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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해소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전북지역 유일, 대학이 지닌 우수한 취·창업 인프라 활용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주

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은 우리의 기

개와 같고 가을의 아름답고 고운 형

형색색의 열매는 우리의 열정의 결

과인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능

력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영

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학생들로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

옵소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

소서. 세상을 밝힐 사랑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필코 이루도록 지혜

와 지식과 능력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

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에 비록 실패와 좌절

과 비난과 억압 등 그 모든 어려움이

불어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도 남

음이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

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청년들을 아버

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날이 더욱 창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을 펼치며 세상

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빛이 되어 어두움을 정복할 때 전능

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범식 교수(공대 기초과학과)

세상을 밝힐 사랑의 꿈
바르게 소비하고, 알뜰하게 모아요!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저축하는 습관들이기!”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일 스타
센터 온누리홀에서 전북지역 청년들의 취
업 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대가 전북에서 유일하
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창조일
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
다. 개소식에는 이호인 총장, 이상직 국회
의원,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승
수 전주시장,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테
크노파크, 도내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
이 참석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개소식은 부대 행사로 중견
기업 전문가의 취업특강과 중견기업 채용
상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중견기업을 바
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스타센터 2층에 마련된 대학창

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전
라북도, 전주시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전
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물론 민간기관
(잡코리아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 고용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로상담,
취업 및 창업컨설팅, 고용미스매치 해소,
고용정책 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게 된다. 

변주승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은 “지난
해 취업률 ‘나’군 전국 1위, 올해 창업
선도대학 최다 사업비 지원 등 우리대학이
지닌 우수한 취·창업 인프라를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에 잘 접목시켜, 전북 지
역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품학과로 승승장구하는 호텔경영학과
싱가포르 특급 호텔 22명 취업
전주대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안세길)

재학생 22명이 싱가포르 소재 세계적인
호텔에 채용되며, 높은 취업경쟁력을 나
타내 보였다. 지난 5월, 호텔경영학과에
서 주관한 “해외취업 200명 달성”기
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싱가포르 그
랜드하얏트 호텔 취업면접’에서 호텔경
영학과 재학생 20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이들은 12월 말부터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8월
에 있었던 싱가포르 콘래드 호텔과의 면

접에서 2명의 학생들이 최종 합격되어 현
지에서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 호텔경영
학과가 이뤄낸 국내 유명 특1급 호텔과
해외호텔 취업에서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호텔경영학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특
성화된 명품학과로서 거듭나고 있다. 특
히 해외취업 분야에서 싱가포르 내 유명
체인 호텔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해
외 호텔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누적인

원이 이미 2015년 10월 현재 230명에
이르는 등 전국의 동일 학과들 중에서 단
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학과장인 안세
길 교수는 “저희 학과에서는 앞으로도
해외 취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국내 호
텔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
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시범단,한·러 수교25주년 문화행사 참가(관련기사 4면)

중간고사 기간 단과대학별 간식이벤트(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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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추청임부장(산학협력단) 아들 10/17(토) 오후 5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
박인균실장(대학원) 아들 10/17(토) 오후12:10 N타워 컨벤션 
고 우민섭교수(한국어문학과) 장남 10/17(토) 오후 3시 더 바인웨딩홀(서초)
김대영교수(영어교육과) 10/17(토) 오후 1시 메종드비(서울 강남)

장 례: 전용석단장(산학협력단) 빙모 10/9(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명식 교수(상담심리학과) 부친 10/16(금)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현교수(대체의학전공) 빙부 10/19(월) 경기도 화성시 효원 CTS 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전주대 출신 레슬링 선수 김지훈
(체육학부08학번)이 2015경북문
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김지훈은 10일 문
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레슬
링 그레코로만형 66㎏급에서 리투
아니아의 크리스투파스 스레이바
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여, 아르메
니아의 카렌 아슬라니얀을 6:0으
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김지

훈은 16강전에서 2012년 런던올
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이란
의 오미드 노루지에게 테크니컬 폴
승을 거두는 등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김지훈은 2012년도 체육
학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전국체
육대회’등 각종대회에서 메달을
석권한 바 있다.

