 8천
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구축되
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
유한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3D프
린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다. 창업

보육센터 김진수 센터장은“테크
숍의 24시간 온·오프라인 개방
을 통해 3D프린팅을 지원함으로
써, 스스로 제품 설계 및 생산까지
가능한 소자본 창업 활성화 환경
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으며, 향후
전주대학교는 지역 특화산업 활
성화를 위한 3D프린팅시스템 구
축, 3D프린팅 결과물의 후처리
공정 장비를 구축할 계획라고 전
했다.

LINC사업단, JJ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11월 19일 스타센터 다목적홀
에서‘2015 JJ 글로벌 캡스톤디
자인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
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 대학생
을 비롯한 캄보디아, 르완다, 중국
등 해외 대학 학생 56개 팀이 참
여하였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가
주최하고 완주군이 후원했으며,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 LINC
사업단이 주관했다. 수상자로는
공학 분야에 전주대 정보통신공

학과 정수 외 4명 학생의‘라즈베
리파이를 이용한 실내관리 시스
템’
, 비공학 분야에 전주대 건강
기능식품학과 신재익 외 2명 학
생의‘건강기능발효유’
, 전문대
분야에 전주비전대학교 정보통신
과 임윤한 외 9명 학생의‘태양광
발전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글로
벌분야에 중국 사천전매학원 영
화영상광고과 고한림 외 2명 학
생의‘외국인의 한국 생활 이야
기’
가 선정됐다.

65명의 Superstar 인증서 수여식 개최
11월 19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에서 이병인(외식산업학과 4학
년) 외 64명의 학생들에게 Superstar 인증서와 해외연수 장학
금을 지급했다. 이호인 총장은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수퍼스타”
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섬김의 리더가 되어
사회가 인정하는 진정한 수퍼스
타로 성장하길 바란다.”
고 전했
다. 인문대학 2명, 사회과학대학
5명, 경영대학 13명, 의과학대학

13명, 공과대학 4명, 문화산업예
술체육대학 1명, 문화관광대학
22명, 사범대학 5명이 수상했다.
대표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StarT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전
정신, 능력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그 성과
에 따라 인증 포인트와 장학 포인
트를 부여하고 있다. 500점 이상
인 학생들에게는 인증서 수여, 해
외 연수 기회 부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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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캠프 개최

평양민족예술단 공연 개최

유학생들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과 취업 희망

남북 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지난 20~21일 1박 2일동안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취업캠
프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관
심도와 한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취업캠프로 진행되었다.

이번 유학생 취업캠프에서는 ▲성격 및
적성 유형검사 ▲한국 기업은 이렇게 뽑는
다 ▲한국 기업 비즈니스 매너 및 취업전
략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전략 ▲이미
지 메이킹 ▲실전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한국기업 취업에 유용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중국 유

학생 팽오(대체의학전공 4학년, 중국) 학
생은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한국 기업이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 지 이해할 수 있었
다. 꿈꿔왔던 취업에 한발짝 더 다가가 유
학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
다."라고 말하며 캠프에 대한 만족감을 나
타내었다.

2015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전국 28개 창업선도대학 중 단체부분 유일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년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창
업지원 단체부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5년 창조경
제 벤처창업대전’은 벤처창업생태계와
창조경제 전반의 성과 전시 및 포럼·컨

퍼런스 등 부대행사를 통해 창조경제 핵
심 성과를 홍보하고 성장 방안을 모색하
는 자리로, 21개 정부 부·처·청이 공
동으로 주최하여 개최했다. 전주대는 창
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 평가, 창업보
육센터 최우수 등급(3년 연속), 창업보
육센터 확장건립 지원 사업 선정(2013

년),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제구축 등을
통한 창업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창
업선도대학 28개 대학 중 유일하게 창
업지원 단체부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
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소기
업청이 주관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행했다. 또한 전주대학교 e-복지관 장
애인복지팀은 11월 20일 전주 중앙초등
학교에서 6회기 “우리 함께 성교육 율동
해요”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성폭력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에 대한 내용을 올챙이송과 신데렐라
송의 가사를 개사하여 노래와 율동을 배
우고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같
은 날 e-복지관 학교사회복지팀은 전북

_ 취재: 김하선 기자

제호&제인의
와~! 눈이다!
제호야
밖에 나가서 놀자!

e-복지관의 가치있는 프로그램
e-복지관은 이번학기‘대학남녀프로
그램‘awake ; 깨우다’‘
, 우리 함께 성교
육 율동해요’
‘같이의 가치’
3가지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여성복지팀에서 이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인 ‘대학남녀프로그램
‘awake ; 깨우다’는 잘못 형성된 성의
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토론프
로그램을 10월 8일 평화관 210호에서

12월8일(화) 오후 6시30분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 6기
초청으로 평양민족예술단의 공연이 개최된다.
(사)남북통일예술인 협회 주관 주명신 대표로 구
성된 평양 민족 예술단은 예술 공연을 비롯한 여
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
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위
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공연내용은 민속무용, 아코디언 연주, 기타
병창, 여성 2중창, 3인무 퓨전무용, 여성독창 및
무용, 마술무용, 여성독창, 부채춤, 기타와 노래
칼춤, 혼성 2중창, 여성 4중창, 종장무용, 합창
등이 있다. 평양민족예술단은 KBS TV, SBS
TV, JTBC 등 1,4000여회의 많은 공연실적이
있다.

중학교 집중 지원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의 가치'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집중 지원대상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
상과 또래관계 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청
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바람직한 또
래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
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집단프로그램
활동과 1:1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지는 맞
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다.

겨울나기
엥? 이 추운날에?
지금 나가서 놀면 감기걸려~
이불이 최고야~

춥다고 집에만 있는게
건강에 더 안좋아!
가끔은 몸을
움직여 줘야해!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힝

작품에서 찾아가는 사회 문제
동아리‘볏단’110번째 정기공연‘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11월 26-27일(목, 금) 오후7시 JJ아
트홀에서 전주대학교 연극동아리 연극
반 ‘볏단’의 제 110회 공연인 ‘채플
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이하 ‘채플
린’)공연이 진행되었다. 전주대 연극동
아리 ‘볏단’은 약 30명 정도의 회원
으로 이루어져 있고, 1978년부터 37년
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한편씩 그동안 준비한 연극을
공연하는 동아리다.
‘채플린’ 작품에서는 조인영(부동
산학과 2학년), 우연지(법학과 4학년)
외 6명이 출연하였다. 이 작품은 삶과
사랑, 그리고 일과 죽음 등 네 가지 소재
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
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배가 부른 한 임산
부(우연지)가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청소부(임도경)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
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애를 유산시
키려는 소녀(봉경주)가 등장하고, 임산
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소녀
에게 분노한다. 임산부는 결국 배에서
베개를 꺼내 소녀를 때린다. 다시 배개
를 배에 넣고 "아가야 자꾸 발로 차면 어
떻게 하니? 엄마 아야 하잖아."라고 말
하여 관객들이 폭소를 터트렸다. 아기를
곧 낳을 것이라는 꿈에 젖어 이야기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여자의 안타까운
환상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연인,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사
소한 말다툼의 반복으로 헤어지게 되는
연인(박노주, 이수빈)의 이별 이야기이

어때? 나오니깐 좋지?
우와! 눈이 너무 예뻐!

그냥 빨리 들어가자

아니, 감기 걸릴
것 같은데

호호
내가 감기에 좋은
귤 사줄게~ 좀 놀자~

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어렵
게 물건을 파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청년(송창하)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나왔다. 순간접착제 장사꾼(임도
경)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청년에게 강
제적으로 팔아넘기고, 청년은 다시 용기
를 내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장사를
시작하려 하지만 여중생이 사진을 찍고
신고하겠다며 도망을 간다. 결국 더욱
자신감을 잃고 힘겹게 물건을 판다. 뒤
이어 단속반의 목소리(이수빈)가 들린
다. “물건을 팔려면 큰 길, 대로변에서
팔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로
막이 내린다. 마지막 이야기는 다리위에
서 자살하려는 청년(취업준비생)과 노인
의 이야기이다. 자살하려던 청년(봉경
주)을 보고 노인은 이곳은 물이 얕아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며 자기 신발을 가
리키며 작년에 뛰어내린 놈의 것인데 신
발이 너무 크다며 계속 이상한 말을 한
다. 청년은 그런 노인에게 자신의 신세
를 한탄한다.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며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길

이 생긴다는 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
다가 살아갈 힘이 생긴 청년은 노인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러나 노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
면서 노인의 자살이 암시된 채 극은 막
을 내린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반전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연출자 조인영(부동산학과)
학생은 “각 에피소드마다 사회의 문제
점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점이 좋아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
극을 보고 다시 한 번 이 사회를 돌아보
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연하는
학생들과 매일 함께 연습하며 서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연극을 하기까
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감
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볏단’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오디션을 보게 된
다. 발성이나 발음, 자세 등을 심사하지
만, 오디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 동
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_ 취재: 김승철 기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ㄱ....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전주대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대학생
창업아이템 옥션&경진대회 Best 투자
유치상, 우수상 수상
호남·제주권 창업교육거점센터 주관으로 거
행된 ‘2015 호남·제주권 대학생 창업아이템
옥션&경진대회’에서 창업동아리 트랜스폼 팀
이 Best 투자유치상을, Green 팀이 우수상을 수
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
지 2일에 걸쳐 전남대에서 창업아이템 옥션과 경
진대회가 열렸다. 전주대는 옥션대회에서 트랜스
폼 팀이 Best 투자유치상을, 아토 팀이 Good 투
자유치상을 수상했다. 또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에서는 창업동아리 Green 팀이 우수상을, 트랜
스폼 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며 전주대의 위
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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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Life!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합니다.
당신의 인생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하며 주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또는 슬럼프가 올때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지는 대로 살
자’라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끌려가며 산다면 너무 슬
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달리기 기준만 보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왜 포기할 이유부터 찾습니까?
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작하십시오. 그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왜 포기할 이유부터 찾습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많
은 사람들이 취직을 위해 원하는 직장의
취업공고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열심히 취업공고를 찾아내면 그 많은
조건 중 내가 불합격할 조건을 찾기 시작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한 점을 찾아내
면 ‘아...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
로 결론을 내려버리고는 포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1.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도전할 가능성이 충
분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ROTC에 지원할 때는
달리기가 불합격 수준 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체력시험
때까지 달리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1급으로 최종 합격하였으며, 꾸준히
노력하여 52기 중 가장 먼저 특급전사를
달았습니다.

