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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 8:28>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
며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동아학원 설립이래 60여년, 전주대학
교 개교 48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
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을 찬양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
을 다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
시옵소서. 전주대학교를 통해 배출하신 동문들과 그
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한 목회자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예배공동체
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
옵소서. 우리의 성정과 체질을 하나님의 역사에 적합
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세워주신 총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리더
십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
음으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
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우리

안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신동
아학원과 전주대학교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육만족도 1위의 기독교 명
문사학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불퇴전의 용
사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새
지평을 꿈꾸며 비전을 선포케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께 온 마음을 담아 새 노래로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래선장로(수학교육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본교는 지난 3일(목) JJ아트홀에서 교
직원과 학생 250명이 모인가운데 제48
주년 개교기념식을 갖고 향후 50년을 향
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기념예배(이용범 목

사/하나님의 대학과 두 소리), 제2부 비
전선포(고 건 총장) 및 개교50주년기념
대학발전기금 특별모금, 제3부 기념식

(고건 총장 기념사(2면참조), 홍정길 이
사장 치사 등) 및 연공패 수여 등이 이어
졌다.

제1부기념 예배후, 고건총장은 <전주
대 비전 2020>을 선포하고 교육만족도
1위, 기독교 명문사학 등을 비전목표로
정하여 이에 매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연구·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적 경영체계 구축
등의 3대 핵심전략 분야와 12대 전략과
제, 86개의 세부전략과제를 제안하였으
며 이를 해낼 경우 국내 최고 대학으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또한 30년, 20년 등 장기근속자 48명
에 대한 연공패와 우수교육자상, 수퍼스
타교직원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

졌다. (8,9면 참조)
한편, 이번 개교기념을 계기로 개교 50

주년 기념 대학발전기금 특별모금을 전
개하기로 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여웅 대표((주)제일
건설)가 합계 2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
하고, 총동문회(회장 임정엽/완주군수) 1
억원, 재수도권총동문회(회장 양정무/아
이랭스필드 대표) 1억원, 이형훈 총학생
회장 등이 각각 기부 또는 약정했다.

/ 서재근 기자

개교 48주년, 국내 최고대학을 꿈꾸다
비전 2020 선포식-교육만족도 1위, 기독교 명문사학 목표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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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센터
장 전기흥)는 ‘2012년 중소기
업청 창업 선도대학 창업보육센
터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8천만 원
을 지원받는다.

창업보육센터는 2003년 이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BI 우수 및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5년도에 "벤처 우수기관"으

로 선정 받아 이 지역의 "신 벤처
요람"으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과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벤
처창업관(보육동과 생산동)에서
44개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으
며 매년 2월 신규 입주기업을 모
집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
다.

/ 박민기 기자

명실상부‘신 벤처 요람’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우수기관 선정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
구센터(센터장 한동숭)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콘텐츠산업기술
사업(지정공모)’에‘사용자
참여형 멀티미디어 융합 콘텐
츠 제공 기술 개발’이라는 주
제로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이번 과제는 스마트공간 문
화기술공동연구센터가 주관하

고, (주)그림소프트, (주)올포랜
드가 참여하여   2015년까지
3년간 18억 원의 지원금을 받
아 사용자들이 손쉽게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저작도구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융합 콘텐츠 생성 서비스의 프
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동숭 센터장은 “이번 기
술 개발을 통해 산업적으로는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국내 영화홍보
를 통한 한국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촬영장 관광객 유치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를 기대한다.”며, “기술적으
로는 공간정보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융합기술 선점 및 스마
트폰에서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이라
는 성과를 기대하고, 관광객에
게는 직접 체험을 통해 어렵게
만 느껴졌던 제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박민기 기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콘텐츠산업기술사업’선정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2년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7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문
화기술(CT)창업보육센터를 건
립한다.
확장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15억 9천만 원, 지
자체 1억 5천만 원(전라북도 5
천만 원, 전주시 5천만 원, 완주
군 5천만 원), 전주대 5억 5천
만 원(현물 7억 원)이다. 

전기흥 창업보육센장은

“문화기술 창업보육센터를 통
해 우수한 문화 기술혁신형 업
체 발굴, 육성하여 문화 컨텐츠
분야의 새로운 생태환경 조성
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
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창
업유관기관, 대학 등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라북도
의 문화콘텐츠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
다.                 

/ 박민기 기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 사업’선정돼
17억 4천만원 지원받아  문화기술(CT)창업보육센터 건립

우리대학에서 번역  국역한 조
선후기 인문지리서인 ‘국역 輿
地圖書(여지도서/과제 책임 변
주승 외/역사문화콘텐츠전공)’
가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주호 교
과부장관, 함인석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장, 정운천 전 국무총리,
이배용 국가브랜드전략위원회
위원장, 30개대 총장과 250명
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수신문(대표 이영수)주최 <대
학의 유산>시상식에 국역 輿地
圖書로 교수신문사장상을 받았

다. 
<대학의 유산>은 교수신문이

‘한국대학이 보유한 각종 유·
무형의 자산을 찾아 이들의 지
적·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문화 국
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는 취지로 마련된 2011년 <교
수신문> 특별기획이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종합대학 중 44개대
학에서 79점을 받아 이 중 13개
를 선정하여 연재하였으며 이 중
우리대학 등 5개 대학이 수상을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조선왕
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조선시대 대표적 정사에 버금
가는 조선후기 인문문지리지로,
변주승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역사
문화콘텐츠 전공 연구팀이 8년
동안의 번역작업 끝에 50권으로
완역한 것으로 조선후기 지역사
연구는 물론, 조선후기 역사 연
구에 필수적인 자료이기에 대학
의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되었다.

고 건 총장은 수상소감에서
“변주승 교수를 비롯한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이 국역 여지도서
를 발간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사
회상을 연구하는데 큰 사료가 될
것이며, 현재 10년째 진행 중인
추안급국안 100권이 조속히 번
역되어 조선시대의 재판과정이
나 사회실상이 더욱 정밀하게 연
구되기를 바란다”며 “전주대
는 전통의 도시답게 전주에서 국
역번역분야가 대학의 특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문의 : 창업지원단
(☎063- 220-3203)

/ 서재근 기자 

국역 輿地圖書로 교수신문사장상 수상
국역번역분야 대학특성화로 이어질 듯, 추안급국안 100권도 번역 중,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사
랑하는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전주대학교를 늘 사랑하
고 그 사랑을 표현해주시는 우
리대학의 후원자 여러분! 바쁘
신 가운데에도 개교 48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교 48주년을 맞이하여 먼
저 지금까지 우리 전주대학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대
학의 발전에 힘써주신 전주대학
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 노
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리며 신동
아학원 홍정길이사장님을 비롯
한 학원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
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
입니다. 

제가 지난 해 9월 총장에 부
임할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
원들에게 대학의 경영혁신과 대
학평가지표의 개선, 교육을 가
장 잘하는 대학으로 우리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드렸
습니다.

경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일차
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경영컨설팅을 실행하였습니
다. 그 경영컨설팅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
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컨설
팅결과를 토대로하여 우리대학
의 경영혁신을 순차적으로 진행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도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대학의 평가지표가 개
선되어서 그 결과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
주대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금
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성원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개교 4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
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각오
를 다짐해야하는 그러한 시점에
도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기독교 건학이
념에 충실한 대학 비전을 실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
은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
다. 오늘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기부자들께서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셨습니다.

윤여웅 회장님, 양정무 대표
님, 오상현 대표님께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우리
대학을 사랑하며 매달 일정기금
을 납부할 것을 약정해주신 이
형훈 총학생회장, 그리고 교직
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정성은 좋
은 학생을 길러내고 우리 사회
의 내일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
재를 양성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에 노력하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대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
하여 정진할 것이고 반드시 이
룰 것입니다. 

총장 개인의 능력은 미미합니
다. 우리 개인, 한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으로 연합될 때 우리 전주대 공
동체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친히 함께
하여주시고 저희 전주대의 인도
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개교기념일을 맞이
하여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
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대학의
개교기념을 전주대 가족 여러분
들과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기념축사

고건 총장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기독교 건학이념에 충실한 대학 비전을 실현하고자합니다.

3년간 18억원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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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회장 이형훈)는 지
난 2일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
서 모든 단과대학 학과 전공 학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회와 총학생회 간의 소통
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졸업준비위원회 안건
으로 시작하여,  1월부터 12월
까지의 총학생회 사업 진행과
예정 사안 및 일정, 축제와 주

막 및 행사와 ‘총학생회에 제
안하다’ 등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축제와 주
막 및 행사 건의사항이었다. 이
번 축제는 여름축제에서 가을
축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단과
대학도 발생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올
렸다.