레슬링 정상에 오르다
전주대 출신 김지훈 세계군인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전국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회
(이하 전보련) 학술세미나에서 금
융보험학과(은종성학과장) ‘상록
수’팀(발표자 13학번 김종호)이

“드론(Drone)의 출현과 보험의 역
할” 이라는 주제로 신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대
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8일 대구대
학교 성산홀(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제20회 전보련 학술세미나’에는
12개 대학(경남대· 대구대· 동
서대· 동의대· 목원대· 목포
대· 상명대· 서원대· 순천향
대· 전주대· 협성대· 홍익대)
보험관련학과 학생과 교수 그리고
업계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가
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9월 금융보
험학과(은종성학과장) 10학번 고
강필, 고강열, 14학번 전하영, 장
유경학생이 제24회 CKLU 시험에
합격하였다. CKLU는 생명보험협
회에서 시행하는 언더라이터(보험
심사자) 자격시험으로서 합격자에
게는 보험관련 기관이나 보험회사
등 취업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
이하는 ‘상록수’팀 발표자 김종

호와의 인터뷰이다. 

‘드론’은 무엇인가?
A. 먼저 드론(Drone)은 무인항공

비행기를 말한다. 1박2일이나 TV
에서 야외 촬영시 요즘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인항공
비행기’이다. 신개발사업 중 하나
인 드론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은
이미 오래이나, 국내에서도 현재
보급이 많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드론에 관련된 ‘보험’상품은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한국에
서는 상품개발과 약관이 부족한 상
태이다. 우리팀은 이번에 학술대회
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연구논문을 제
출하였다. 

‘드론’에도 보험이 필요한가?
A. 이 사업에서 드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외국은 이미 ‘드론’에 대
한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이 등장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계자체에 대한 보험,
즉 기업보험으로만 존재한다. 기계
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 정도로 보
험상품이 존재할 뿐이다. 일본과
미국은 기계자체와 소유자의 보험
까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해외사
례를 연구하여 한국에서 드론에 대
한 보험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드론(Drone)의 출현과 보험의 역할’
학술세미나에서 금융보험학과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인 타스(이희성 대표)
와 졸업기업인 ㈜엠닉스(박진
춘 대표)가 10월 5일 전주대에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진행된 전달식
에는 타스가 500만원, ㈜엠닉

스가 100
만원을 기부
했으며, 이
호인 총장,
백상용 창업
지원단장과
김진수 창업
보육센터장
이 함께 했
다. 타스의
이희성 대표

는 “창업할 때부터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겠
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업이
전주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만
큼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주대학

교 창업사관학교(2기) 졸업생
이며, 올해 창업보육센터에 입
주해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엠닉스 박진춘 대표는 “처음
두 명이서 시작한 사업이 현재
매출이 약 10~20억 정도가 될
만큼 성장했다 제가 학교 동문
이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
아 앞으로 전주대학교 졸업생
채용에 힘쓰면서 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요즘 기업의 경영환경이 힘들
고 어려운데 이렇게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란
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와 전북
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5일
전주대 본관에서 이호인 총장과
유동주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
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
생들의 원활한 병역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
기로 했다. 이호인 총장은 “양 기
관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

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학생들에
게 질 높은 병역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유
동주 청장 또한 “현재 징병검사
대상의 70%가 대학생”이라며,

“대학생이 병무청의 주고객인만
큼 찾아가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해, 병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며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
겠다”고 말했다.