니다. 항상 모교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한번쯤 총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
하고 싶었던 저는 휴가기간에 모교를 찾았
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찾아가야하는지,
찾아간다 해도 총장님이 계실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안내판 하나만 보고 비서실로 찾
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총장님께 책을 드
리러 간다고 하니 친구들은 ‘총장님이 안
계실수도 있고, 너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책으로 전하고 싶어 비서실
을 찾았고, 총장님은 계시지 않아 책과 편
지한통만 비서실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저는 놀라운 전화를 받
았습니다. 총장님께서 책과 편지를 보시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기특하다며 저녁을
사주시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총장님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남
을 배려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뜻

감사하는 삶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버킷리스트들이 있
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 달에 한 권 책
을 읽고 소중한 사람에게 책 선물하기’입

그래서 저는 이보영 인생의 주제를 만듭
니다. ‘Life, leaving a trace’ 바로 흔
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
엇일까? 어떻게 살면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내
린 결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
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럼 내
가 죽더라도 그 좋은 영향이 세상에 따뜻
한 흔적으로 남겠지? 이것이 제 삶의 가치
관이자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적
을 남길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 주체적
삶을 살기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
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전주대 학우 여러분에게..
저의 비전 중 하나는 꼭 우리 전주대 후
배들에게 저의 더 많은 도전들과 경험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느낌표를 찾을 수 있도록 물음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선배. 저는 그런 선배
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더 도전하고 노력합
니다. 전주대 후배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특히 장래희망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 전
주대학교 여학우들에게 전합니다. 여
ROTC에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노력의 대
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중위로 진급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9살의 저는 아토피
피부로 밤새 긁어 온몸이 짓물투성이였고,
그런 저는 학교에 못 다니겠다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에 내성이 생겨
부담스럽다며 약 지어주기를 꺼려했으며
어머니는 그런 의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
다. 저는 그렇게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 중위로 누구보
다 당당히 서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감사한 것은 저는 도전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모교에 대한 감
사함을 아주 작은 것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저는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 큰 감
사함으로 섬김 받은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의 쳇바퀴
를 돌리며 사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
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로 더욱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 졸업생의 가슴 뛰는 도전기와 성공이야기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멋있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열정 가득한 이보영 중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도 중
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임
관한 이보영 중위입니다. 먼저 이렇게 대
학신문에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얼마 전 저는 휴가 간 모교를
방문하여 학군단장님, 교수님, 후배들을
만나 지내온 이야기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은
후배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
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
실 저는 대학신문에 글을 남길 만큼 뛰어
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제 이야기가 단 한 명의
후배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선배
의 작은 마음입니다”
한가지의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입니다.
많은 군 동기들을 보면 부모님이 군인이
거나, 어렸을 적 꿈이 군인인 경우가 많습

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군인이 아니
며, 저의 어렸을 적 꿈 또한 군인이 아니었
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토피 피부염이 너
무 심해 고등학교 시절 대안학교를 추천받
으며 ‘정상적으로 졸업이라도 했으
면...’하는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던 학생
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같은 특이체질
은 추운 날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더운 날
시원한곳에서 일해야 한다며 ‘교사’의
길을 추천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중등특수
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ROTC 모집이라는 팜플렛을 보았
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모를 설렘과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가슴 뜀에 여ROTC
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
교에서 38:1의 경쟁률을 뚫고 전주대 최
초 여후보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선택은 저의 삶 전체를 놀랍도
록 변화시켰습니다.
<기자후기>

헬렌 켈러는 말했다“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보영 중위와 같이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공을 향한 희망을 갖고 우리들 모두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열심히 꿈을 이루어 나가자!
_취재: 이명재, 김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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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경영학과)

이기훈 교수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발표하였고,
11월 3일 국무총리가 이를 학정고시함으
로써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전후에 우리 사회는 국정
화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매우 시끄러웠고
그 혼돈과 우려는 여전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 사안에 대하여 11월 3일
부터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국정화추진 ‘찬성’이 36%, ‘반대’가
53%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
였지만 이러한 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이 있었다. 연령별로 찬반여부를 들여
다보면 20대, 30대는 반대가 각각 81%,

희망칼럼

소하윤
(전일본언어문화전공 12학번)

"부모 잘 만나서 좋겠네~ 금수저 물고 태어
나서......"
요새 금수저라는 단어로 사람의 인생을 비
유하곤 한다.
금수저는 즉, 부모와 뒷 배경인 가정환경 (경
제, 명예 등)이 부유하고 좋은 것을 일컫는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양로원과
유아원이 같이 있는 곳에 자신의 아이를 맡
길 젊은 엄마아빠가 얼마나 될까. 이미 우
리사회에서 세대 간의 골은 깊어져 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아이디어로 세대 간의 갈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인식은 너무 나이브
하게 보일 뿐이다.
리차드 윌킨슨교수는 빈부의 격차가 사회
의 범죄율을 높이고 병든 사회를 만들기 때
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같이 행복해
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케스 아탈
리 교수는 기부라는 선행이 실은 ‘이기적
이타주의’의 행동이라 말하고 있다. 즉 남
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궁극에는 자신을 위
한 행동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유지하는 첫 번째 조건임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이다.
어르신들은 취업과 경제난에 고통받는 젊
은이들을 이해하고 젊은이들은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이해하려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 키는 기성세
대가 쥐고 있는 것 같다. ‘너희도 나이 먹
어봐라’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었지’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
게 행복한 미래를 기부해주기 바란다.

세대 간의 갈등, 누가 풀까
75%이었던데 반해 50대 이상부터는 찬
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에
서는 찬성자의 비율이 65%에 이르고 있
다.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
로 찬반의 비율이 대동소이한 사안에 대하
여 세대 간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는 대목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
에서 인종, 종교, 이념 간의 갈등을 넘어 미
래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
각될 것이라 예측하였었다. 이제 그러한 조
짐이 사회전반에서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옛날부터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걱정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
감을 가지고 있긴 하였다. 그래도 젊은이들
이 데모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요즘 1988년 시대상을 추억하는
드라마에서도 데모하는 대학생 딸을 걱정
하는 부모의 입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야단을 치지’라는 대사가 나올 때, 자식이
걱정되어 데모를 만류하긴 하지만 그 뜻에
는 동감하는 기성세대의 고민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생각마저도 많
이 다른 듯하다.
얼마 전 양로원과 유아원을 공동 운영하
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건강과 활
력을 찾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와 예절
을 배우며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사소한 이해 태도를
배운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기쁨과 태
도를 배울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럴 기회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부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소와 절약 정신을 배우고 금전생
활 외의 다른 생활 쪽으로 눈을 돌리고 금전
외의 여가생활 또한 즐겨나갈 것이다. 이로 보
았을 때, 금수저와 흙수저의 비유된 삶을 비교
하며 부러워하거나,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각자
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알려주고
하루라도 알차고 기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도움
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
까 생각된다.
두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자. 한 부
모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 가시를 발라주어 자
녀의 숟가락 위에 올려준다. 하지만 다른 한 부
모는 낚싯대를 자녀에게 주어 미끼 끼우는 방
법을 알려주고 물고기를 낚은 다음 물고기를
구워 가시를 발라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러
분은 앞으로 이 사회의 어떤 부모, 어떤 어른
이 되겠는가?