이형훈 총학생회장은 “기
존의 틀을 벗기 위해서 또 기존
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학생회
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
교는 학생들이 이끌려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할 말은
하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수용
하며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 서재근 기자

소통의 장 마련한 총학생회와 간담회
모든 단과대학 학과 전공 학회장 함께해

국제교육교류원(원장 안정훈)
은 지난 24일 전주 종합경기장에
서 열린 ‘행복한 가게 9주년 창
립기념축제’에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참여하였다.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김치축제’라는 프로그
램을 진행하여 정보와 체험을 제
공하였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한국어문
화교육센터(센터장 소강춘)에서

외국인 한국어
연수생 110명이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정훈 원장은 “유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이
러한 기회를 통해 유학 생활에 좀
더 친근하게 적응하고, 한국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 서재근 기자

국제교육교류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등

일과 인생을 디자인하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
장 차진아)에서는 오는 12일부
터 6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
행되는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커리어컨설턴트는 개인이
생애전반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적성을 파악해 준다. 또한 자신
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과 관련된 인생 전반
을 디자인'해준다.

교육시간은 총 45시간(강의
40시간, 실습 5시간)이며, 교
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
족부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교육대상은 재학생 및 미취
업 졸업생이나, 미취업자 및 4
학년을 우선 선발한다.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 발급과 함께
CP 45점을 부여한다.

문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
터(학생회관 2층  207호 ,
☎063-220-2027,2028)

/ 김민하 기자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백명숙 실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인 표창 
백명숙 실장

(학술정보운영
실)은 지난 26
일 여수 엠블호
텔에서 개최한
‘2012 전국
대학도서관대

회’에서 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의 조건에 합당한 인물로
공적이 인정되어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개인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대학 도서관 발전에 기여
한 바가 큰 대학 도서관 관계자

를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구
축, 대학 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
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창한다. 

한편 스타센터 도서관은 지
난 2월에‘제44회 한국도서관
상’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취업지원실(실장 이춘희)에서
는 18일부터 19일(토)까지 이틀
동안 교내 스타센터 등에서 취업
캠프를 운영한다.

취업캠프는 재학생(3,4학년)
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필수
적인 지식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다.

18일(금)에는 교수 연구동 8
층(801)호에서, 19일(토)에는 스
타센터 238호에서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4월 25일(수)부터

5월 11일(금)까지이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취업지원실(스타센터 235호)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취업캠프에 참가하는 학
우들에게는 1학점 또는 StarT
Program CP 15점 중 한 가지를
택해 부여한다. 

또한 TOEIC 응시료 21,000
원을 년 1회에 한정하여 추가 지
원할 예정이다. 

/ 김민하 기자

3, 4학년 대상 취업캠프 모집

학생생애
개발처(처
장 최흥식)
는 지난 2일
학생회관 3
층 대강당에
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
(사진)을 초
빙하여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명사 특강은 하루가 다
르게 변해가는 기업의 환경 변화
속에서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인
드,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취업환경에 대한 기업문화를 간
접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열리게 되었다.

박성수 회장은 ‘성공이란 무
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특강을
시작하여 “일과 직업, 삶에 대
해 깊게 생각하고, 인생을 보다
성공적으로 설계하길 바란다.”
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사회와 타인을 위해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랜드는 패션, 유통, 호텔레
저, 외식, IT, 건설 등의 여러 방
면의 비즈니스 뿐 아니라 복지재
단과 같은 사회산업을 운영하는
그룹이다.                / 김민하 기자

명사특강, 이랜드 박성수회장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행사 

구자철학우 런던올림픽 대표, 씨름부 단체전 우승 등

체육부(부장 김문수) 소속
운동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씨름부(감독 김용웅)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마산에서 열
린 학산김성률배 전국대학장
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
전 우승과 개인전에서는 장사
급에서 김종철학우(생활체육
전공 3년)가 우승을, 용사급에
서 이민규학우(생활체육전공
2년)가 준우승, 용장급에서 공
요석(생활체육3년)학우가 준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부(감독 정진혁)부에서

는 구자철(금융보험부동산학
부2년)학우가 2012년 런던올
림픽 축구국가대표로, 좌준협
(부동산학과3년)학우가 대한
축구협회 U-22세 축구국가
대표로 선발되었다.
레슬링부(감독 박진규) 김창

수학우(운동처방전공 3년)는
2012년 세계주니어레슬링 선
수귄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
었다.

씨름, 축구, 레슬링 선수들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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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와찬양학과(학과장 김문
택)에서는 지난 30일 ‘전주대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깨끗한 영과 마음, 그리고
깨끗한 육체로 건강한 캠퍼스 생
활을 나누자’ 는 취지로 클린
캠퍼스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오전 8시에 학생회관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8시
50분까지 학생회관-구정문-공
학관-진리관-믿음관의 방향으
로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우며 진행한 뒤 믿음
관 앞에서 기도와 찬양
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장래학회장은 “몸

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
게 되었다” 며 “앞으
로 더 많은 학우들이
함께 동참하여 깨끗한
캠퍼스 환경과 생활을 통해 정결
함과 구별됨으로 준비되어지는

젊고 건강한 전주대가 되기를 원
한다” 라고 했다.   / 서재근 기자

경배와찬양학과, 클린 캠퍼스 캠페인

태권도학과(학과장 최광근)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린 제39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에서 개인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와 5인조 단체전
에서 남자부 2위, 여자부 3위를
기록하였다.  

여자 -73kg에서는 심누리 선
수(4년)와 송미성 선수(1년)가 나
란히 결승에 올라 심누리 선수가
금메달, 송미성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남자부에서는 한
규동 선수(3년)가  금메달의 획득
하였다. 또한 남자 54㎏급 김재성
선수(1년)는 은메달, -63㎏급 박
초롱 선수(1년)는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였다.
5인조 단체전 경기에서는 남자

서동욱 선수(2년), 구지우 선수(3
년), 김경수 선수(4년), 김재민 선
수(3년), 정홍기 선수(4년)가 출전
하여 2위를 획득하였고, 여자 5인
조 단체전에서는 김슬기 선수(3
년), 김나래 선수(4년), 이현정 선
수(3년), 함수민 선수(3년), 심누리
선수(4년)가 3위를 기록하였다.
최광근 교수는 “동계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다시 갖추고, 체력
을 향상시킨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주대가 태권도 명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 박민기 기자

태권도학과 승리의 발차기
개인전 금2, 단체전 남자 2위, 여자 3위

작업치료,일어일문,중등특수교육과

달팽이 걷기대회 참가

작업치료,일어일문,중등특수
교육과 교수와 학우 80명은 지
난 27일 지체 장애 특수교육기
관 동암재활학교(교장 신판준)

에서 열린 ‘제 1회 멘토-멘티
가 함께하는 달팽이 걷기 대
회’에 참가하였다.

장애학생들과 1:1결연을 맺

은 우리대학 학우들은 동암재
활학교 잔디밭에서 효자동 물
빛 어린이공원까지 3km에 이
르는 거리를 장애우들과 함께
걸으며 멘토-멘티의 우정을 나
눴다.  

행사에 참가한 김은주.유인
규교수(작업치료학과)는 “대
학생 멘토들이 장애에 대한 사
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
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치료학과는 동암재
활학교 장애학생들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다양한 행사를 펼
치고 있다. 

/ 서재근 기자

호텔경영‘싱가폴호텔’관계자 방문

호텔경영전공(전공주임 안세
길)은 지난달 30일 지역혁신관
에서 싱가폴 현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호텔경영전공 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싱가폴 그랜드 하얏트 포텔

은 지난 해 6월 한차례 실전 면
접을 실시한 가운데 통해 19명
의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었
다. 또한 올해 2월 싱가폴 플루
튼 호텔에 5명이 취업하는 등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65명
이 해외호텔에 채용되어 정규직
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면접은 호텔 관
계자들이 이례적으

로 직접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교
에 찾아오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해외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
며, 교육 과정을 글로벌 인재 양성
에 맞춰 전체 수업의 90%를 영
어로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호텔경영전공은 2006년도부
터 글로벌 호텔리어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해외 진출을 위
해 매 학기 전 학년 토익 시험 성
적제출 의무화 및 모의 영어인터
뷰 지도 등 맞춤 교육을 통해 학
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켰다.       

/ 서재근 기자

채용 면접, 지난 해 19명 채용

외식산업학과 금메달을 요리하다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
홍)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의  aT Center에 서  열 린
'2012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에서 ‘더운요리경연’, ‘찬
요리전시경연’ 부문에서 금
상을 수상하였다.

음식은 오드볼 10종류, 전
체요리 6종류, 뷔페요리, 베지

테리안 요리, 코스 요리, 주요
리 4종류, 디저트 6종류 등을
만들어 메인 부스에 전시했다.
심사위원들은 메뉴구성, 독

창성, 실용성, 표현성과 함께
음식량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하였으며 외식산업학과 학우
들은 심사기준에 있어 전반적
으로 호평을 받았다.