타스,㈜엠닉스 대학 발전 도움 기원… 대학발전기금 전달

수준 높은 병역 서비스 제공할 것
전북지방병무청과 ‘관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가 명사초청특강
으로 10월 6일 오후 1시 스타
센터 온누리홀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를 초청해 ‘건강촉
진과 질병 통제 관점에서의 비
타민 C의 새로운 학술적 이해’
란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
왕재 교수는 ‘기업가정신과 벤
처창업’이라는 창업 강좌의 강
사로 초청되어 250여명의 학
생들에게 강연을 펼쳤다. 비타
민 C 박사로도 유명한 이왕재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

직 중에 있으며, 현재 월간 '건
강과 생명' 발행인, 첨단의료복
합단지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명의 파수
꾼, 비타민C가 있다>, <비타민
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
비타민C 박사의 생명이야기>,
<과학과 신앙>(공저), <건강에
비결이 있을까?>(공저), <스트
레스는 없다>(공저), <음악이 건
강에 미치는 영향>(공저) 등이
있다.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정
호연 교수(창업교육센터장)는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
CEO나 성공 벤처기업인을 초
청해 그들의 성공과정과 역경극
복과정 및 경영 노하우에 대한
생생한 현장경험과 실전 지혜를
배워 미래 창업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
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과목을 통해 매주
TV 에서나 봤던 명사들을 초청
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도전정
신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인 초청으로 기업가정신 양성

건축학과 강대호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15년 건축의 날’행사에서 건
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이 행사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
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건축가협회)이 주최하고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

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강대호 교수는 생태 건축과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에 관련된 연구와 실무
적인 적용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방법론 수립에 공헌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실무
건축가로서, 우리지역에서
지역적 정체성이 강한 건축

설계 작품을 발표해 오고 있다. 다음은 강대호 교수와
의 인터뷰이다.

‘생태건축과 패시브 디자인’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A. 생태 건축과 패시브란 ‘자연건축’이다. 건축을 자

연의 하나로 보는 사상이며, ‘환경친화’, ‘생태건축’,
‘자연건축’의 철학과 컨셉을 갖고 설계하는 것이다. 최
근에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도 관련하여, 자연에너지
활용에도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 나라는 현재 한참 진
행중인 내용이지만, 실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태건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제로 건축물이 설계
되고 있다. 독일에서 유학시절 연구했던 접근방법을 한

국에 적용하면서 생태건축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설계하게 된 것이다. 후학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교수로
서 이번에 실제 적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설계함으
로써 건축에 관련된 3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수행한
것이 좋은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소감 부탁합니다.
A.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도 이러한 건축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하고 설계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영광이고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님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건축학과 졸업생들
은 현장설계에서도 많은 당선작들을 발표하고 있어, 재
학생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현상공모전에
서 1등을 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진지
하고 성실하게 관련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생태건축과 패시브 디자인 인정받아 
건축문화발전 기여공로로 장관상 수상

농생명환경연구센터 학교기업 지원사업선정
참여학과 2년간 3억4천만원 지원받아
전주대학교&EM연구개발단

(단장 최용욱) 산하 학교기업 농
생명환경연구센터가 교육부에
서 후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
원(KIAT)에서 주관한 2015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성장형 부
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생
명환경연구센터에서는 농산물
안전성검사,먹는 물 수질검사
및 토양 오염도 검사 등 연간 1

만5천여 건의 검사업무를 수행
해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연 15여억 원
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농
생명환경연구센터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에 걸쳐 연간 1억
7천만 원씩 총 3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학교기업
참여학과인 환경보건학과, 토
목환경공학과 및 나노신소재공

학과 재학생들은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 창업 활동 및 장학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한
2017년까지 수질대행 검사기
관을 확충하고, 향후 식품검사
기관까지 확충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기관 내에서 다섯 가
지를 검사할 수 있는 One-
Stop System 검사기관으로 성
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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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주는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지난 2일 ‘선너머종합사회복지
관’에서 e-복지관 아동청소년팀
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4회기‘잘
쓰면 약, 못쓰면 독’을 진행하였
다. ‘잘 쓰면 약, 못쓰면 독’은 약
물의 오남용과 약의 올바른 사용법
및 복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
생활에서 적절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동청소년팀
은 지난 9월부터 전주 ‘선너머종
합사회복지관’에서 19명의 아동
을 대상으로 5대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대 의무안전교육
‘위기탈출 넘버원’은 아동이 스
스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안전
지식을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
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
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교
육을 통해 위험상황을 이해하고, 대
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습득하여 위험상황을 최소화하고
자 한다.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김
다정 사회복지사는“우리 복지관
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주제
를 명확히 잡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교육해줘서 고맙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원이 많
아서 멘티-멘토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복지팀에서는 전주 효
사랑 가족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을 대상으로 ‘뽀득 뽀득 나만의
비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프로그램을 통