금수저와 흙수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한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누가 금수저이고, 흙수저란 말인가? 그런
기준은 대체 어디에 있으며, 누가 정했고, 금
수저라면 무조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흙수저
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인
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정
신적으로까지 행복하진 못하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진 못하
지만 항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 점
에 의미를 둔다.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 유학
을 다녀오고, 안 벌어도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그런 자녀가 부럽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자녀는 부모의 배경으로 당장 아름다
운 삶들과 경치들을 눈에 담을 수 있지만, 앞
으로 그런 삶을 어디로 가야, 가려면 어떻게 가
야 볼 수 있는지 그 힘을 키우기가 어렵다. 즉,
스스로 해내는 힘을 가지기 힘들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타국의 유학 경험은 누릴 수 없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부
유하지 못하지만 작은 음식이라도 나눠먹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내 배가 덜 차더라도 함
께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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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비결은 실패지식
활용여부에 달려
2015학년도 2학기의 끝자락을 아
쉬움이란 수레에 싣고 현재 우리 모
두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우리대학에 부어주신 하나
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은
일일이 적어내려가기도 벅찰 만큼 차
고 넘치는 한 해가 되었음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
음과 한뜻으로 한곳을 바라보며 열심
히 달려왔고, 학생들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열정의 한해를 만들어주었음
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학
생들은 사회를 향해, 혹은 또 다른 학
업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
결코 짧지 않았던 4년간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
가올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고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어보
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전
주대 출신 학생들은 실패를 절대 두
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멋진
세계인이 되어야할 것이다.
실패학의 창시자인 ‘하타무라 요
타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실패와 관
련해서 “실패를 통해서만 진정한 과
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실패는 같은 어리석음
을 반복하는 경우뿐”이라고 강조했
다.
모든 실패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이 가장 안 좋고, 그것이 바로 모든 실
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
며 그의 저서‘실패학의 법칙’에서
는 「대형사고나 기업의 부정행위 뒤
에는 실패를 감추는 문화가 있지만,
잘되는 조직은 실패에서 배우고 활용
할 줄 안다. 쓰리엠의 포스트잇은 실
패를 권유하는 기업문화가 있었기에
탄생했고,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룬
주인공들은 모두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부딪혀야하는 수많
은 상황 속에서‘도전’이란 기분 좋
은 단어의 실행은 실패를 잘 분석 할
줄 아는 실패지식 활용여부에 달려있
을 것이다.
이번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도
당락의 명암은 갈렸지만, 실패의 경
험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는 진정
한 지혜로움으로 모두가 힘차게 전진
하길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자신의 시스템에 발생한 에러를 잘
분석하고 마무리 하며, 실패의 지식
을 감추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성공
한 우리 모두가 되자.
나는 실패를 감추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를 살리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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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1

교육선교- 전인교육을 지향한 교육 이념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신흥학교의 오늘날의 모습

미국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의 상황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887년 4월 8일자 미국
으로 보낸 편지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국에 도움을 주면서 기독교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 사업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의료 기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판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의사
들까지도 선교 사업의 추가 발전은 교육 활동에서 급속
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의료선교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언더우드는 의료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
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선
교사들이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호
협조한 사실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중요시했다는 알 수
있다. 언더우드는 의료사업이 의료선교사 특히 여자의
료선교사로 하여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
으므로 그만큼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
며, 또한 학교 사업이 잘 추진되면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의 삶의 양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
였다.
교육을 중요시 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전주에서도
선교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레이놀드의 사랑채에서
김창국이라는 소년을 가르친 것이 신흥학교의 시작이었
다. 교육과 관련하여 전주선교부에서는 학교 설립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남겼다.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
이 전주에 와 선교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지방교회
의 지도자를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껴 성경학교를 열었
는데, 이 성경학교는 1899년에 14명의 남자들이 입학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성경학교를 열었던 이듬해인
1900년 9월 9일에 서문외 완산 북림 기슭에 있는 레
이놀드 목사의 사랑에서 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
식 교육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전주에서 시작된 최초
의 근대 교육이요, 신흥학교의 출발이다. 이 최초의 근
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인 김창
국(金昶國)이었다. (『신흥90년사』)
이러한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교육 이념이 신흥학

교, 기전여학교 등을 태동시켰다.
선교사들이 교육사업을 시작하기 전 한국의 교육 상
황을 보면,‘조선왕조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성균관·
사학(四部學堂)·향교·서원·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성균관은 대학에 해당되고 서울의 사학과 지
방의 향교와 서원이 중등학교, 그리고 서당이 초등학교
에 해당되었다. 당시 이러한 교육 기관은 지금의 초, 중,
고, 대학처럼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제도가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통일적인 교육 효과가 없
었다. 그러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주자학의 세계를 지키
려는 양반계층의 의식구조에서 연유한 것이다. 위정자
들은 오직 성리학에 관계되는 서적만 공부를 시켰고 과
거를 통해 출세를 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 했을 뿐, 국민
교육을 통한 민족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었다.’(주명준 교수)
이에 선교사들은 일부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
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결
국 조선시대 교육 장소였던 희현당 터에 학교를 세우고
현대교육을 실시하였다.
희현당에 대해서는 변주승 역,『여지도서 전라도 보
유』편에 향교의 위치와 인력이 명시되어 있으며, 희현
당(希顯堂)과 화산서원(華山書院)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회현당은 관아의 서쪽 4리 사마재 옛터에 있다. 숙종
(肅宗) 경진년(1700, 숙종 26)에 관찰사(觀察使) 김시
걸(金時傑) 님이 처음 세웠다. 이 희현당은 전라도 일대
에서 글재주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엄격하게 수련시키
는 곳이다. 영조 무오년(1738, 영조 14년)에 관찰사 이
주진(李周鎭)이 다시 손질하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선비를 기르는 규모를 더욱 넓혔다. 장의 1명, 유사 2명
이 있다. 화산서원(華山書院)은 관아의 서쪽 5리에 있
다. 만력 무인년(1578,선조 11) 봄에 처음 세웠다.’

스를 펼쳤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그
리고는 학생 전원이 태인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다. 이
때 신흥학교와 기전학교에서 기물을 서문교회에 기증하
기도 하였다.

일찍이 신흥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에도 적극 참여하
였다. 이에 대해‘일제하의 신흥학교’라는 제목으로 당
시의 교지에서 발췌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당시 우리 신흥학생들은 민족정신에 불타 기숙사에서
는 사감도 몰래 자발적으로 철야하면서 학생 전원이 태
극기를 비밀히 만들고 준비하여 다음날 아침 기숙사생
이 선두로 신흥학생 전원이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시내
로 돌진하면서“대한독립만세”를 고함으로 연속 불렀
다. 왜경들은 대경실색하여 신흥학생을 전부 체포하였
다. 공판날 법정에서는 신흥학교 교직원 전원과 학부형
다수가 방청석을 점령한 가운데 학생들은 재판관에게 담
대히 민족정기를 앙양하였고 완강히 항언(抗言)하였다.
출옥 당일 새벽에는 신흥학교 전교직원은 환영 차 옥
문 앞에서 대기하였다. 당일 道 당국의 왜관은 학교장에
게 대하여 교원이 선동한 것이 아니냐고 화풀이를 하였
다. 그 뒤는 신흥학교를 道 당국에서는 민족사상 배일사
상의 온상지라고 주목하였다.’(신흥 90년사)

신흥학교
폐교기념
학생회
윌리암
교장과
김가전
목사.
▲
▲
사진,
간부들과
중앙에
린턴
▲신흥학교
신흥학교폐교기념
폐교기념사진,
사진,학생회
학생회간부들과
간부들과중앙에
중앙에윌리암
윌리암린턴
린턴교장과
교장과김가전
김가전목사.
목사.
신흥학교
폐교기념
학생회
윌리암
교장과
김가전
목사.

희현당이 있던 역사적인 장소에 선교사들에 의해 신
흥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신흥학교
교정에는 지금도 희현당 터였음을 말해주는 비석이 서
있다. 이곳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올바른 사람으
로 양성시키고자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 교육 받은 신흥
의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쇄 되었을 때
신흥학교 5학년 학생전원이 운동장에 모여 어깨동무하
며 신흥학교 영문 첫 자인 S자를 몸으로 그리는 퍼포먼

1960년대 신흥학교에서는 특이하게도 원예반을 운
영하였다. 구 본관 앞에 훌륭한 온실을 만들고 원예반
학생들의 특별활동 장소로 활용하였다. 이 온실을 중심
으로 국화를 재배하여 매년 가을이면 교내에서 국화 전
시회를 개최하였다. 국화전시회는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도 공보관을 빌려서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업학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행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신흥학교의
교육내용이나 학생활동이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여러 종류의 화초를 재배하여 학생들의 정서
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을 보면 지식 주입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과 정서를 포함한 전인교육을 지향한 교육 목
표를 엿 볼 수 있다. 결국 선교사들이 지향한 교육 목표
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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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만평>

[전주명탐정]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사라진 문제의 답”

하 주 선 경 치 비 리 구 김 오 피
지 에 경 일 피 퍼 레 어 자 거 기

·장르 : 코미디 ·감독 : 정기훈
·한국 106분 2015.11.25. 개봉 15세 관람가

라 커 너 서 사 래 려 선 드 식 재

1.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중 경 외 폐 그 워 기 으 증 구

거짓 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주인공인 라희가 겨우 얻은 자신의 직
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기사를 쓰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이 장면을 보면
서 거짓을 묻어버리는 사람들 속에서 묵묵히 혼자 진실을 밝히려는 그
모습이 나에게 와 닿았다. -잇몸미인
도라희(박보영)기자가 우지한(윤균상)의 성폭행 혐의가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자신이 쓰던 성폭행 혐의 기사 쓰는 것을 멈추고 부장(정재영)에게 찾아가 사실이 아닌 기사는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많은 기자들은 팩트보다는 임팩트를 다루는 기사, 특종만
고집하는 기사를 쓰려고 애쓴다. 하지만 도라희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다. 즉 기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대한 목적을 알고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다. -하또니
도라희 기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나설 때 그녀의 동료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
만 결국은 그들도 함께 나서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오나

2. 이 영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화였는가?
기자의 입장을 알려주는 영화인것 같다. 가끔 잘못된 기사가 나올 때 속으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할 때가 있었는데 영화에 그런 기사를 보낼지 갈등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
었기 때문이다. -잇몸미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주는 영화였다. 도라희기자는 자신이 직장에서 퇴사 당할 것
을 각오하고 젊음의 열정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나도 그녀처럼 옳고 그름 즉, 정의를 위해서 열정이
란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당당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 하게 되는 있는 영화였다.
-하또니
자신의 힘으로만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보단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분명 기쁨과 성취감
도 두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영화였다. -피오나