수상한 학생들은 3학년(배
다윤,변다혜,이예령,조현지),
2학년(박국현,박찬해,배동훈,
박민)으로 총 8명이다.

외식산업학과는 올해 열린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뿐
만 아니라 2010년, 2011년
에도 금메달을 수상하여, 3년
연속으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김민하 기자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3년 연속 금메달 

예술치료학과(학과장 김동민)에
서는  7일부터 12일가지 스타센
터 3층 전시관에서‘빈도화지
(Blank Screen)’주제로  전시회
를 연다. 

김동민 학과장은 “정신분석에
서 ‘치료사가 blank screen이 되
어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슈,
감정, 환상, 생각 등을 투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인용해 주제
를 정했다”고 말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며 한 것 성장한 예술치료
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보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
했다.

예술치료학과는 2007년 국내
최초 예술치료 학부과정으로 시작
하여 예술치료(음악치료, 미술치
료, 무용치료 등) 의 학문간 통합교
육을 지향하는 선진형 교육 패러다
임에 맞추어 예술치료 전문가를 양
성하고 배출하고 있다. / 박민기 기자

예술치료학과,‘빈도화지(Blank Screen)’전

장애학생들과 1:1결연맺어 꾸준한 봉사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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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Writing 센터(센터장 이용욱)에서는 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3-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글쓰기 클리닉은 실시한다. 

수요자 중심 R&W 교육 프로그램인 <취업 글쓰기 클
리닉>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일대일’ ‘면대면’ ‘맞춤형’ 글쓰기 첨삭
지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글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3회 이상의 지속적인 글
쓰기 지도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이력
서, 자기소개서, 에세이, 논술 등 전공 취업에서 요구하
는 취업 글쓰기를 집중 지도하여 취업경쟁력 확보에 만
전을 기할 것이다.
Reading&Writing 센터는 글쓰기 클리닉 지도를 위

해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10여명의 전담교수
를 배치하였다. 모두 글쓰기 클리닉 경력이 3년 이상
된 베타랑 교수요원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
합하는 맞춤형 지도를 해 줄 것이다. 취업 글쓰기 클리

닉은 교수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예비취업자들에게 자신의 글이 무엇이 문
제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처방해줌
으로써 스스로 글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프
로그램이다.  
클리닉을 원하는 학생은 먼저 스타센터 3층
306호 교양학부 행정실에 접수를 해야 한다.
행정실에서는 학생이 요청하는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예약시간을 잡아 준다. 학생들은 예
약시간 삼일 전까지 조교 선생님이나 지도교
수님께 검진 받고 싶은 글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예약된 시간에 교수연구동 101
호 <글쓰기클리닉 센터>를 방문하면 지도교
수와 일대 일로 마주 앉아 자유롭게 글쓰기 지
도를 받을 수 있다. 

이용욱센터장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취업 글쓰기 클리닉은 선착순 100명의
학생에게 우선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번 클리닉

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고 취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추후 전체 예비취업자들로 확대할 계획이
다”고 말하였다.

Reading&Writing 센터 ‘글쓰기 클리닉’ 운영

‘현대옥’과 MOU 체결
장학금 전달

(주)애니모드
발전기금 기탁

메트라이프생명과
MOU 체결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대면 맞춤형글쓰기 첨삭 지도

우리대학은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 ‘현대옥’(대표
이사 오상현)과 지난달 24일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대옥은 외식산업학과에 장학금 2천
만원을 기부하고 외식산업학과 학생들에게 외식관련
공모전을 통해 연간 20명의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하였
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외식산업학과 학생들이 향
후 경쟁력 있는 외식 전문가들로 성장하여 토종 브랜드
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한다.

(주)애니모드(대표이사 김상용)는 지난달 25일 본부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고건 총장에게 전달
하였다.
(주)애니모드는 지난 2011년 본교와 산학협력을 위

한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모바일기기를 위한 상품기
획, 디자인 개발, 지식정보를 위한 시설 활용, 인력 교
류, 산업체 현장 실습, 취업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 업무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교에 진학하는 디자인
분야 우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
기도 하였다.

우리대학은 지난 4월 23일(월) 메트라이프생명(주)
남부본부(본부장 심현재)와 양 기관 임원 11명이 참석
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10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

고 있는 초우량 생명보험 회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과 각종 산업정보 교류
및 공동행사, 기업체 현상실습 및 인턴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제반 협력 등을 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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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가리키는 많은 말 중에,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전
라도의 수부(首府)’ 즉 전라도를 다스
리는 행정기관이 있었던 지방행정 중심
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주는 ‘전라도’라는 행정구역이 설치
된 이후 단 한 번도 중심지로서의 기능
을 내어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이 흔히 부르는 ‘전라감영’은 전라도
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들
을 가리키는 것으로, 객사를 포함하여
옛 전라북도청 일원에 위치하였습니다.
전라감영의 우두머리가 ‘전라감사’
즉 전라도 관찰사였다면, 전주는 전주부
윤(全州府尹)이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
하게 됨에 따라 전주부윤의 직책은 사라
지고 대신에 관찰사를 보좌하던 전주판
관이 행정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
습니다. 따라서 자칫 전주부를 다스리는
행정기관이 전라감영 내에 있었을 것으
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주부 통활 행정
기관은 이아(貳衙)라 해서 별도의 공간
으로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주판관이
전주를 다스리도록 한 것은 관찰사가 전
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행정을 맡았
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주에서 근무하
지 않은 시간이 많았던 때문입니다. 전
주부윤과 전주 판관이 실질적으로 전주
의 행정을 총괄하던 바로 그 공간은 현
전주우체국 사거리의 남동쪽 블록으로
산업은행과 IBK은행이 있는 방형구역
과 구 전북은행 본점이 있는 블록을 포
함한 약 7천여 평이었습니다.

전주판관이 근무하던 건물은 풍락
헌(豊樂軒)이라 하였으며 현 IBK은행 자
리에 있었습니다. 풍락헌은 수십 채에
달하는 전라감영 내 건물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1920년대 풍락
헌을 찍은 사진에는 ‘풍락헌’이 아닌
‘음순당(飮醇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면 7칸의 팔작지붕인 풍
락헌은 좌우 1칸의 크기가 중앙 5칸에
비하여 기둥 사이가 약간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에는 양복
을 입은 사람 1명과 하얀 두루마기 차림
을 한 5명과 바지저고리 차림의 2명 등
총 8명의 모습이 보이며 192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순당이란
편액은 1901년 당시 전주군수였던 취
송(醉松) 이삼응(李參應)이 제작한 것으
로 조주승이 쓴 글씨를 새겨놓았습니다.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풍
락헌은 1758년 판관 서노수가 개건하
였고, 1890년 화재로 소실된 뒤 1891
년 판관 민치준이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음순(飮醇)’은 좋은 술에 취하듯이
상대의 인품에 취한다는 의미이니, 관리
가 백성을 좋은 술을 마주한 벗처럼 여

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제강점 이후 풍락헌은 전주군청으

로 사용되었습니다.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부가 폐지되고 전주군이
설치되면서 전주군청으로 사용될 당시
에는 왼쪽 처마 끝에 덧 댄 가건물이 있
으며, 도로 정비에 의해 전면부의 마당
이 잘려나가고 나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주군청이 존속
한 것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
격할 때까지입니다. 1934년 봄 풍락헌
은 매각되어 구이면 덕천리(옛 태실리)
전주유씨 제각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주
읍이 전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바뀌었고, 전주군청이 있던
자리에 전주부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옮겨질 당시 음순당 현
판은 떼어 내어 옛 객사 내에 두었다고
하나 현존 유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
이 태실부락으로 옮겨진 풍락헌은
1992년 1월 7일자 전북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는데, 전면이
6칸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좌우
끝 1칸의 크기가 중앙의 4칸 크기보다
기둥 사이가 좁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
징을 가지지만 중앙의 칸수가 1칸 줄어

든 것입니다. 
2008년 전주류씨 제각으로 사용된

풍락헌은 종중이 전주시에 기증함에 따
라 전주향교 옆으로 이전 복원되었습니
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6칸이었던 건물
은 본래의 크기인 7칸이 되었습니다. 단
순히 옮기려 한 것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증 복원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해체
이전하는 과정에서 1934년에 태실 부
락을 옮길 때 넣은 상량문이 나왔으니
풍락헌의 건물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
니다.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와 완주

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1935년 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나뉘었으니 올해 통합이 이
루어진다면 77년만에 조선시대의 행정
구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풍락
헌을 옮겨 복원할 때에 음순당이라는 현
판 대신 ‘풍락헌(豊樂軒)’이란 당호를
달았습니다. 재물이 넉넉하여 즐겁다는
뜻,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노력을 바라보
면서 새삼 그 의미를 새겨봅니다.