해 부정적 감정의 감소와 긍정적
인 감정의 증진을 통한 심리적 안
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집단 미술프로그램을 통
하여 어르신들의 자아존중감을 향
상 시키고 현재의 우울감에서 벗
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효사랑 가족 요양
원 이희정 선생은 “병원에서 이
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줘
서 좋고 무료한 병원에서 활기차
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
고 말했다. 의료복지팀은 어르신
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
겠다.” 라고 전했다. 

e-복지관 아동청소년 및 노인대상 교육진행
안전교육과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삶의 질 높이기

전주대 박물관(관장 홍성덕)에
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
아 2015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교육프
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전주은화
학교를 포함 군산지곡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과 전주온고
을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진행해왔다. 교육프로그
램 중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꾸미
는 ‘민화부채 만들기 체험’은
민화를 통한 인문학 강의와 민화
부채를 직접 꾸미는 것이다. 박물
관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민화부
채 만들기’,‘박물관 발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학을 홍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이달
말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재 조사’는 지난 달 왕궁
천 하천 정비 사업 문화재 지표조
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대학 학생
들은 보조원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220-2159로 문의 바란다.

다양한 문화 교육의 산실“박물관”

국제교육교류원에서는 동계
방학기간 중 해외 주요 자매대
학과 연계한 단기 어학연수 프
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
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 설명회는 28일(수)
오후 6시에 스타센터 온누리
홀에서 진행된다.

해외 자매대학 단기연수 파견 모집

12월 18일(금)까지 스타센
터 306호에서 글쓰기 클리닉
신청을 방문접수로 받는다. 상
담은 10월 5일(월)에서 12월
31일(목)까지 열리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리포트 및 논

문, 예술문(시, 수필, 희곡, 시
나리오 등), 기획서 및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기타가 있다.
필요한 사항은 기초융합교육
원R/W정 보 교 육 부 (220-
2603)로 문의 바란다.

「글쓰기 클리닉」운영

10월 26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가족장학금(전
형제장학금)신청이 진행된다.
가족장학금은 수업료의 40%

가 12월 2(화)전후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학생지원실
(220-2167)로 문의 바란다.

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사회봉사센터에서는 30일
(금)까지 2015년도 해외 봉
사단 모집을 실시한다. 방글라
데시, 캄보디아, 몽골의 세 국

가 중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
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
거나 사회봉사센터(220-
4708~4710)로 문의 바란다.

동계 해외봉사단 선발

교내 단신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우들의 학업을 격
려하기 위해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12일(월) 문화산업예술체
육대학(학생회장 정현석)은 순영관, 예술
관, 공학관 6층에서 점심12시부터 이벤
트를 진행했다. 부학생회장 정유진(스마
트정보시스템)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
여로 진행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14일(수)에는 경영대(학생회장 이정훈)에
서 오후 12시부터 ‘김승곤이 쏜다’는
제목으로 간식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경
영대학 학장 김승곤교수의 이름으로 학생
들에게 중간고사 힘내라고 주는 간식의 의
미라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사범대학(학

생회장 황용준)에서도 점심 간식 200인
분을 준비하였고, 15일(목)에는 100인분
을 준비하여‘찾아가는 야식이벤트’를
진행했다.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학우들
에게는 컵라면을 한 개씩 선물하였다. 한
편 의과학대학(학생회장 한동균)에서는
15일(목) 오후 6시에 천잠관 로비에서 선
착순 300명에게 학생회가 손수 만든 주
먹밥과 음료를 나눠주어 감동을 주는 이
벤트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공과대(학생
회장 강용희)에서는 19일(월) 오후 12시,
20일(화) 저녁 8시에 간식 이벤트를 진행
했다. 사회과학대(학생회장 송원영)에서
는 19일(월), 20일(화) 오후 9시부터 평