무 국 무 푸 라 이 이 후 차 트 아
유 주 그 아 너 사 물 인 터 넷 기
진 경 루 고 키 즈 코 트 카 사 랑
레 이 라 리 라 허 그 라 툰 누 그
낙 자 지 래 드 교 호 주 열 가 가
지 부 거 교 나 무 불 나 기 려 라
브 구 시 버 사 르 호 이 고 이 보
1. 11월 20일 OO 헤이룽장성 지시시 탄광에서 화재로 22명의 사상사 발생했다.
2. 11월29일(일) 여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한국과 경기한 나라 이름은?
3.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뜻하는 말은?
4. 2016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당선자 총학생회장 이름은? (8-9면 참조)
5. 마음속의 욕망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외부의 사악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6. 이보영 중위의 부모님이 추천한 직업은? (4면참조)
7. 다른 사람의 일보다 자기의 일에 우선성실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8. 영화‘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에서 장대표역을 맡은 배우 이름은?
9. 좋음과 좋지 못함을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는?
10.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의 하나인 이 질환은?
지
황

유
석

3.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진실이 밝히기 위해 그것에 대한 보복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싸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언젠간 밝혀진다. -잇몸미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일을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주인공도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기자로써 할 도리를 다 하지 않
고, 직장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 든다. 그러므로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또니
취업준비로 인해 바쁜 청년들이 주위를 둘러본다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려주고 있는 것 같다. -피오나
_ 취재 : 박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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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호 정답자>
1.최선아(역사문화콘텐츠학과)
2.안광수(축구학과)
3.진샛별(사회복지학과)
4.양우준(기계자동차공학과)
5.윤한숙(영어교육과)
6.임채정(경영관리학과)
7.이상원(상담심리학과)
8.김용현(역사문화콘텐츠학과)
9.이지헌(사회복지학과)
10.김단비(회계세무학과)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선착순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ysrest@jj.ac.kr)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전주대 대학생활수기 공모전‘청춘상’수상작 -청춘상(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경험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신입생에게 주는 상 1명)

시작이 반, 알찬 나의 1학년
저는 학과에
서 시각장애인
들을 위해 점자
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
니다. 제 전공을
살려 사람들을
돕는 것이 뜻 깊
은 일이라고 생
각하여 7월부터
시작하여 책을
계속 만들고 있
습니다. 제겐 안
구건조증이 있
어 컴퓨터 화면
을 보며 띄어쓰
기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책을 시각장애인들이 책
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평하지 않고 만들고 있습

니다. 저는 앞으로 사서가 되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싶
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름 방학에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신도서관에서 서
가 정리할 때 청구기호를 보며 정리를 하는 사회봉사
를 했습니다. 2학년 때 분류학을 배우는데, 도서관에
서 사회봉사 한 경험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번은 서가를 정리하다가 이용자들
이 책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용자들에게 도
움을 줄 수 있어 몹시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MOS MASTER 자격증 취득반
을 모집한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에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있던
반에서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점수를 합친 사람
중에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주셨는데, 제가 받게 되
었습니다.‘열심히 한다면 어떻게든 보상이 있구
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세로 더 열심히 하
여 엑셀도 취득하여 MOS MASTER를 취득하였습니
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주는
LISTAR포인트와 사회과학대에서 주는 SP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서 1석 3조였습니다. 여기서 더 노력한
바 워드 1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영어 기초부터 다시 잡아보자!’라는 생
각으로 구문학습을 하는 인터넷 영어 강의를 수강했
습니다. 지금은 그 영어강의를 다 수강했는데, 여름방
학 때 미리 해놓은 것이 무척 뿌듯합니다. 지금 학교
에서‘중급영문법’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인터넷
영어 강의에서 나온 조동사 파트가 ‘중급영문법’강
의에도 나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외에도 학과 지원 프로그램인 문헌정보학과 진로
및 취업정보 공유 캠프와 비학점 영어 회화반, 공동체
활동으로 학과 멘토링, 동아리활동으로 도서관자치위
원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교외활동으로는 헌혈
사랑 콜라보레이션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라는 뜻의‘선견지명’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제가 원하는 삶을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면관계로 편집부에서 요약발췌함.
이화진(문헌정보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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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대 대표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제846호

제846호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43대

문화융합대학 당선자 기호 1번

문화관광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총학생회 당선자 기호 1번

(유권자 수 20,534/ 투표율 52.8%/ 득표수 2,636/ 득표율 50.5% )

9

_취재: 조혜민, 박영은기자

1. 청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1대 학우여러분의 꿈을 두드리는 두드림 중앙동
아리 연합회장 안지호, 부연합회장 이효빈입니다.
지난 2년 간 중앙동아리 연합회에서 임원으로 활
동하며 동아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
고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관심과 추억들을 다시 중앙동아리를 통해 돌려
드리고자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께 추억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새로운 꿈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꿈을 향해 동행하는 동반자의 역할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안지호(정) 이효빈 (부)
2.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공약은 물품대여 서비
스입니다. 학생회관의 경우 그동안 다른 단과대학과
는 다르게 편의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기 때문에 많은 학우여러분이 불편
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열린 학생회실을 제공하여
학우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3. 저희 중앙동아리연합회는 강의실 선거유세가 아닌 동아리방 선거유세를 실시했습
니다. 강의실에 비해 협소한 공간의 동아리방에서 소수의 학우 여러분들께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저의 포부와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4. 학우여러분, 가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진심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드림 중앙동아
리연합회는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학우여러분의 꿈을 두드리고 함
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 역할의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동아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수 144명/ 투표율 64.6%/ 찬성비율 92.4%)

중앙동아리연합회 당선자 기호 2번

1.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된
한재혁, 부학생회장 김완주입니다. 저는 사범대 학
우여러분의 잠재력을 꽃 피워 참된 스승이 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활
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사범대학을 만들고자 학생회
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내년부터 진리관의 남는 강의실을 활용하여
‘사제 동행실’을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실’이란 교생실습과 임용고시 수업시
연 준비를 더욱 실제적인 환경에서 연습하고 실습
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공간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
한재혁(정), 김완주(부)
일 내에 실제 수업시연 환경을 조성하여 사범대 학
우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 선거 유세기간 마지막 날, 강의실에 들어가 학우여러분께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설
명하는 도중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려 할 말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적
어놓은 메모로 다음 설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
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우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박수 덕분에 위기를 모
면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4. 학우여러분께 저희 사범대 학생회의 모토인 공감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낮은 자
세로 학우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즐거운 대학생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수 922명/ 투표율 71.5%/ 득표율 54.4%)

사범대학 당선자 기호 1번

1. 끊임없는 노력으로 외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전주대학교를 이젠 학우 여러분이 1위로 뽑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 강의실 투어를 할 때 학우분들과 약속했던 교내 전체 와이파이존과 신호 강화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우분들의
불편이였고 공약을 말했을 때 많은 공감을 받아서 먼저 공약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 공약을 담당 부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강의실 투어를 하면서 조금씩 애드리브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치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앵콜!을 외쳤고, 다 같이 호흥
해주셔서 그 이후로 앵콜을 제 주특기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4. 학우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학우여러분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우여러분 앞에서 한 약속
들을 두 발 벗고 뛰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처음에 욕심이 없었다고
는 말 못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문화
관광대학 학우여러분의 소통입니다. 5개의 학과가 서
로 함께 즐기는 것은 문화관광대 5개의 학과가 서로
함께 즐기는 것은 문화관광대학의 단 한 번 있는 달
빛축제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많은 학우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문화관광대학에 학우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자 출마를 확정지었습
니다.
백철현(정), 임새별(부)
2.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우여러분이 사물함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래서 사물함 증진을 주공약으로 설정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앞으로 위치나 개수를 행정실과 협의 후 결정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3. 선거유세를 하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4. 제가 강의실에 들어가 학우여러분 앞에서 제일 처음했던 말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만 전하는 소통이 아닌, 마음에서 행동으로 전해지는 소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킬 것이며, 좋은 대로 편한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학우여러분의 귀가 되고
입이 되는 학생회장이 될 것입니다. 2016학년도 문화관광대학의 투표수는 564표입니
다. 그 중 반대표가 28표가 나왔지만 곡 내년에 28명의 학우님들의 마음도 찬성으로 흔
드는 문화관광대학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유권자 수 1,041명/ 투표율 54.2%/ 찬성비율 94.9%)

1. 3년간 과대표 당시에 과정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무리할 때 느꼈던 뿌듯함이 저에게는 크게 느껴졌
습니다. 때문에 더 큰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학우분
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문화융합대학을 만들고 싶
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우선적으로 문화융합대학 조성사업공약을 실
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관 외벽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페인트 칠로 깔
끔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술관 내부에는 각기 특성
이 다른 학과들의 졸업 작품을 전시하여 전주대학교
찬석현(정), 임채은(부)
일만이천 학우여러분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예술관
으로 만들겠습니다.
3. 저희 단과대학은 두 개의 단과대학이 합쳐진 만큼 저희가 예술관과 공학관을 오가
면서 홍보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예술관에는 채플과 교양수업이 있고, 공학관은 공과대
학 학우분들이 많으셔서 정책 자료집을 나눠드릴 때 저희 단과대학이 아닌 학우분도 많
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학우여러분과 같이 할 때 문화융합대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처럼 학우여러분 한
발뒤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융합대학을 대표하는 자리임으로
서 모두에게 평등하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권자 수 1,660명/ 투표율 40.4%/ 찬성비율 84.2%)

총학생회장 김민재, 부총학생회장 박현희

소통하고 공감하는 2016 총학생회 당선인터뷰
전주대학교를 이끌어갈

”

1. 이번년도 공과대학 학생회 홍보부장직을 맡으
면서 학우분들게 봉사하는 뿌듯함을 알게 되었습니
다.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소통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
었습니다.
2. 차가운 이미지의 공과대학을 탈피하고자 공과
대학 조경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을 심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따뜻한 공과대학을 만들겠습
니다.
3. 아침, 점심, 저녁 운동 때, 신정문쪽을 바라보고
운동을 하던 중. 신정문을 지나가시는 학우분들이 슬
로건을 외칠 때 따라해 주시거나 선창, 후창을 할 때
강성준(정), 남다연(부)
박수를 쳐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억이 남습니다.
4. 이제껏 학생회와 학우님들간의 교류가 없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2016학년도에는 학우여러분과 소통하는 더블유 공과대학을 만들겠
습니다. 더불어, 열 개의 과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다.