/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옛 전주시청사, 재물이 넉넉하여 즐거운 건물(豊樂軒)

홍성덕교수가 들려주는 ‘전주ㆍ전주사람들’ 이야기 ⑧

전주시와 완주군 행정구역 통합 합의... 
1935년 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나뉘어 

77년만에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다시 태어나 

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1920년대 전주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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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은 보호(care)와 교육(ed-
ucation)이 결합된 개념으로, 만
0〜5세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
년 현재,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시
각각 발표되고 있다. 현 보육정책
의 주요방향은 크게 보육료 지원·
재가아동의 양육지원·방과후 보
육 확대로 대별된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5세아 공통과정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과 동
시에 만 5세아를 시작으로 만
0~2세까지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
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
에는 만 3~4세까지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유
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
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이 있다. 만 0〜2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의 양육지원수당을 차상위 계층 중
심으로 지급 중이며, 향후 수혜대
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은 방과 후
보육 확대이다. 2012년부터 주 5
일제 수업의 전면실시로 주말 보육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방과 후 보육사업이 교육과학기술
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교수업이 시작되
기 전 오전과 방과 후에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
봄교실’이 있으며,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22개 대학교가 주도하는
방과 후 사업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중앙정부의 보
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
가의 보육재정 부담률이 점차 확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육예산 비율(0.5%)이 OECD
국가 평균 비율인 2.0%에 차츰 가
까워질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맞
벌이가정의 거주지역 및 다양한 근
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와 자
녀를 위해 놀이체험 및 부모교육
· 상담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
되는 종합양육지원센터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맞벌이가정의 근
무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확대되며, 우수한 물적 인

프라를 보유한 지역 아동 및 청소
년 관련 기관과 초등학교가 함께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한 다각적인
주말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참
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 보육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기
대될 수 있는 또 다른 부수적인 효
과는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분
야의 확대이다. 보육료 지원확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
함에 따라 교사수요가 점차 늘어나
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보육정보센터, 종합양육지
원센터, 방과 후 보육기관, 유아교
육교재교구 개발기업 등으로 대표
되는 보육 관련기관의 전문인력 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을 토대로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보
육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현장밀착형 진로지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육은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다. 따
라서 다양한 맞벌이가정의 보육지
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유아교육·
보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보육
전문 인력양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
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교의 적
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육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1953년 5월 5일 학교법인 영생학원으로 시작한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48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대학은 개
교 4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일 예술관 JJ 아트홀에
서 진행된 개교 48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50년을 향한 비
전을 선포하였다. 

우리대학의 향후 50년을 향한 비전은 <전주대 비전
2020>이라 명명되었으며 교육만족도 1위와 기독교 명문
사학이란 비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최우수 강의와 교
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 하겠다는 의
미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기독교 대학의 모델이 되는 명문사학이 되겠다는 의미이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핵심전략분야로 ① 수요자 중
심의 교육서비스, ② 연구/산학협력 활성화 ③ 전략적 경영
체계 구축으로 정하였다.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
로 12대 전략과제와 86개 세부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전주대 비전 2020>이 실현된다면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대학은 명실상부한 호남권 유일의 기독교명문사학, 국
내 최고 대학, 환황해권 20위권대학이 될 것이다.

전주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지성·인성·영성의
전인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며, 학문과 교육의 실
용화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다. <
전주대 비전 2020>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 구성
원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이다. 5만 5천여 동문과 재
학생,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
룬다면(로 8:28) <전주대 비전 2020>은 실현 가능할 것
이다. 모든 구성원이 전주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며, 하
나님께서 세우신 대학, 기독교대학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고전
15:58) <전주대 비전 2020>은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개교48주년에 부쳐>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
일 어버이날, 5월 14일 성년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 등 가정에 대한 기념일이 이
어진다. 이 기념일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뿐만 아
니라 사회일원으로서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다시피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반
대로 남의 의사를 전달받기도 한다. 즉 언어는 사실과 진실
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
는 언어를 진실의 내부를 환하게 보여주는 창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사회가 ‘막말 전성시대’로 접어든
느낌이며, 이 진실의 창인 언어가 심각히 오염되어 가고 있
다. 막말이 인터넷과 방송을 뛰어넘어 거리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 까지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택시
막말녀’ ‘진상남’ 등과 같은 막말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진실의 창이어야 할 언어가 사회 불신과 가정파괴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느낌이다. 
언어가 사랑과 진실을 전달하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

지 못하고 서로에게 불신과 상처를 주는 도구로서 사용된
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가정해체
의 주범이 될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대화

와,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 친구들 사이의 대화, 직장동료
들과의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에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진
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자.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막말과 거짓이 담긴 언어 대신 ‘진실’과 ‘사랑’
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도록 우리 모
두 노력하여 보자.

<진실의 창인 언어>

사  설교수칼럼
임양미 교수 (가정교육과)

아프가니스탄은 친숙한 이름이
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중앙아시
아에 있는 나라, 탈레반정권 외에
는 정작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는
매우 낯선 나라로 정식이름은 ‘이
슬람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다.
이 멀고도 낯선 나라에서 와 우리
의 친구가 된 이가 있다. 4년째 한
국생활을 전주대에서 즐기고 있는
무스타파 Mujtaba Anvary 학우
(사진/시각디자인. 4)를 만났다.

Q.한국에 오게된 계기
A. 원래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
국에 가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열
심히 했다. 관심있게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지
인의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Q. 전주로 오게 된 이유

A. 한국으로 인도한 지인이 전
주에 산다. 그를 따라 전주로 오게
되었고 자연스레 학교도 전주대학
을......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Q. 한국에서 지낸 기간
A. 4년이다. 생각보다 오래 있

었다. 여러면에서 부족하지만 회화
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한국음
식도 입에 잘 맞는다. 김치가 없으
면 밥도 못 먹을 정도다(웃음). 당
연히 한옥마을 경치를 즐길 줄 알
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도 이제는
한국의 여름이 덥다.(웃음)

Q. 한국에서 힘들었던 점
A. 처음엔 언어가 힘들었다. 말

이 안 통하니 자연스러운 사회생활
도 힘들었다.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사람들
이 정이 많아 먼저 챙겨주어서 점
점 나아져 이제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두 번째 힘든 것은 기후다. 아프

가니스탄과 한국의 기후 너무 다르

다. 생각보다 한국의 겨울은 내게
너무 추웠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쯤이야’하며 금방 적응했다.

Q. 한국에서 즐거웠던 점
A. 처음엔 혹시나 나를 차별하

지 않을까 하며 긴장을 많이 했다.
막상 생활해보니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힘들까봐 여기저기 너
무 많이 도와줘서 감동이었다. 한
국인들은 정이 많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매우 아름답다. 전주사람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환상적이고 멋지다. 여기서
사는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

Q. 독자들에게 한마디
A. 살면서 경험은 많이 쌓는 게

좋다. 나도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
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렇지
만 막상 왔더니 나의 안목도 넓어
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
다. 각종 부귀영화 다 필요없다. 사
람은 경험이 재산이다. 나처럼 다
른 나라도 가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

미니인터뷰
아프가니스탄 유학생 무스타파 학우



9제794호   2012년 5월 8일 화요일8 2012년 5월 8일 화요일   제794호

박광서 교수
(경영대학)

■ 30년 근속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윤인선 교수
(교양학부)

박동규 교수
(사범대학)

오세홍 교수
(사회과학대학)

김문철 교수
(예술체육대학)

임옥수 교수
(예술체육대학)

안덕춘 교수
(예술체육대학) 

김용진 교수
(예술체육대학)

김문수 부장
(체육부)

이석필 실장
(사범대학)

성호철 실장
(예술체육대학) 

강홍섭 실장
(인문대학)

이명숙 과장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강종순 과장
(총무지원실)

김덕기 과장
(시설지원실)

나문성 실장
(교무지원실)

■ 우수교육자상

김갑룡 교수
(경영대학)

■ 20년 근속

이방식 교수
(경영대학)

정호연 교수
(공과대학)

남상윤 교수
(대체의학대학)

류두현 교수
(대체의학대학)

김형수 교수
(사범대학)

박명선 교수
(사회과학대학)

김미진 교수
(사회과학대학)

서은혜 교수
(인문대학) 

유평수 교수
(사범대학)

■ 10년 근속

김상진 교수
(공과대학)

임용민 교수
(공과대학)

김진수 교수
(공과대학)

김은수 교수
(공과대학)

송광인 교수
(문화관광대학)

강응관 교수
(문화산업대학) 

김진성 교수
(경영대학)

이상곤 교수
(공과대학)

박현정 교수
(문화관광대학)

이근호 교수
(문화산업대학)

이영재 교수
(문화산업대학)

최은복 교수
(문화산업대학)

박소연 교수
(문화산업대학) 

한승룡 교수
(문화산업대학)

왕석순 교수
(사범대학)

강흥구 교수
(사회과학대학)

김창민 교수
(교양학부)

최흥식 교수
(사회과학대학)