화관 1층 로비에서 김밥과 주스를 나눠주
었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SNS를 통한
야식이벤트를 진행했는데,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는 오후 9시까지 카카오톡
에 사진과 사연을 기재하면 학생회가 직
접 배달 가는 야식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학생회도 조력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우들
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전했고,
부학생회장 양은진(경찰행정)은 학우들에
게 “요즘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 챙겨서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성적
잘 나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학우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학생회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요즘 교내 곳곳에서 신문구독과 신문
방송국 이벤트를 위해 학생기자들이 분
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주대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신
문구독을 권장하기 위해 이른 아침 등
교 시간에 맞춰 길거리 배포를 진행하
고 있다. 또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거르며 신문을 전
달하고 있다. 또한 신문사 홈페이지
(news.jj.ac.kr)와 함께 Facebook 계정
(www.facebook.com/jj.news.broadc

asting)을개설하고, 교내뿐 아니라 대
외적으로도 온라인으로 학교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14일
(수)에는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
를 활성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좋아
요 누르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학생
회관과 교수연구동1층에서 진행한 이
번 이벤트는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좋아요’버튼을 누르고, 작은 선물
을 받아가는 행사였다. 앞으로 몇 차
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이벤트를

통해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주대 신문방송국
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홍보에
더욱 많이 참여하여 학교를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적
극 동참을 부탁한다.           - 편집부

학교 사랑, 신문 사랑
‘Facebook 좋아요’통한 네트워크 적극동참바람

안녕, 제인아
오늘 뭐해?

나 알바하러가

왜? 집에서
용돈 안 주셔? 아니, 주시는데

저축하려고

알바비 저축 끝!
아이 뿌듯해~

예?!
그럴리가요!!

10년 후 
흑자인생 사는

제인

19만원입니다

호호
저축한 보람이 

있네

군밤 사세요~
맛있는 군밤~

으.. 미리
저축좀해놓을 걸..

한편...
제호는 적자인생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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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 8월에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
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다 보니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외국인들
이 찾아옵니다. 이 기간에 아일랜드나 중
국, 폴란드, 러시아 등 많은 외국인들이 찾
아 왔습니다. 여러 외국 사범님들과 교류
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러시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세계태권도
한마당이라는 큰 대회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바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42개의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TV도
방영되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대회
입니다. 총63개국이 찾아오는 대규모 대
회여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저희 전
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전공에서
1팀당 10명씩 3팀이 경기에 참가해 단체
전에선 동메달과 장려상을 수상하고 여학
생 개인전에서 격파 종목 1위를 차지하고
다른 종목에서도 2등과 3등을 차지했습
니다.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을 보면 1등과
꼴등의 실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모두
중상위권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결실도 많이
얻었고 여러모로 많이 바빴습니다.

Q. 전주대학교 태권도의 위상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을 아시는 분
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주대학교 학생
들이 올리는 것을 보시는데 학생들이 직접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리고 이번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같은 경
우는 실적을 올리면 바로 검증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번 8월에 있었
던 중국 파견도 다 무료로 갔다 왔습니다.
이번 러시아도 수교 개념으로 갔지만 다른
면에서는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저희 학교
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보고 직접
초청하셔서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저는 이러한 팀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러시아 국립체육대학교와 MOU 체
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 부
탁드립니다.

MOU는 학교 협약이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에 국립체육대학교가 12곳이 있는
데 그중 모스크바에 한 곳이 있습니다.
1918년도에 개교를 한 팀이고, 러시아
국가대표 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팀들이 한국에 전지훈련을 오면
주로 전북지역 권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
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러시아 선교사
님과 친분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통해 러시
아 국가대표팀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운동을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체육에선 저희보다 앞서 있고 체계적으로
잘 형성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태권도를 더 전파하고 선교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학교 교류도 하며
해외에 나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러
시아의 학비가 싸고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
도 러시아에서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도장 내에 한국인 학생들이 별
로 많지 않아서 이번 MOU를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올 겨울
에는 할렐루야시범단과, 할렐루야선교협
회와 같이 러시아에 가서 MOU를 또 다시
맺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Q. 전주대학교가 러시아 국립체육대학
교와 협약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인
가요?