(유권자 수 1,585명/ 투표율 45.6%/ 찬성비율 87.0%)

공과대학 당선자 기호 1번

1.올해 초, 학교에 복학해 학우분들과 다를 바 없
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 동
기들이 여러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아 ‘내가 직접 학생회에
몸담아 의과대학을 변화시켜보아야 겠다!’라는 생
각이 들어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학우여러분들께서 화장실 온수시간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
으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공약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해결방안은 저희 의과대 행정실장
님과 박진호 학우와 함께 예산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박진호(정), 박은채(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박진호- 복도에서 학우분들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선거유세 중에 화살을 날리는 포즈가 있었는데. 학우 분이 함께 화살을
날려주셔서 힘이 되어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채- 강의실 문이 잠겨있어 교수님과 학우분들이 함께 강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
리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약을 말하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공약을 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강의 전에 강투를 하고 있었습
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4.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변에서 ‘학생회 경험도 없는데 잘할 수 있겠냐’, ‘좀
더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
는 만큼 학우분들의 음성에 귀를 귀울이며 기존의 틀을 깨겠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으
로 발전된 의과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궂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믿
어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권자 수 1,412명/ 투표율 63.6%/ 득표율 57.2%)

의과대학 당선자 기호 1번

이야기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 고개의 미세한 끄덕임과 눈 마주침을 통
해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학우여러분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학생회장, 부학회장은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님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자리
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점을 명심하고 낮은 자세에서 학우여러분께 가식이 아닌 진심
으로 대할 것입니다.

Q3. 선거기간 동안의 홍보활동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4. 앞으로의 포부와 전주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추운 날씨인데도 시끌벅적 했던 지난 12월 1일(화) ‘2016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있었다. 학생들은 기대하는 마음
으로 총학생회 및 단과 대학 별 대표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였다. 12월 3일(목)에는 JEBS교육방송국과 신문사
주관으로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자신의 당찬 각오를 밝혔다. 새롭게 당선된
그들의 공약과 각오를 들어보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한 해동안 잘 이끌어나가도록 박수로 격려해보자.

Q1. 선거 출마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Q2. 우선적으로 실천할 공약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인문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유권자 수 956명/ 투표율 43.8%/ 찬성비율 74.9%)
1. 저는 제 42대 신드롬 총학생회 문화복지부장직
을 역임하면서 학우여러분께 받았던 관심과 감사함
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관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지냈지만 교류 한 번 없이 지내는 것이 아
쉬웠습니다. 꿈의 도전으로 하나로 화합하는 인문대
학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제가 공약강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
문이기도 하고 저희 세부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요. 먼저 믿음관 복사기 설치와 믿음관 건물의 간판
설치입니다.
3. 선거유세를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적은 청소
김범수(정), 신소아(부)
하시는 어머니들의 응원메세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춥지는 않으시냐면서 따뜻한 차도 먼저 건내주시고 2번 후보자들이 잘한다고 꼭 당선될
거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4. 가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진심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학우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두드리는 인문대학 학회장, 부학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당선자 기호 2번
(유권자 수 1,435명/ 투표율 58.8%/ 득표율 61.8%)

1. 경영대학 학생회 홍보 부장직을 역임하면서 학
우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을 하고 싶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우유 급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선호도 조사해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우유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3.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선거유세 할 당시 저희의

(유권자 수 1,523명/ 투표율 47.5%/ 득표율 58.9%)

경영대학 당선자 기호 2번

1. 저는 전역 후에 복학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며 평
화관 내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
습니다. 개선 할 점들을 보고 ‘바꿔나가자’라는 생
각으로 사회복지학과 1개의 학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대학 학우여러분 전체를 위한 진심어린 봉
사를 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우선적으로 방학 동안에 공약으로 낸 평화관 벤
치 및 운동기구 도색과 평화관 2,3층 정수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 평화관 로비에서 홍보활동 중에, 갑작스럽게
송동현(정), 박초롱(부)
‘팬이에요. 악수 한번만 해주세요.’라고 하며 환한
미소로 달려와 주신 학우분과 강의실 투어와 공약 투
어 당시 저의 캐릭터를 직접 따라해주시는 학우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학우분들 덕분
에 더 열심히 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4. 선거 출마당시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사회과학대학 6개학과 모두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드림”이라는 슬로건 대로 진심으로 학
우여러분의 꿈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상준(정), 이규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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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경배와찬양 목요집회 말씀

샘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담임)

열왕기하 4장 7-8절에서는 특별한 한 사
람이 소개 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넴여인입
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여정가운데 이곳에 들르게 되고 이 여
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대접하는
일이 쉬울까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접대하
는 일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을 자녀가 거둘 수도 있고, 여러
분의 후손이 거둘 수도 있고 여러분 때에 거
둘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였습

삶의

니다. ‘내년 이 맘 때 즘에 아이가 있을 것
이다.’ 이 여인은 이 아이로 인해 큰 기쁨
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랐고,
아버지의 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추수하
는 것들을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
린것입니다. 단순한 일사병인줄 알았는데
엄마 무릎에서 몇시간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의 사람의 침상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서 죽었는데 이 여인
이 한 일은 엘리사가 묶었던 다락방에 올라
가더니만 그 방의 엘리사 침상에 아이를 눕
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상한 점
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 여인은 매
우 침착하게 계단에 올라가더니 그 아이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
니다. 그런데 남편 앞에서 크게 울고 통곡하
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침착한 어조로 “하나
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합
니다.
왜 여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남편에
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 여인의 마음이 냉
철하고 차갑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
다. 24절에서 말해줍니다.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내가 말하지

출처 : '소그룹 상담 리더십’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시
‘그랬다지요’의 전문이
다.“이게 아닌데/ 이게 아
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
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
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
닌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다.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속절
없이 자기들 곁을 떠났다.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사람
을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
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는 고향으로
달아나는 일만 남았다. 그
처절한 십자가 처형의 자
리, 절망의 자리,‘이게 아
닌데’의 자리에서 도망치
듯 길을 떠난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며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
야기 나눈다. 그때 부활하
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며 그들에게 물으신
다.“너희가 길 가면서 서
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눅24:17). 눈
이 가리어진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들이 겪은 일들을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풀이해 주신
다. 성경을 들어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야만 했다
며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다. 마음이 뜨거워
지게 하신다(눅24:32). 그
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면
서 떡을 떼어 주며 눈이 밝
아지게 하신다(눅24:31).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어 주
신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
냐”(눅24:26).
▼ 새로 나온 달력을 바
꿔단다. 세모의 언덕에 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
행하기에‘이게 아닌데’가
아니라‘바로 이것인데’하
며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
낸다. 더 큰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기다리
며 2015학 년 도 를 보 낸
다 .‘마 음 이 뜨 거 워 지
고’,‘눈이 밝아져’하나님
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린다. 할렐루야! 아멘.

_ 취재 : 유찬욱기자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않으면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
금 수넴으로부터 갈멜산까지 가는데 40km
를 쉬지않고 달려가면 나귀가 어떻게 될까
요? 드디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착했습니
다. 그제서야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상황
들을 남편에게까지 감정을 숨기며 하나님께
만 나아가고자 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
나자 발을 끌어 안고 통곡합니다. 배달시켜
드실 때 배달이 잘못 오면 배달원하고 싸웁
니까, 사장에게 전화합니까? 배달원과 싸우
는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장에게 전화
하면 간단합니다. 바로 바꿔줍니다. 참희한
하게도 우리는 종종 사장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배달원과 싸울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
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나
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되
신 줄알고 오직 주앞에만 엎드리고 있습니
까?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오직 하나님
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이 있으
신가요? 여인의 태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아들이 누구로
부터 왔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지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났음을 기억하
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꿀단지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담
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6-7을 읽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
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
리니
성령께서 그러하듯 우리 하나님은 산 자
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
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를 잘 아십니다. 하나
님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기를 요구하셨습니
다. 그 담대함은 매일의 일상에서의 영적인
순종과 삶의 통일성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동역,
그리고 약속의 땅의 정복이 가능합니다. 우
리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가운데
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환난도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그
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해 진 베드로의 변화
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여종을 두려워하
여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
하고 저주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핍박했던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를 심문할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
습니다. 사도행전 4:8-12을 읽으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
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
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
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
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
라.
베드로의 변화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이
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치료와 담대함은 오
직 성령 충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
씀만 본다면 누가 베드로의 과거를 상상이
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사
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
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
의 소그룹 안에 사람을 치료하는 사랑과 위
로의 치료제를 주십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
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담력을 성
령께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 일
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바닥날 때, 사람 초
청하기가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베드로와 같이 다시 용기와 담
력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실천사항 :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나의 초청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
던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초청해
보세요.
※‘삶의 꿀단지’는 청년들의 신앙훈련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로 채우게
됩니다.‘실천사항’은 자신의 삶에 적용
해보고 짧은 간증을 신문사로 보내주시
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콤한 꿀은 무엇일까요?
다음 호에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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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대처법
낯선 사람들의 접근이 있으면 의심해
보는 것이 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독교 교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단체
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학생
을 대상으로 포교에 힘쓰고 있다. 수능을
본 후에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고, 이러
한 단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포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은 이
단체에서 패기와 젊음, 열정을 갖고 있어
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다. 청년
들은 보통 친구를 통해 포교 당한다.
요즘에는 수능 전부터 포교 활동을 시
작한다. 수능 시험을 100일 전에 “수
능이 얼마나 힘드냐” 라고 위로 하면서
기도해주겠다면서 연락처를 받아가 문