박승환 교수
(예술체육대학)

신청우 교수
(예술체육대학)

박균철 교수
(인문대학)

이범수 계장
(관재지원실)

■ 수퍼스타 직원상

김문택 교수
(인문대학)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
러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경배와
찬양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
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하혜숙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모든 교수님들의 노
고를 대신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들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격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
는 학생들과 기쁨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

(경영대학)

제혜금 교수
(경영대학)

경영대학에도 많은 훌륭한 교
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상
하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앞
섭니다.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
히 노력하여 학생들과 함께 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혼
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선일 교수

(대체의학대학)

우리 전주대학교에는 학생들을 진심
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
심을 다하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
니다.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
로 더욱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인홍 교수
(공과대학)

많은 책임과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
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높이 비상하는 학교에 걸맞게
더 비상하는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교수가 바른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 교수
(공과대학)

우수교육자 상을 받게 되어 영
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고 지
식 전달만의 교수가 아닌 하나
님의 뜻을 품고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수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근 교수

(예술체육대학)

2006년 9월 1일자로 부임하
여 만 6년 동안 오직 전주대학
교 태권도학과를 키워보겠다는
신념으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
며 앞만 보고 오늘에 이르렀는
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
라는 격려로 알고 끊임없이 도
전하여 최정상에 오르는 그날까
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세길 교수
(문화관광대학)

개인적으로 영광과 부탐도 같
이 느낍니다. 잘해서 받았다 보
다는 상에 걸맞은 노력을 더 하
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학교, 교수, 학생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식 교수
(사범대학)

저에게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
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을 수
상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
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더
욱 열심히 노력할 것은 약속드
립니다. 

권형준 교수
(문화산업대학)

제가 정말 우수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주신 상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
는 격려차원에서 주시는 상으로
알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
(교양학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기쁨을 나누
고 싶습니다. 이 상의 의미는 곧 더
욱 열정적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임을 마음에 새겨 교육자로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제자
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적 매력을 가진 지식만이 아닌 ‘기
억’을 남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런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석 과장
(학술정보운영실)

도서관 사서로 이 상은 도서관에
계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
하며 스타센터 도서관 이전으로 도
서관이용자 정보욕구의 만족도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도서관과 학교
의 발전을 위해 더 섬기라는 채찍이
라 여겨집니다. 또한 직원 신우회
회장으로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
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씀
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조동기 계장
(교무지원실)

하나님이 세우신 전주대학교에
서 일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은
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슈퍼스
타를 키우는 대학에 걸맞은 진
정한 슈퍼스타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형국 계장
(창업지원단)

우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
니다. 지난 10년간 제 자리에서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해 일하자'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
으로도 대학발전과 전주대 학생
들이 행복해 지는 일이라면 기쁨
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호선 주임

(평가감사실)

그동안 평가 및 감사와 관련하
여 체계적으로 협조해주신 선생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
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
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주께서 주신 은사로 겸손하게
기꺼이 섬기고 싶습니다. 부끄
럽기 짝이 없지만 서로 믿고 도
와가며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
리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교수님들
께도. Danke Liebeje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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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김문철 교수
(예술체육대학)

임옥수 교수
(예술체육대학)

안덕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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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대학)

김문수 부장
(체육부)

이석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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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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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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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교수
(공과대학)

임용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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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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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교수
(공과대학)

송광인 교수
(문화관광대학)

강응관 교수
(문화산업대학) 

김진성 교수
(경영대학)

이상곤 교수
(공과대학)

박현정 교수
(문화관광대학)

이근호 교수
(문화산업대학)

이영재 교수
(문화산업대학)

최은복 교수
(문화산업대학)

박소연 교수
(문화산업대학) 

한승룡 교수
(문화산업대학)

왕석순 교수
(사범대학)

강흥구 교수
(사회과학대학)

김창민 교수
(교양학부)

최흥식 교수
(사회과학대학)

박승환 교수
(예술체육대학)

신청우 교수
(예술체육대학)

박균철 교수
(인문대학)

이범수 계장
(관재지원실)

■ 수퍼스타 직원상

김문택 교수
(인문대학)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
러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경배와
찬양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
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하혜숙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모든 교수님들의 노
고를 대신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들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격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
는 학생들과 기쁨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

(경영대학)

제혜금 교수
(경영대학)

경영대학에도 많은 훌륭한 교
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상
하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앞
섭니다.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
히 노력하여 학생들과 함께 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혼
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선일 교수

(대체의학대학)

우리 전주대학교에는 학생들을 진심
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
심을 다하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
니다.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
업에 임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
로 더욱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인홍 교수
(공과대학)

많은 책임과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을 더욱 열심
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높이 비상하는 학교에 걸맞게
더 비상하는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교수가 바른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 교수
(공과대학)

우수교육자 상을 받게 되어 영
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고 지
식 전달만의 교수가 아닌 하나
님의 뜻을 품고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수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근 교수

(예술체육대학)

2006년 9월 1일자로 부임하
여 만 6년 동안 오직 전주대학
교 태권도학과를 키워보겠다는
신념으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
며 앞만 보고 오늘에 이르렀는
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
라는 격려로 알고 끊임없이 도
전하여 최정상에 오르는 그날까
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세길 교수
(문화관광대학)

개인적으로 영광과 부탐도 같
이 느낍니다. 잘해서 받았다 보
다는 상에 걸맞은 노력을 더 하
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학교, 교수, 학생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식 교수
(사범대학)

저에게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
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을 수
상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
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더
욱 열심히 노력할 것은 약속드
립니다. 

권형준 교수
(문화산업대학)

제가 정말 우수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주신 상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
는 격려차원에서 주시는 상으로
알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
(교양학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기쁨을 나누
고 싶습니다. 이 상의 의미는 곧 더
욱 열정적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임을 마음에 새겨 교육자로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제자
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적 매력을 가진 지식만이 아닌 ‘기
억’을 남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런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석 과장
(학술정보운영실)

도서관 사서로 이 상은 도서관에
계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
하며 스타센터 도서관 이전으로 도
서관이용자 정보욕구의 만족도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도서관과 학교
의 발전을 위해 더 섬기라는 채찍이
라 여겨집니다. 또한 직원 신우회
회장으로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
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씀
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조동기 계장
(교무지원실)

하나님이 세우신 전주대학교에
서 일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은
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슈퍼스
타를 키우는 대학에 걸맞은 진
정한 슈퍼스타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형국 계장
(창업지원단)

우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
니다. 지난 10년간 제 자리에서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해 일하자'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
으로도 대학발전과 전주대 학생
들이 행복해 지는 일이라면 기쁨
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호선 주임

(평가감사실)

그동안 평가 및 감사와 관련하
여 체계적으로 협조해주신 선생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
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
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
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주께서 주신 은사로 겸손하게
기꺼이 섬기고 싶습니다. 부끄
럽기 짝이 없지만 서로 믿고 도
와가며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
리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교수님들
께도. Danke Liebeje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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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문장이 나에게는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
하면서 살던 내게 많은 것들을 생
각하게 해주었다. 나는 자신의 한
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일에
도전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높게
평가해주신 선생님께서 여러 경진
대회와 자원봉사자 면접 등을 권유
해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렇
지만 선생님의 지원과 응원, 그리
고 나의 끝없는 노력 덕에 한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활동을 하게 된 뒤, 여러 상
들도 수상하고 필리핀으로 자원봉
사도 다녀왔다. 이 쯤 되니 자신감
이 붙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들
어와서는 학과 임원진과 학생회 임
원 등을 맡으며, 나의 능력을 최대
로 발휘해내고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
면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현재 우리가 과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을 하
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
는 결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
서 어떤 일이든 안 하고 후회하기
보다는 우선 도전하는 것이 더 유
익하다고 본다. 도전을 했다가 실
패를 하더라도 그 또한 추억이며
다시는 실수를 유발하지 않게 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레 겁먹고 뒷걸음치는 것보다
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원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면서 지내왔다. 대학생활
에 과연 값진 생활은 무엇일까 하
며 생각해보았다. 어떻게 하면 가
치 있는 대학생활이 될지 함께 생
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
람으로 독자투고를 준비해보았다.

“경험에 미치고, 젊을 때에는
돈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오
면 주저하지 말고 잡으세요.”는
내가 매우 공감하는 말이다. 특히
나 제일 처음에 “경험에 미치고”
라는 부분을 매우 좋아한다. ‘도
전’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품게 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아한다.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나왔지만,
연극영화과를 준비하던 나에게 공
부는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때
나 지금이나 관심이 있었던 한 가
지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에 대한 열정은 나에게 상담이란
전공을 접하게 해주었다. 상담은
나에게 자신감과 관계형성, 스피치
를 향상시켜주었다. 덕분에 좋은
인간관계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PR까지 연습하게 해주

는 대학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소통’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
고, 고등학생 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었다. 