러시아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
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되고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무도 종목이지만 태권도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체육입니다. 러시
아는 이 체육이 선진화 되어있고 국립이
라 학비도 싸서 러시아에 가서 체육에 대
해 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쪽
학생들은 태권도를 더 배우기 위해 저희
학생들과 교류하기 편할 것이라고 봅니
다. 유일하게 태권도 학과가 모스크바 국
립체육대학에 있습니다. 여름 하계유니버
시아드대회 때 러시아 학과장님과 “교류
를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는 체육을 배우고 러시아 학생들은 태권
도를 배우자는 취지에서 교류를 잘 맺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름과 겨울에 전
지훈련을 저희 쪽으로 오고 저희 3,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으로 러시
아로 가서 현장체험학습 과정을 하며 학
점 이수를 하고 대학원도 이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MOU 체결을 통한 앞으로의 전주
대학교 태권도의 향방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가 많이 대중화
되어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태권도
와 사범님이라는 존재가 많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
은 모두가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받기에는 많이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래
서 우리나라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미개
척 된 시장들을 많이 있는 해외로 나가서
자신들의 기술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든 외교
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도 생기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취업에도 도움이 됩니
다. 현재 중국과 미국에도 현장실습을 통
해 취업을 목표로 하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체결이 러시아에도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러시아 학생들이 MOU를 통해 전주
대에 오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아직까진 러시아 학생이 오지는 않았지
만 오게 된다면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
업과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은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
학원을 다니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하며 실기도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어 4급을 취득하여야 만이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로 인해 전주대학교가 얻게 될 유
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K-POP이나
패션, 아이티, 경영, 그리고 공연 같은 부
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

습니다. 이에 관련한 학과들이 서로 연결
되어 저희 학과를 통해 다른 학과들도 교
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
대학교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주로 생활체
육이나 운동처방학과에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라 봅니다.

Q. 러시아 국립 체육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MOU를 맺게 되면 주로 3년으로 기간을
잡습니다. 그 쪽에서는 저희가 선진종목의
학과이고, 태권도 종목이 겨루기, 품새, 시
범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품새가 아시아
종목이나 장애인 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되
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벤치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을 방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번 체
결의 기간도 길게 잡지 않았나 생각 됩니
다. 

Q. 러시아 국립체육대학교에 지원 자
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전주대학교에서 2년 동안
4학기를 수료하고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
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점이수, 실기체험,
세미나를 같이하며 태권도의 새로운 기술
이 나오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입니
다. 만약 러시아 쪽의 태권도 학생이오면
우리학교에서 활동을 하지만 주로 학교 주
변의 도장을 다니며 현장 실습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수교 기념행사를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수교 같은 경우는 외교부와 대사관
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소개로 간 것이 아니라 전주대학교 경기지
도학과가 지정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주대학
교 태권도학과가 잘한다는 입소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
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

도 전공 학생들이 매주 금, 토요일 전주 한
옥마을에서 오후 1시에 태권도 시범을 하
는데 전주대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행사에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후기>
이숙경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동안

교수님이 학교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
는지 알 수 있었다.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
유능한 헬렌켈러가 나왔던 것처럼 이숙경
교수님을 통해 전주대학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들이 나올 거라 확신
한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전주대 경기
지도학과 태권도 전공 학생들에게 전주대
학우를 대표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_취재: 이명재, 유찬욱학생기자

“러시아에 태극기를 흔들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스포츠 강국 러시아와 MOU체결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시범단이 지난달 27일 모스크바 국제음악당에서 한국과 러시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주최로 열린 23주년 기념공연 행사에 참가하여 러시아에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왔다. 그 뿐 아니라 전주대학교 경기
지도학과(태권도전공)는 러시아 국립체육대학교와 MOU 체결이 됨으로 인해 태권도 3대 영역(겨루기, 품새, 시범)의 기술교류 및 양교 간 다
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기대되는 경기지도학과 이숙경 교수님을 만나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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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모양이건 함께 살아
야 하는 공동체적 이해를 갖고 있
는 존재임에 분명하다. 공동체(共
同體,Community)란, 사람들이 모
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그 조직을 일컫는다. 단순한 결속
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이다. 공동체
는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
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
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
용으로 하며,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문학비평용어사
전,2006.1.30.국학자료원)

그 공동체의 향방과 안정여부는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이 필요
한 공동체의 기본적 조건에 대한
시각을 나에게 적용하느냐? 혹은,
남에게 적용하느냐? 에 따라서 결
정되는 것이다. 