자를 보내며 응원을 하고 수능이 끝나면
밥을 사주겠다면서 만나기를 종용하기
도 한다.
또한 대학연합회에서 나왔다고 사칭
하면서 면접 준비와 진학상담을 도와주
겠다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설문조
사를 통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해주겠
다고 접근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연을 통해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로 학원근처에서 포교활동을 목격한다
고 한다.
요즘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지 않는다. 한 신**에 탈퇴한 사람
은 신촌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의

99%가 신**사람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
다. 또한 “고3 학생들은 잘 몰라서 경계
심이 낮다. 20대 중반이면 거절하고 간
다.”라고 말을 했다.
고3 학생들은 설문조사나 심리테스트
를 신나고 재미있어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 포교방법을 소개한 위의 내용은 사실
상 ‘빙산의 일각’이다. 대학연합회, 동
아리연합회, NGO 단체, 교지편집위원
회, 패션, 미용, 기타, 피아노, POP, 종이
접기, 요가, 서예, 보컬, 인생·면접·진
학상담 등 고3에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
는 수도 없이 많다. 고3 학생들의 관심사
모두이다.
지금 시기에는 고 3뿐만 아니라 겨울
방학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접근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한다. 최근에는 스터

디모음을 과장한 성경공부로 포교활동
을 진행하기도 한다.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공부
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경공부이다.
기독교 교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단체
들은 항상 우리를 포교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들 사이에서 계속 공유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요즘에는 개인 정
보 유출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름
과 핸드폰 번호를 기제 하지 말아야 한다.
낯선 접근을 경계하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대처
방법이다.

교수님들의 정성 모은 교수선교회 장학금 수여
지난 11월 25일(수)에 교수선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
었다. 장학금 수여는 진리관 109호에서 진행되었다. 장학금은
장선철 교수선교회장(상담심리학과)이 수여하였다. 이번 장학
금은 신앙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각 교수들이 추
천하여서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날 교수선교회
설교는 김승훈 목사가 ‘생명나무(잠언13: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관

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떠한 소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깊게 생
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 후에는 교수선교회 장학금 수여
식이 있었다. 교수선교회의 장학금은 모금을 따로 하지 않고 교
수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학기 10명의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예배 후에는 식사의 자리를 가
지며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학
교 교수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세워지길 소망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다리 B.r.i.d.g.e.
직원신우회와 학생전도팀 Bridge가 함께하는 연합 전도 집회
직원신우회는 11월 24일(화)에
학생전도팀 브릿지팀과 함께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캠퍼스 내에서 전
도를 했다. 스타센터 앞에서 붕어빵
을 굽고 사탕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
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한
학생전도팀 브릿지 팀장 류수빈 (경
배와 찬양학과 4학년) 학생은 “무
엇보다 캠퍼스 내에서 수많은 학우
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

고 소리 내어 말하며 선포할 수 있
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주대 학우님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 추운 날씨임
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을 통
하여 모든 학우님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위에
세워진 전주대학교 캠퍼스 안에 그

하는 교수들이 모인 신앙공동체이다. 주요 활동은 매주 수요기
도회, 선교지와 선교단체, 복지센터,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및 정
기적인 후원, 일대일 성경공부, 장학금 지급, 회원 심방 등이 진
행된다. 12월 2일에는 교수선교회 정기총회를 열어 2016학년
도 교수선교회를 섬길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 선거에서
는 회장 김인규 교수(상담심리학과) 부회장 서화자 교수(교육대
학원)와 6명의 상임이사들이 선발되었다. _ 취재 : 유찬욱 기자

■ 12월 교직원 예배는 종강예배로 드립니다.
- 일 시 : 12. 9.(수) 11:00 대학교회
- 말 씀 : 장세준 목사(대장교회 담임)
- 기 도 : 김재규 목사(새로남교회 담임)

■ 2015-2학기 목요아침기도회 종강
- 일 시 : 12. 10.(목) 08:00 대학교회
- 말 씀 : 김승훈 목사(전주대학교회 담임)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리스도의 계절이 펼쳐지길 소망합
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서의 동료나 학생 중에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면 선교지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063) 220-3149)
■ 이단 및 사이비단체의 포교활동을 발견하시면 선교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063) 220-2103)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 축제
학 생 생 활 관 (관 장 양 병 선 )은
2015년 11월 26일(목) 학생생
활관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
였다. 학생생활관의 다채로운 관
생들의 생활모습과 홍보영상 등
을 포함한 갤러리전과 주간매점,
생활관 관생과 유학생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유학생 한마당게임,
사행시 짓기, 전주대학교 학생생

활관 관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Save the Children 단체에서 직
접 방문하여 아프리카 어린이들
에게 마음을 전하는 장이 됐다.
한편, 관생자치위원회에서는 약
1,000명의 생활관 관생들과 전
주대 학우들을 위해 햄버거, 샌드
위치,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몸으로 말해요, 보물찾기 등 게임
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함께 나누
었다. 이 날은 전주에 첫 눈이 내
려 학생들의 왕래가 어려울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약 30여분 안에
1,000인분의 간식을 모두 소진
할 정도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오
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
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샤이닝 글로리’
샤이닝 글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왜곡된
믿음을 회복시키고 제자로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
여금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
과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
스도의 제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는 훈련 프
로그램입니다.
또한 샤이닝 글로리는 고린도후서
3장 17-18절 말씀인 “주는 영이시
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
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음이니라”를 근거로 영적 자유와 빛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는 1월 24일~27일 3박 4일 동안
‘세상과의 단절, 회개, 회복과 헌신,
파송’의 주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나아가서 제자
로의 삶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
는 프로그램이다. 11개의 강의와 7개
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처 : 선로지원실 ☎(063)220-3149

세계를 위한 기도시간

<기사제공 : 기도24365>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파키스탄, 법원 결정에 교회가 힘을 얻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과 인
권운동가들이 상당히 환호할
만한 일이 생겼다.
최고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
수종교인들을 옥죄던 악법인
신성모독법이 개정될 가능성
이 크게 열렸기 때문이다. 이슬
람 극단주의 사조가 사회 전체
를 지배하는 파키스탄에서 웬
만한 노력으로는 이 조항을 개
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법
원의 결정은 개정론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모
든 개정과 개혁이 시작되고 끝
나는 것은 아니라 파키스탄 사
회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한바

탕 날선 토론을 벌여야 한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을 옥죄
던 악법인 신성모독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
성모독법’을 악용하여 살해
와 폭력, 약탈을 정당화 했던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
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허락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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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hip

By Joel Macdougald

“True friendship is like good health,
the value of it is seldom known until it is
lost.” -C.C. Colton.
During your time here at Jeonju
University you are going to make
friendships that will last the rest of
your life. You are going to meet a wide
variety of people and develop a wide
repertoire of friends. Many of these
friends will be with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Many of your classmates
will work in the same areas as you and
they will be present in both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lives.
Making and having such friends will
make your university life rich and
memorable. Time with your friends
can add so much to your life at this
point, whether it be academically, socially, or spiritually. Your time with
these people now will be something
you remember for the rest of your life.
I encourage you to go out and make
all sorts of friends while the time is
right. Move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get to know a wide variety of
athletes, musicians, academics, enthusiasts, hippies, yuppies, and foreigners.

Holiday Lessons: End the Old, Begin Anew

“Show me your friends, and I will tell
you who you are.”
Ultimately, the friends you make
now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of your life. Often, we become like the people we have chosen
as our friends. Because of thi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whom
you spend your time with. It will seep
into your everyday life. Do your
friends like to study? Then you will
probably study more. Do your friends
like to show up late and not pay attention in class? Then maybe you
came to class late with them, and then
chatted and played when you should
have been listening.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Ralph Waldo Emerson
You should be a good friend to those
whom you consider your friends, and
I believe this is something that most
people know. However, I believe too
many people forgot the flipside of that.
In return, you have the right to expect
them to be good friends to you. You
should support and encourage your
friends.
“Behind every able man, there are
always other able men.” Chinese
Proverb
And they should support and encourage you. Does your friend like to
talk and play around in class? That is
their choice, and they should respect
your decision to pay attention and try
to do well. As a teacher, I have seen
good students help bad students to be
better. Unfortunately I also see bad
students pull down good students.
What group are you in? Which person
in that group are you?

failures or heartaches did you suffer? How can ALL
these lead you to a more fulfilling life?