대학 입학 후에는 C.C.C라는 동
아리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였는
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
한 경험을 가졌고, 사람들과 함께
무전여행과 해외여행을 경험하였
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
외탐방도 다녀왔다. 게다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도 못한 기타와
노래를 배웠다.

대학생활은 나에게 이렇게 많
은 부분 경험하게 해주었고, 당연
히 그 시간과 돈은 아낌없이 투자
했다. 가르쳐 주겠다는 기회와 함
께 해외탐방을 가자던 기회도 붙잡
을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이외
에도 많은 경험을 하였고, 지금도
색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문학과 신문이라는 도전이 그것
이다. 당연히 이 도전은 나중에 엄
청난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 나와
는 다르게 내 주위엔 E-복지관을
통해 사회복지를 경험하는 사람들,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경험하는 사
람들, 채플밴드와 밴드 동아리를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
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경험
하는 멋진 사람들이다.

대학생활 무엇이 중요하다고 물
어본다면 학점, 토익, 자격증 등 많
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필자는 “도전, 경험해라”
라고 대답하고 싶다.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정보를 구한다면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밑져
야 본 전 도전해보는 대학생활을
만들어보자. 

Challenge your limit.너의 한계에 도전하라.

노란 갱지에 손으로 쓴 ‘큐시
트’, 지금은 골동품이 되어버린
‘LP판’, 유행지난 ‘잠자리 안
경’ 을 쓴 촌스러운 방송국 지원
자들의 사진… 오늘은 이런 낡은
것 들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과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
은 방송국 개국 29주년. 내가 태어
나기 전부터 그리고 대학 입시와

씨름하던 때에도, 전주대학교 방송
국 EBS는 대학인을 위한 공정하
고 아름다운 방송을 위해서 많은
선배들이 노력해왔다. 

아무래도 개국일이 맞이하니 그
간 선배들이 해 주신 이야기가 떠
오른다. 방송시간을 지키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은 기본, 방송
사고가 나서 다른 선배들한테 호되
게 혼이나기도 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던 방송국의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선후배 간의 따듯한 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는 지금의
방송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
만, 그저 방송하는 것이 즐겁고 행
복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을 듣다보면 나는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음에 부끄러워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우리
방송국의 방송은 많은 사람들을 행

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자
신한다. 5월 5일에 태어난 방송국
의 탄생석은 에메랄드이다. 그리고
에메랄드는 ‘행복’이라는 의미
를 가진다. 방송국의 생일이 5월5
일인 이유는 “방송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예
언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거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방송을 듣고
친구 간에는 우정이 돈독해 지고
선후배간에는 사랑이 깊어지길 바
란다. 특히 학교와 학생들이 자유
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송국이 되
기를 가장 바란다. 전주대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메랄드처럼
삶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품을 때
까지 전주대학교 방송국EBS도
100년 1000년 함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대학인을 위한 공정하
고 아름다운 방송 EBS입니다.”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EBS), 모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솔
(상담·4 /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장은경
(국어교육·3)

48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했다. 반세기 가
까이 이어온 우리학교의 역사에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우리학교를 지
켜온 교직원들의 소감을 듣다보면 느껴지는
점이 있다. 과연 이분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
없이 직장으로만 여겼다면 과연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닐 것이다. 이분들의
피땀어린 애정과 학교를 성장시키려는 노력
은 지금의 전주대를 만들어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학교의 이미지

는 딱히 좋지 않았다. 수험생들에게는 공부
안하면 가는 학교, 정말 가기 싫은 학교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는 완
전히 뒤바뀌었다. 한국 도서관상을 수상한 스
타센터 도서관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스
타센터,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는 교직원분들 덕분에 지금의 전주
대는 호남권 명문 사립 대학이라 불리어도 손
색이 없을 만큼 성장했다.
개교기념  행사에서 ‘전주대 비전

2020’이 선포되었다. 교육 만족도 1위 그
리고 기독교 명문 사학이 되겠다는 목표가 핵
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지금 경영컨설
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모두 교직
원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하지만 진정 학교가 성장하려면 교직원들
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대 비전2020’을 발표했지만, 정작
2020년이 다가오면 대학 수요자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학생이 없다면 대학이 살아남
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것은 당연한 이치
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나온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자신은 분명히 대학을 나
왔음에도 그 대학이 역사 속에만 있는 그 사
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길지 몰
라도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답은 간
단하다. 우리 모두 전주대 학생으로서 각자
개개인 모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성공하면 된
다. 진정 학교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확
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무기력함
에 빠져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삶
을 추구하려한다. 20대의 젊음과 열정을 살
려 도전할 줄 알고, 노력할 줄 안다면 필히 성
공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전주대의 위상, 개교
48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이에 대해 생각하
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자. 그리한다면
개교 48주년에서 그치지 않고 개교 100주
년, 200주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주대
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명예
도 드높아 질 것이다.

개교 48주년을 생각한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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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반복되는 대학생활에 지루
함을 느끼고 있진 않은가? 새로운 사람
들과의 만남. 또 그들과 함께하는 새로
운 활동들. 특별한 대학생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면 좋
은 활동들이 있다. 바로 대외활동이다.

주류언론이나 주위에서 '청년실업', '
스펙대란'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다. 그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
업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취업을 준비하자니 무엇을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보
아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다. 이 글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길라잡
이가 아니다. 자신의 꿈을 품고만 있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대학생
들에게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

록 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본다.
먼저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잠깐 설명해보자면 학교 외
에서 자신이 관심을 두며 활동하는 외
부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예로
자원봉사, 기업홍보활동, 각종 동아리
나 토론회 참가 등이 있다. 대외활동은
짧게는 3개월 내지 길게는 1년 단위로
활동한다.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으
리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다 열심히 한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학과공부,
그 외의 다른 일정과 겹치다 보면 소홀
히 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
든 일이 다 그렇지만 대외활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다. '성실성'
은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이라고 생각
한다. 귀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
신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보자. 

성실성이 중요한 대외활동이라도 어
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시작
할 수 있는 법. 대외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본다.

▶ 대학내일 :
www.naeilshot.co.kr
주간 대학내일의 온라인판으로 다양

한 대학생 컨텐츠와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취재하고 알아온 컨텐츠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 스펙업 :
cafe.naver.com/specup
대학생 해외 인턴십, 해외 탐방, 봉

사 프로그램, 공모전 정보 수록하고 있
다. 표 또는 달력형식으로 모집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 아웃캠퍼스 :
cafe.naver.com/outcampus
스펙업과 비슷한 대학생 커뮤니티로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십, 어학연수,
해외 탐방 등의 정보 수록하고 있다.

▶ 씽유닷컴 : www.thinkuniv.com
공모전, 취업, 인턴, 자원봉사, 세미

나 등의 정보와 다양한 공연을 소개와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공간으로 대학생활을 좀 더 즐겁게 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캠퍼스몬 :
campusmon.jobkorea.co.kr
취업 No1. 잡코리아가 만든 대학생

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모토아래 탄생
한 사이트로 공모전, 취업, 인턴, 아르
바이트 등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일이든 처음을 시작함이 중요
하다.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
루를 지나쳐버리고 있다면 앞서 제시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대외활동을 선택하고 신청해보자.
지금 당신은 당신의 꿈을 향한 한 발짝
을 내디뎠을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찬 발걸
음을 내디뎌보자.

지난 4월 21일(토)부터 4월 22일(금)
까지 희망홀에서“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 대회”가 열렸다. 
국제로타리는 세계최초의 국제적 봉

사단체로 우리나라에는 1927년에 창립
되었다. 창립 이후 국제 친선 장학생 선
발등 장학사업이나 각종 봉사활동을 통
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매

년 지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로
타리클럽에서 희망홀을 빌려 지구 대회
를 열었다. 

하지만 그 들이 남기고 간 모습은 가
히 충격적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
한 각종 쓰레기는 교내 이곳 저곳에서 산
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이현정(국어국문, 2)학우
는“대체 누가 학교에 이런 짓을 했느냐
정말 생각없는 짓이다” 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고 국제로타리 클럽 3670 지구
대회 후 간 쓰레기들을 치운건 우리 학
교였다. 교내 모든 청소직원이 모여 처리
를 하여도 역부족이었다.
흔히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다.“버리

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
냐”라는 이야기. 한 청소 관계자는 “도

무지 치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어
떻게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치우는데도
끝이 안보이느냐” 라고 하였다.
희망홀을 대관해 준 총무처에 문의를

해보았다.“본래 쓰레기 처리는 우리 쪽
에서 해주기로 하였느냐” 대답은 “그
쪽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였다. 계약 내
용과는 다른 현실이었다. 이후 우리학교
에서 요청하여 국제로타리 3670 지구
측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했다고 한다. 그
러나 처리비용을 떠나 봉사단체인 ‘국
제로타리’의 양심이 실종 된 사태였다.
국제로타리, 봉사단체로서의 정체성

을 잃지 말고 이번 일을 다시 되풀이 하
는 일이 없는 봉사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 서재근 기자

도전으로 쟁취하자

봉사단체‘국제로타리 3670지구’과연...?