전주대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으며 힘차게 급상승중
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전주대
의 내용과 실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 그것은 바로 전주대 모든 구성
원들이 공동체의 기본적 조건에 대
한 시각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자신
의 희생과 양보를 기본으로 진행하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큰 공
동체 속의 작은 공동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때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 또한 건강한 공동체
의 징표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뜻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힘을 집중하
는 건강함도 갖춘다면 그야말로 금
상첨화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 상
생해야 할 대상이지 싸움과 투쟁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쟁과 갈등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바라본 기자의
시각으로 저술한 ‘적과 함께 사는
법(김지방/2013/이야기나무)’이
란 책에서도 ‘적과 함께 사는 법
은 없다.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하
고 공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
다.’란 것이 궁극의 결론이다.
‘적’을 향해서도 공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만
큼 공동체에서 공존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을
잊지 말자.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
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공동체란
것을.
‘함께 사는 법’에 대한 발전적

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전체 공동
체의 유익을 위해 싸움과 투쟁이란
파괴적 접근이 아닌 격려와 위로의
생산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함께 사는 법

사  설

동전세닢의 “딸깍” 

스타도서관 층계에서 따뜻한  자판기 커
피를 마주하는 아침... 이곳을 오르내리며
지냈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만추의 캠퍼
스에서 가을 나무와 함께 되돌아 본다. 한
여름 그 푸르름을 뽐냈던 강인했던 캠퍼
스의 수목들도 어느새 다가온 가을에 뒷
자태를 내보인다. 청명한 하늘을 뒤덮은
새털구름 그 아래엔 ‘무제’란 제목의 그
림들이 펼쳐져 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
의 추수거리들, 다홍빛으로 주렁주렁 불을

밝힌 감나무의 홍시, 아침 이슬이 촘촘히
박힌 갈색 강아지풀과 억새풀밭... 
이렇듯 가을은 봄과 여름에서 겨울로 이
어나가는 과정이며 겨울을 준비하는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 다시 반복될 또 다른 멋
진 사계절을 준비하는 현재는 곧 시작이
자 과정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나의 현주
소도 과거의 또 다른 시작의 연속들이 있
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멈추고 안주하
는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다. 끊임없이 꿈
을 위해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 용기가 필요하다.  설사 그 결과가 원하
는 만큼 이뤄지지 않을 지라도. 노력은 이
미 그 자체로 아름답다. 열정을 다하는 순
간순간이 그리고 하루하루가 당장은 힘들
어 보일지라도. 결국 결과는 어떠한 형태
로든 주어지는 위대한 진화의 과정이 아
닌가? 
필자는 10년 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본격
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대학원, 박
사과정 또다시 야간대학을 다니며 꿈을 위
해 노력한 것이 나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
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9년 전 우리 가족
은 집을 전주대학교 인근으로 옮겼다. 위
대한 나의 도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
는 지척에 있는 전주대학교에 자연스레 공
부를 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 이곳에서 함께한 개
인적인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있다. 본관
주위의 철쭉과 벚꽃은 봄의 화사함을 느
끼기에 충분했고 여름 분수는 보는 것만
으로도 시원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날에도 크리스마스트리 사이를 지나 스타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렸던 지난 수년간의
꿈을 향한 도전의 시간이 지금에 와서 생
각해보니 필연이었던 것 같다.  
자주 학교를 드나드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이방인에서 한 가족이 된 듯한 느낌
을 개인적으로 갖던 중 전주대학교 보건
관리학과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 모
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
고 현재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
는 노력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일 것
이다. 현재에 만족하려는 안일함을 극복하
고 긍정적인 자세로 목표를 향해 즐겁게
노력한다면 매일 매일의 성취가 모여 분
명 누구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올 가을은 나에겐 특별하다. 한여름 강인
한 햇살을 받고 영글어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풍성하고 감사하다.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캠퍼
스의 가을 나무들을 바라본다. 어느새 알
록달록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은 곧 더 추
워지면 낙엽이 될 테고 낙엽이 있었던 나
무의 그 자리엔 내년 새로운 새싹이 설렘
으로 돋아날 것이다. 아마도 그 새싹의 설
렘이 지금 나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을 거
라고 확신한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넓어서가 아니라 맑아서라고 하지 않
았던가? 그 맑은 호수의 마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 전주대학교와 함께 조
용히 성장해보길 기대해 본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디데이’
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생사를 넘
나드는 급한 환자는 의사로서 바로 진료
하고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