By Aaron Snowberger

The school year is almost finished. Yay! With the
end of another school year comes the end of another
year of your life. And as your life gradually approaches
its own inevitable END one day (hopefully many years
later), it may be time to take a STEP BACK from it for
a moment, and take stock of where you ARE and
where you really want to GO.
Some of the best advice I’ve ever heard was that
“everything is always changing - either growing or
dying - but nothing ever stays the same.” This truth is
more apparent now than ever. Technology changes
overnight; buildings seem to spring up in mere days;
and the world as you know it may drastically change in
an instant. Life is at once as stable as it is unstable.
This is why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reflect
on your life as the New Year approaches. You do not
have absolute control over your life, nor all the situations, circumstances, nor even people in your life. But
you do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course of your
life toward the direction you choose. Don’t allow yourself to merely “float through life” or you may wake up
some years later in a life you never planned nor wanted.
Take some time now, before the year ends, to reflect
and WRITE:
1. DO NOT long for the past. End the old, begin anew.
Reflect on your past and allow it to inform and direct
your present. What have you learned from past experiences that could help you in the future? What great
accomplishments did you achieve last year? What bitter

2. DO NOT complain about what you do not have.
Learn to be grateful for the things you DO have. Practice contentment in ALL situations. You don’t need to
personally possess a thing in order to enjoy it (practical
example: rental cars and hotel vacations). What are you
most thankful for this year? What were you most happily surprised by? Also: Do you find yourself complaining more than being thankful? If so, how do you
suppose that reflects on others?
3. DO share what you have. The holiday season is a
time for thankfulness and sharing. You will find your
world becomes very small if you and your personal
desires are the only things occupying it. Take some
time to bless someone else. What can you DO to make
someone smile? What can you GIVE to encourage
someone else? How can you HELP lighten a burden?
How can you be blessed by being more generous? And
also, be willing to freely RECEIVE when someone gives
something to you.
4. DO plan your course.I’m sure you noticed that “real
life is multifaceted”. No doubt your work life and your
family life are separate entities with different goals and
routines. YET, they are interconnected. Success or
failure in one often leads to joy or stress in the other.
What often happens is that we often get so BUSY in
ONE aspect of our lives (like career), that other aspects
(like health) fall away and get neglected. Take some
time to do TWO things for each area of your “multifaceted” life: (1) Reflect on and RATE (on a scale from
1 to 10) your current satisfaction level in each and (2)
set goals to help you improve each in the new year.
LIFE FACETS: (1) Your spiritual health; (2) Your
mental/emotional health; (3) your physical health; (4)
your intellectual development; (5) your family (parents/spouse/children); (6) your friends (social relationships); (7) your career; (8) your finances; (9) your
overall life enjoyment and satisfaction.
Here’s to you - have a happy holiday season, and a
brighter 2016!

What Do You See When You Pray? (1 Kings 18:38-46)

By Scott Radford

Letmeask you a question, “What do you
see when you pray?” There may be times
when you find it hard to pray because you
don’t expect anything to happen; perhaps it
doesn’t seem like it does any good. Your
words bounce off the ceiling, it seems pointless, and you have to force yourself. But what
if you didn’t have to force it because you
were convinced prayer unleashes the power
of God?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Yet he
became a man of prayer and his prayers
were heard. Elijah became convinced that
God had heard and would answer his
prayers. His prayers were a means by which
God would unleash supernatural power and

accomplish things. Does that sound attractive? Prayer is not an obligation as much as
it is essential for life itself. What do you see
as you pray? Here are three mental images
that I hope will stimulate your prayer life.
1. Talk to God as a sinner
Can you understand what happened in 1
Kings 18? Fire descended in response to
Elijah’s prayer and WHOOF! The prophets
of Baal are seized. Elijah tells Ahab that he
hears the sound of rain coming. Then he puts
his head between his knees and prays. Think
about that! If there was any time that I would
feel confident about myself and my prayers,
it would be then. I would be doing a victory
dance and giving high fives. ‘Wow! God, did
you see that? Did you see the look on Ahab’s
face? Did you see the prophets of Baal run?’
It would have been a natural moment for
Elijah to celebrate. But he didn’t celebrate the
victory. Why? Because he still saw himself
as a sinner. This is a healthy image to have
of yourself when you pray. Talking to God
as a sinner means being conscious of my
need; by nature I am weak, impatient, impulsive, self-centered, and tempted to ‘live
a selfish life day by day.’ If you see yourself
that way, it will affect the way you approach
God in prayer.
2. Talk to God as a servant .

When you pray, you are not an independent contractor but a dependent servant. It is
His will and His glory that you want to see
accomplished. God is not your servant. When
you pray, the true emphasis is not your will
or what you want to accomplish. The goal is
to become more in love with Him and more
dependent upon Him. Remember the fiery
confrontation at Carmel? What a great idea.
Where did Elijah come up with that idea? It
wasn’t Elijah’s idea, but God’s. As Elijah
prayed for rain and continued seven times
until it came, it wasn’t that God had to send
rain because Elijah wouldn’t shut up. As Elijah
prayed he became sure that God was telling
him He was going to keep his promise.
Prayer is the means by which we seek and
ascertain His will. It is the means of releasing
what God already planned to do and has in
store for you. He lays things on your heart
that are near to His heart. It is simple. Picture
God on His throne, and talk to Him as a sinner. Picture God and His plans for your life,
and talk to Him as His servant. And finally:
3. Talk to God as a son/daughter
The disciples were shocked when they
heard Jesus pray. He talked to God as His
Father and taught them to do the same.
When I was younger my dad was building an
addition onto our summer house. It was a

pretty big job and I wanted to be involved.
He told me what he was doing and then I
asked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you finish that? Can I help?’ I asked questions
because I believed that he knew what he was
doing, and that he understood the big picture
of what the addition should look like. I asked
because I wanted to understand his vision.
What did talking with him do for me? It made
me secure as his son. It made me confident
that he was in control. It made me feel close
to him. And it gave me incredible energy and
great joy. With that in mind, it is the same
with God and us. He has plans for us and he
knows all the details. When we pray and remember that we are His children, our insight
is much clearer and we feel secure. Christianity is about a loving Father who wants to
forgive you as a sinner, a Father who wants
you to see what He has planned and intends
to do for you, a Father who wants to tell you
how much he loves you and wants to spend
time with you. 1 John 3:1 says, "See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What do you
see when you pray? See yourself as a sinner.
See yourself as a servant. See yourself as a
son/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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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대 연합 학술제‘총장상’
수상 독서감상문

하영이 나 자신(하영)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1만 시간의 법칙’
을 읽고

송하영 (사회복지학과 14학번)
“2015년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
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이
면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10월이 다가
왔네. 2015년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다
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시간이 정말 빠르
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너도 함께 여기저기 바쁘게 살아가느라 참
고되지?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널 보
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
래. 이번에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는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내용이 참 너에
게 하고 싶은 말투성이야. 내가 글을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는 건 네가 삶이 힘들 때
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더 멋진 사람으
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라.’라는 거야. 나
의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의 ‘과
정’을 보고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이었으
면 좋겠다. 그 일을 하며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너의 멋진 모습을 보았
으면 좋겠고, 전에는 아예 손도 댈 수 없었
던 것들을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해내어가
는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
물론 노력만큼 결과도 좋으면 정말 좋겠지

만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그렇지만 괜찮
다고. ‘실패는 그저 경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나이를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
이잖아 너. 네가 어떠한 일을 하던 그 일의
과정을 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면을 중요시 한다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실패는 해도 포기하지는 말라. 그러면 반
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
다.’라는 말이 있잖아? 끊임없이 수시로
변하고 변하는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
람의 바뀌지 않는 진리는 결국 똑똑한 사람
도 아니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도 아
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래. 다
시 한 번 말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그 과정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무언
가를 배우거나 얻었다면 그걸로 참 좋아.
넌 갈수록 더욱 성장해가는 사람이 될 거
야. 네게 말해주고 싶은 다섯 번째, 바로
‘모두 가는 길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라
는 것. 책에서 이 챕터를 보면 2003년 대
구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
어. 이 사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탈출할 시
간이 10분 정도나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도 이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각자 돌덩이라도 된 양
그 자리에 계속 앉아만 있었지. 그렇게 대

구지하철 화재 사건이 터진 거야. 나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 사
람들 삶에서의 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
았어. 나의 소중한 사람아, 너는 혹 네가 주
로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비상벨이 울릴
때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니? 나는 한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하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들 ‘괜찮을 거야.’라든지, ‘원
래 가끔씩 저래.’라든지, ‘누가 장난쳤
어!!’라든지의 그 사태를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이나
마저 해나가는 사람들만 가득해서, 결국 무
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지. 그러나 거기
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나 자신도 전
혀 도망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게다가
무서움은 이미 저 멀리 떨어져 나간 지 오
래. 아니 어쩌면 나 자신부터가 처음부터
그저 아무 일 아니리라 안도하고 있었는지
도 모르지.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
으면서도 단순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
면 괜찮을 거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길이 낭떠러지일 수도 있는데 말
이야. ‘남’의 인생을 살지 마. 네 삶은 네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해. 그저 남
들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네
삶을 남들에게 건네주며 남들을 위해 살아

가지 않았으면 해. 힘들어도‘네가’살아가
는‘네 삶’이고, 행복해도‘네가’살아가
는‘네 삶’이야. 남들이 너를 대신해서 네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럴 거면 정
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
복한 삶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을 고집하고 강요해도
네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길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해
도 그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네가 생각했던
바른 길로 돌아오면 돼. 그러면 돼. 사실 나
는 말이지,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너무 남들 다 아는 정석을 써 놓았다고 생
각하면서 읽어 내려갔거든. ‘그저 뻔한 내
용의 책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
야, 읽다보니 아니더라고. 부분, 부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고 이걸 정리함으로
인해 내 마음도 정리하고 평소 서로 잘 만
날 수 없는 너에게도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었어. 내가 해주었던 이 이야기들 네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무
엇이든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하
나하나 멋지게 이겨내 더욱 더 성장해 가는
네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 항상
고맙고 참 많이 사랑해.”
‘
< 1만 시간의 법칙’독서 감상문 中 >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따끈따끈한 호빵이 왔습니다~~^^
김연희
(한식조리학과 12학번)

1. 양갱에 우유를 넣고 으깨어 줍니다.(앙금완성) 2. 호떡믹스에 들어있는 이스트에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반죽완성)

전주대 대학신문사
EBS방송국
재료 (2인분 이상)
- 호떡믹스 400g
- 양갱 55g 3개
- 우유 20ml
- 물 140ml

3. 반죽에 앙금을 넣은 후 호빵의 모양을 만듭 4. 찜기에 10분간 쪄주세요.
니다.
Tip!! 호빵과 찐빵의 차이는?
호빵과 진빵은 둘다 증기를 이용해서 만든
빵입니다.
호빵이라는 말은 찐빵을 이용해서 만든 빵에
한 회사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호빵은 찐빵의 대표적인‘브랜드’입니다.
ㅎㅎ
예전에 한 개그프로그램에서는 빵 밑에 종이
가 붙어 있으면 호빵, 안 붙어 있으면 찐빵
이라고 했었답니다.