대외활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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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라보시
면서 자랑스럽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
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
십니다. 그리고 6절에 ‘맏아들’이 예
수님이라면 믿는 우리는 둘째 아들들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란
이름이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도 된다
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자
녀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
름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일군이 아
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그저 사
역자일 뿐이지만, 자녀들은 아무리 하
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존재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재동이란 만화가는

사람 얼굴을 그려줄 때 가능하면 보기
좋게 그려주려고 노력했다면서 ‘사람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려주면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한
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건 고정된 것이 아
니고,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
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며 자랑
스럽게 여기시며, 말씀으로 붙잡아주셔
서 내 인생에 동반자가 돼주시는 하나
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
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영광을 위
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기어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보내시
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
입니다. 7-9절을 보면, 천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도 바람이나 불
꽃처럼 사역자들일 뿐이지만, 아들 예
수님에게는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
다. 아들은 종이나 사역자가 아니고, 하
나님이며 왕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종이 아닌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
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놓은 적
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놓은 적은 없습
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주께서 나를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한 번도 놓지 않
으신 그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의 자녀라는 이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
사하셔야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한
조각’이라는 그림 동화를 보셨나요?
이것은 완벽함의 불편함을 말하는 동화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자람과 부족
함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
우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
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
인 겁니다. 

완전함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길
을 멈추고 살짝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
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전주대학
교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 ” 
(히 1장4-9절)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식
은 단 몇 시간을 위한 것이고,
어떤 지식은 몇 년을 위한 것입
니다. 몇 십 년을 위한 지식은
더욱 값지게 여겨지기도 합니
다. 재산이나 명예 또한 마찬가
지입니다. 우리 삶에 영원한 것
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
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것이 있

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
다. 복음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
를 안내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전도사역을 성
공적으로 감당한 후에 바울은
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운 전도계획을 세웁니다(행
19:21). 바울은 자신의 생각
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
심을 따라 선교의 계획을 세웠
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
한 복음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
니다(행 19:23-41). 당시 에
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
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잘 표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
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
귀의 죄 사슬을 끊고 구원을 얻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
다. 복음은 암흑에 사로잡힌 가
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
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르렀을 때 악이 저항하고 소동
을 일으키지만, 결국 복음이 승
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믿
고 영접하는 자에게 죄 사함,
칭의, 구원, 생명, 소망, 하나님
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막 1:1,
마 1:21, 요일 5:11-12). 복
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지배하
던 세상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
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
나 승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
도에게 있습니다 (행 2:6,
17:13). 복음에는 놀라운 능
력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
지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마 13:31-33)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
을 복음의 빚진 자로 알고, 복
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
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
다. 우상이나 우상숭배자나 아
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숭배
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전 인격
과 삶을 망쳐버리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삼상 5:1-12). 복

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 10:28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
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
치 아니할 터이요” 하였고 로
마서 5:21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
르게 한다고 하였고, 요한일서
5:11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안에서 영생과 생명
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생
은 예수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
지만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
해 멸망에 이릅니다. 복음을 받
아들인 사람중에도 확신을 갖
지 못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음을 듣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
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
십시오.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
히 서는 전주대학교 구성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전효진 교수
(외식산업학과)

진리의 샘

노재석 목사
(서부중앙교회) 

희망은 인생길을 풍성하게
하는 동반자이다. 희망은 일상
의 시간이 영원과 속삭이는 대
화이다. 희망이 열려있는 한 어
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빛
으로 세상을 새롭게 본다. 그래
서 희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
는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
람 요셉의 이야기이다.

▼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
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
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항
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
가는 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
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
익할까”(창37:25, 26). 요셉
이 위기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
져 죽음을 앞둔 요셉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전
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진행
하고 계셨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
다. 어둡고 습기 가득한 구덩이
에서 울부짖는 요셉을 바라보
고 계신 하나님이 낙타를 준비
해 놓으셨다. 형 유다에게 요셉
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을 떠오르
게 하셨다. 모든 형제가 공감하
는 기가 막힌 대안이 제시되었
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현장, 애굽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준비
해놓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으로 희망은 싹트기
시작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보다 훨씬 크고도 놀라운 것
으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문이
열린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
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
다. 요셉에게 온 땅을 두루 감
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
물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
났다.

▼ 꿈에서조차 생각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모든 사
람이 멸시하는 노예가 모든 사
람이 우러러 보는 총리가 되었
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하
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또
다른 요셉을 찾고 계신다. “여
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
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
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
시나니” (대하16:9). 아멘.

/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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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레볼루션”부흥채플 콘서트 

선교동정 | 장선철처장 
- 04.20(금) 진안교육지원청 - 04.26(금) 삼평어린이집 부모교육
- 04.27(토) 서울시 교원 연수원 - 04.28(주일) 송파 장로교회 대학청년부
- 04.30(월) 익산 갈릴리교회 목회자 세미나 - 04.30(월) 전라북도교육청
- 05.01(화) 생활관 명사특강 - 05.07(월) 전북교육청

갈수록 심화되는 가정문제
의 해법으로 이 시대의 아버지
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
가학교가 29번째 종강을 맞았
다.  

이번 제29기 아버지학교는
4월 6일까지 지원자를 모집, 4
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전주대 스타 한식
문화홀(구 비전홀)에서 열렸다.
4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0여명의 ‘아버지’가 이 학
교에 등록해 30여명의 봉사자
들과 함께 ‘영성을 지닌 아버
지’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강
의를 듣고 적용하는 시간을 보
내왔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아버

지학교는‘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와 가정’ 이란
강의들이 진행되었다.

한주 앞서 개강한 두란노 전
주어머니학교는 3월 31일부
터 4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대 스타 한식문화홀에서
열렸으며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
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
명’ 등의 주제로 5주간 진행
되었다.
두란노 아버지,어머니학교

는 지난 2000년부터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등을 운영
3,2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
하는 등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일(화), 선교지원처(처
장 장선철)는 부흥채플에서 특
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러브 레
볼루션(Love Levolution)이란
주제 아래 JJ 아트홀에서 진행
된 ‘부흥채플 콘서트’ 가 바
로 그 것. 

여느 때의 채플과 다름없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의 채플이
지만 이전 채플이 말씀과 찬양
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부흥채플 콘서트’는 말씀
과 찬양 외에도 워십댄스, 중
창, 스킷드라마, 세례신청서 작
성, 비행기 날리기 세레모니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 되었다. 

이 채플콘서트는 첫 시간인

9시 30분 채플부터 마지막 시
간 4시 30분 채플까지 참석한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이 너무 귀해서요, 누가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어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저 뿐만 아니라
전주대 모든 친구들이 알았으
면 해요” 부흥채플을 섬기고
있는 학생들의 고백이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채플

을 섬기는 학생들의 헌신 없이
는 준비 될 수 없었다. 콘서트
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간고
사가 겹쳐 다른 학생들은 공부
하고 있을 시간에 찬양, 워십,
드라마, 콰르텟 등을 준비해야
했고, 채플수강생들을 위한 2
천여개의 종이비행기와 선물

포장은 콘서트 전날 새벽 5시까
지 준비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을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 이었다.

통상적으로 한 학기 채플을
마치면 평균 10명 미만의 숫
자가 세례신청을 받는다. 그러
나 이날 하루만 채플세례신청
을 한 학생들의 숫자는 21명
이나 되었다. 과거에 비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미미한 신청율을 보였던 성경
공부를 신청한 학생들의 숫자
도 급증했다.

이번 부흥채플 콘서트를 통
해 채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채플세례신청 학생 21명

아버지학교, 어머니 학교 종강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관생들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고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2012년 1학기에는 관생들이 타
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인관계 기
술을 습득하여 단체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4월 19일
부터 매주 목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행복한 연금술
사’라는 주제 아래‘내 마음의 그
림일기’,‘나에게 주는 선물 만들
기’,‘다른 사람 마음 훔치기’등
다양한 소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실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
게 표현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 프로그
램이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생활관에
서 매 학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생들의 참여에 따라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집단상담“행복한 연금술사”

5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학
문 학자 초청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강연이 5월부터 11월
까지 교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
하림과 함께 주최하여 ‘JJ-하
림 기독교세계관 Lecture se-
ries’라는 강연을 5월 7일(월)

부터 시작한다. 이 강연은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각각
의 학문을 통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강연은 5월 7일(월)을 시작으
로 이후 월 1회로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학생회관 대강당이며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다. 
첫 시작은 ‘과학과 기독교’

라는 주제로 제원호 교수(서울대
물리학과)가 강의하며 강의 후에
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관심 있는 학
생들과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JJ-하림 기독교세계관 Lecture series’

▣강연일정 및 내용 
·제 1회 : 5월 7일(월) 오후 2시-3시30분 - 과학과 기독교(제원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제 2회 : 6월 4일(월) 오후 2시-3시30분 - 기독교세계관과 생명윤리(박상은 前안양샘병원장, 現효산의료재단 의료원장) 
·제 3회 : 9월 3일(월) 오후 2시-3시30분 - 한국기독교와 역사(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제 4회 : 10월 8일(월) 오후 2시-3시30분 - 기독교와 기업경영(김홍국 (주)하림 회장)
·제 5회 : 11월 5일(월) 오후 2시-3시30분 - IT와 기독교(고건 전주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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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heard the radio?  I
can't.  It seems like it's always
been a part of my life, usually
in the background, rarely in the
forefront, but always there.
Growing up, our house was
filled with music.  My father
and brothers play multiple in-
struments: piano, trumpet,
saxophone, flute and drums
among them.  If the stereo
wasn't on, then someone in the
house was practicing his in-
strument.

My father, then a music
teacher, had the summers off
from work.  Once school was
out, we would start our sum-
mer road trip.  While my par-
ents listened to AM stations on
the car radio, I listened to FM
radio via my walkman.  In
hindsight, my first walkman
seems inelegant, and even a
little ridiculous.  But after
spending 10 hours in a hot,
confined space, my palm-
sized bright yellow music box
was a saving grace.

Driving from place to place,
stations would come into range
and then fade, some quicker
than others, depending on the
strength of their frequency.  I'd
cling to the stations I liked,
searching for the signal well
after it faded.  Reluctantly, I
would search again for another

station and hope it would be as
good as the last.

On the road, I heard music I
never heard at home. That is
probably the biggest reason
why I still enjoy the radio: radio
provides instant access to
many different types of music.
It is like having an entire music
collection at the press of a
button.  Plus it is virtually free.
There is no service to join, or
contract to sign.  You only need
a small machine that accesses
radio frequencies.

Recently, while watching the
film, RadioStar, I was reminded
of a favorite program of mine.
It was broadcast on various
stations nationwide.  It was al-
ways on late at night.  The
woman DJ had a voice like a
slow-moving river, wide and
deep.  It is as soothing as
Joong-Hoong Park in the
movie. Like Joong-Hoong’s
character she was able to elicit
listener’s deepest longings and
tragic secrets.  She took live
calls and read listener’s letters.
On the air listeners professed
their love, and sought to re-
connect with loved ones from
which they had been parted.
The stories, punctuated by
moving ballads, made my heart
feel hopeful, like anything was
possible.

With a radio, it is possible to
connect to a place and a people
without leaving your seat.  You
can hear all types of music,
stories of everyday people, and
live concerts, not to mention
get ushered into areas of the
world you might never get to
visit.  Radio offers a perspec-
tive that TV can never provide,
and storylines that are too
complicated to print.

To be on radio, you don’t
need a particular look.  You
only need to offer up your
voice and have something to
say.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FE/FL) is testament
to radio’s ability to amplify
voices that society might oth-
erwise drown.  Radio is a plat-
form for all voices ? including
those who are normally denied
access to the mainstream
media.  Many East European
and Russian leaders, including
Vaclav Havel and Boris Yeltsin,
have credited RFE and RL
broadcasts with helping end
the Cold War. Nobel laureate
Lech Walesa, said that radio's
role in Poland's struggle for
freedom "cannot even be de-
scribed. Would there be earth
without the sun?" 

These days perhaps Face-
book and Twitter have eclipsed
radio's perceived impact.
What’s more, in present day
Jeonju, the Cold War and
communism seem like very
distant problems.  Still there is
always cause to celebrate the
gift of radio.  It carries our
voice, our message beyond the
places it could have normally
gone.

Did you know Jeonju Uni-
versity (JJU) has a radio sta-
tion?  Yes, JJU has a radio
station!  And, it has an English
radio show.  Come listen to the
English Expert radio program
on Thursdays at 5:30 p.m.
The show is broadcast in front
of the Student Building and in-
side the Art Hall.  For archived
shows or to volunteer or pro-
vide feedback about the show,
please visit http://jjuenglish-
expert.wordpress.com.

"And work with a smile on
your face, always keeping in
mind that no matter who hap-
pens to be giving the orders,
you're really serving God." (Eph.
6:7)

For the past few years at

Jeonju University I noticed
something strange, students
seemed to be smiling at me
more often. During my younger
years people had never smiled
at me that much. Most of the
people I saw seemed to have
grim, tense faces. They would
look at me for only a second or
avert their eyes altogether.
Sometimes they would nod or
say "Hi" but more often said
nothing at all.

All that seemed to change,
though, as I got older. For some
surprising reason people were
suddenly greeting me with a
warm smile when I passed
them. Their eyes seemed to
sparkle when they said, "Hello"
and many times they would
even stop to chat happily with

me for a few minutes. At first I
didn't know what to make of
this. Had the whole world sud-
denly become kinder without
telling me? Had the hearts and
souls of everyone I met sud-
denly grown more loving and
joyful for some reason?

Then one day when I was
walking alone in a store the
answer came to me. I was
thinking to myself of how much
God loved me and of all the
blessings I had been given in
this life. At that moment I
walked by a display of mirrors
and saw that I had the happiest
expression on my face. I took a
second look and was pleasantly
surprised at the smile I had on
my face.

I had been smiling without

even knowing it. Then sud-
denly I realized that I was the
one who had changed. I had
grown so much in love, joy, and
oneness with God. And it was
the light shining from my own
soul that others were reflecting
back to me. I came to realize
that if I am having a smile on
my face and looking at others
with joy in my heart, then I am
like a mirror. If I show love to
others, love will be reflected
back.

We are all mirrors in this life.
We all reflect each other's love.
We all share each other's light.
We all help each other to be-
come the image of God that we
were meant to be. I hope that
we can take a close look at
ourselves and see if we are

reflecting love and joy to those
around us. If we can do that,
then they too will be like a
mirror and reflect love and joy
back to us.

We may never know what is
going on in peoples’ lives
around us and who needs a
friendly smile or a warm hello.
So, may you always mirror
every bit of goodness, kind-
ness, and joy that you see in
this world and may your own
soul always shine bright as
well. I hope that we can make
our whole life here a reflection
of the light of Heaven and the
love of God. 

I want to say, “Thank you
God for a GREAT place to
work and may all of us show
joy to others around us.”

“We Are All Mirrors”

Radio Free Jeonju

By Prof. Nina Ricci

Scott Radford

For months now, Jeonju has
been buzzing with news about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therwise known as JIFF, which
has been held in our fair city for
the past 13 years.  The 2012 In-
ternational film Festival began on
April 26th and it will continue
until May 4th; how ever in the
opinion of most foreigners, the
hype of the festival has been in-
terrupted by the long awaited
release of the new Marvel motion
picture, The Avengers which
also was released on April 26th.

Since the release of Iron Man
in 2008, world-wide comic book
fans have been anticipating the
release of The Avengers movie.
There are a series of movies that
were made to increase the pub-
licity of this release.  It all started
with the first Iron Man, followed
by the release of the newly
adapted The Incredible Hulk in
2008.  In 2010, Marvel Studios
release the sequel Iron Man 2,
then the release of the block-
buster Thor in 2011, and finally
there lease of Captain America in
2012.  Each motion picture has
an excellent award winning cast
from Robert Downey Jr. (Iron

Man), Samuel L. Jackson (Nick
Fury), Scarlett Johansson (Black
Widow), and Chris Hemsworth
(Thor).  In each movie a story-
line unfolds on how each char-
acter received their super human
power and/or ability and in some
cases, like Thor, who was lucky
enough to be born the God of
Thunder.

According to IMDB.com, the
storyline is about Nick Fury a
director of S.H.I.E.L.D, an inter-
national peace keeping agency.
The agency is a who's who of
Marvel Super Heroes, with Iron
Man, The Incredible Hulk, Thor,
Captain America, Hawkeye and
Black Widow. When global se-
curity is threatened by Loki and
his cohorts, Nick Fury and his
team will need all their powers to
save the world from disaster. 

What makes this film a great
stand alone, is the ability to be
able to watch and enjoy it without
previously watching the individ-
ual characters movies.  “It was
the best movie I’ve seen in the
last two years, and I’ve never
seen the other films!” said a re-
cent movie goer. People fully
enjoyed the 2 hours and 30 min-
utes they spent watching this
picture.  It is no surprise that
every showing, since its release,
has been sold out by the start
time of the film.

With the successful release of
The Avengers and the highly fa-
vored opening of JIFF, it is com-
mon knowledge to know what all
the citizen have been up to lately
during their free time these pass
two weeks.  Lights, camera, ac-
tion and enjoy the movies Jeonju.

Showtime in Jeonju!

By Prof. Brandy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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