5. 따끈따근한 호빵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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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모집
| 모집분야 : 신문사 수습기자
EBS방송국 수습기자
| 모집인원 : O명
| 활동내용 : EBS방송활동,신문기사 집필
| 혜 택 : 6개월 수습기간 후
정기자활동시
학생기자 장학금지급
| 기자교육 : 매학기 정기워크샵참석
논술 및 카메라교육
|문 의 처
- 신문사 채지현편집장
(010-4063-0191)
- EBS방송 고유진국장
(010-6862-6519)

제846호

15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응답하라! 신문사의 2015년
코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과 폭설을 첫눈으로 시작하며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특집! 1965년 5월 15일 창간 이래로 50년 동안 무려
_취재:조은비,김하선기자
845호 출간 역사를 가진 전주대학교 신문사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 전주대학교의 역사를 담은 신문
전주대학교의 개교 이래로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주대학교의 소중한 문화재, 바로 신문이다. 1964년 1월 학교법인 영생학원은 전주영생대학(全州永生大學)
을 설립한 이래로 1965년‘영생대학보’라는 이름으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그 뒤‘영생헤럴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1978년 3월 91호를 기점으로 다시 ‘전주대
학보’라는 이름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발행하기 시작했다. 전주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 5월에는 전주대신문 축쇄판 제 1권을 발간하게 되었고 곧이어
1996년 제 2권을 발간하였다. 제 1권은 창간호부터 300호 까지(1965-1988년), 제2권은 300호부터 430호까지(1988-1993년)의 신문을 축쇄하였다.
현재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제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열람은 가능하지만 대출은 불가능하다. (문의: 전주대학교 도서관 220-2193)

▶ 우리학교 신문,이렇게 만듭니다!
그동안 전주대신문이 누구의 손을 통
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학
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순서!
전주대학교 기자들의 숨 가쁜 24시간
을 공개한다.

획하는 회의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채
우고, 피드백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② 취재 : 각자 기획한 내용들을 토대
로 취재에 들어간다. 사진촬영, 관련 현
장 인터뷰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① 기획회의 : 각 지면의 담당자와 기
자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의 큰 틀을 기

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글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④ 편집 : 교정·교열을 포함한 지면
배치와 최종 수정단계를 거친다.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
인하고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
는 중요한 과정.

⑤ 신문배포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직접 발로 뛰며 완성된 신문을
학우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함께한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페이스
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
게 접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자!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j.ne
ws.broadcasting/]

③ 취재내용 정리 및 기사작성 : 취재
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다듬고 취재내

▶ 1년 간 기자단의 및 활동소감
2015년의 신문사를 책임지고 함께 달려온 기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채지현 편집국장
학교의 모든 행사를
알고, 취재하면서 재
학생으로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학생
들을 사랑하는 마음
을 가지게 됐습니다.
총장님,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을
직접 뵈었었던 경험 또한 잊지 못할 것
이고, 편집실에서 기사내용의 오탈자
와 씨름했던 날들도 내년엔 추억이 될
것만 같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학생기
자들을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선생님에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
주대 신문사 화이팅!

조은비 (15면 담당)
우연한 기회에 전주
대학교 신문사에 기
자로 들어오게 되었
고 어느덧 기자로 활
동한 지 2년이 다 되
어 갑니다. 처음에는
취재하고 기사를 쓰
는 과정이 버겁게 느껴졌지만, 전주대
학교 신문에 직접 취재한 기사를 기자
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올릴 수 있
다는 보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앞으
로도 전주대학교 신문사에서 쌓았던
경험과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 모
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8~9면 담당)
기자활동을 통해 학
교에 대한 관심과 애
정은 물론이고, 저에
게 부족한 부분도 채
울 수 있었습니다. 정
말 귀중한 경험이었
던 것 같습니다. 그리
고 2015년 한 해 동안 함께 8-9면을
맡은 채지현 편집장, 조혜민, 김승철,
박영은 기자께 감사의 말 전합니다.

박주경 (7면 담당)
1년 동안 많은 취재
를 하고 기사를 쓰면
서 가장 보람찼던 일
은 저와는 다른 다양
한 사람들의 진심 어
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신
문방송국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면서
어려움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사람들을 통해
도전받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
니다. 또한 신문이 발간 될 때마다 성
취감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명재 (4면 담당)
2015년 도 신 문 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께 먼저 감사드립니
다. 신문사 식구들에
게 항상 고맙고 감사
합니다. 정말 행복했
던 2015년 한해 전주대학신문을 만들
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추억들이 머
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함께 라는 생
각에 더욱 힘이 되었고‘같이’라는 의
미에 더욱 기쁘던 시간들이 우리 인생
에 한 면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항상 좋
은 추억들로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모두들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하선 (15면 담당)
신문사에서 활동하
기 전에는 학교에 일
을 대해 많은 것을 알
지 못했지만 기자로
현장 취재를 나가다
보니 학교 일을 더 많
이 알게 되고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사도
계속 써보는 연습과 훈련을 했더니 나
의 글쓰기 실력이 처음보다 더 향상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조혜민(8~9면 담당)
신문사에서 활동하
면서 정말 많을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로
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 배우고 새로운 사
람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해보
았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평상
시라면 가지 않았던 학교 내에 행사나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많은 것들을 접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
활동하게 된 기회가 감사하게 느껴집
니다. 나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신
문사가 좋습니다!!^^

김영선 (뉴스 담당)
4년의 대학시절동안
겨우 두 달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긴
대학 시절동안 손꼽
는 가장 재미있는 기
간으로 기억될 것이
다. 동아리활동, 과
학생회, 선거 캠프등 나름 대학 생활을
즐겼다고 자부했지만 대학생활의 꽃은
학보사 기자다.
자신이 수다쟁이거나 글쓰기를 좋아
하는 학생, 혹은 사람만나기를 좋아한
다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라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장학금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고 고민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위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
다.

박영은 (8~9면 담당)
기사를 쓰고 취재하
러 다니는 과정을 통
해 많은 것을 배웠습
니다.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된다는 것
과 기자로써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
다.

김승철 (4면 담당)
신문사를 처음 들어
왔을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생소한 일들이 많다
보니 힘든 점도 많았
습니다. 하지만 동료
기자들의 조언과 경
험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었던 일들도 있었고 즐거운 일들도 많
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
다!
유찬욱 (뉴스 담당)
제가 신문사에 들어
온 이유는 신문을 읽
는 것이 아닌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참여
해 보고 싶고 내 이름
으로 기사가 실리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
를 쓰고 그 기사를 신문에 실었고 신문
을 편집하는 곳에 가서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내성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내 의
견을 표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대신문 결호본을 찾습니다.
결호본을 찾습니다. 대학신문 영인
본 축쇄판 1집을 출판한 가운데 아직
까지 찾지 못한 아래 결호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결호본을 찾는 대로
이후 발간하는 축쇄판에 실어 전주대
학교의 역사를 보존하겠습니다.
94년 이전 : 18호~41호, 43호
~44호, 46호~55호, 57호~88호,
92호~95호, 97호, 102호, 124호,
129호 ~130호 , 132호 ~133호 ,
135호 ~136호 , 138호 , 142호
~143호, 147호~148호, 250호
94년 이후 : 452호, 471호, 474
호, 478호, 480호, 482호, 488호,
509호 ~510호 , 511호 , 516호 ,
518호, 545호, 546호, 573호

“재학생은 기회가 1차 밖에 없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2015/ 11/ 24(화) 오전9시 ~ 12/16(수)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 학부모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지급 불가함
- 서류제출 마감: 12/21(월) 오후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서류 업로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 동의는 부, 모 2분 모두 동의해야 함
(기혼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3.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 예정자, 신·편입학 예정자 전체

4. 장학금 수혜 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백분율 평균 80점 이상인 자
(장애인은 이수학점은 제한 없이 직전학기 백분율 평균 70점 이상)

5. 문의 및 상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및 전주대 학생지원실(220-2164)

상영
시간

▶12/7(월) 오전10시, 오후3시

▶12/8(화), 9(수) 오후3시

▶12/10(목) 오전10시 ▶12/11(금) 오전10시, 오후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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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JJ-EBS
교육방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