기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에는 90%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뿐입니다. 이쌤 말
대로 바로 진료하고 수술하면 우리 병원
은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검사를 먼
저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경
영할 힘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정말 고
민되는 상황이다.

의사로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치
료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병원의
전기료, 수술 장비, 의료기구, 병실의 세팅
등은 병원을 잘 경영하고 운영해야만 지
원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병원이라
는 집단을 생각하면 CT나 MRI라는 검사
를 통해 병원의 운영비도 받고, 천천히 진
료를 해나가야만 하지만, 의사로서는 급한
환자를 무리하게 검사를 받게 하여 그 단
시간동안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할 수 없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살다보면 개인과 집
단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현
명한 선택이라고 답을 내릴 수도 없다. 하
지만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내리는
선택은 편협한 길로 내몰 뿐이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배워오고 그렇게 성장한
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해서 한 자리에 서
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지식을 공
유하고 그러다가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고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상
황이 오는 것이다.

어느 고령화 마을에 Z라는 20살의 건
장한 청년이 사는데, 이 청년의 장기를 노
인들에게 이식을 하면 노인들이 더오래 살
수 있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생명연장의 꿈을 위해
Z청년의 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Z청년의 목숨 또한 소중하기에
이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개인과 사회의 이
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교수칼럼
가을!!! 또 다른 시작 

정지나 교수
(보건관리학과)

개인 VS 사회, 당신의 선택은?
희망칼럼

소하윤
(일본언어문화전공 1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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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장로교 파송 선교사 7인의 선발대 중 여성선교
사가 리니 데이비스, 마티 테이트, 펫시 볼링, 메리 레이
번 등 4명이다. 처음 전주에 발을 디딘 이들 여선교사들
은 남자 선교사들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
교활동은 하지 못했다. 그것은 능력이 없다거나 활동적
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당시 여성은 상대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남자선교사들은 거의 목사 신분으로서 각처로 다
니며 학습·세례 등 집례 할 수 있는데 반해 여성 선교
사들은 그럴 신분적 위치가 아니어서 다양한 활동이 어
려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선교사들은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조용히 한국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리
고 특히 여성의 섬세한 장점을 살려 어린이들과 부녀자
들과 가까워 졌다. 또한 남자선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하
는 안방과 부엌에 들어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선교효과를 가져왔다. 

‘7인의 선발대’중 한국에 맨 처음 도착한(1892년
10월 18일) 리니 데이비스와 몇일 후 도착한(1892년
11월 3일) 마티 테이트는 전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서
울에서 부인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바 있다. 이 무렵 테이트, 전킨, 레이놀즈 등 남자 선교
사들은 주로 지방 답사를 다녔다.

특히 데이비스는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로 들어와 처
음 얼마동안 의료선교사 알렌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서
대문 근처의 미션 회관으로 숙소를 옮기고 동네 어린이
들과 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낮에는 가
정을 심방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과 노래
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마티 테이트와 함께
전도한 숫자는 1년간 무려 1,885명이나 된다. 

이 후 마티 테이트는 오빠인 테이트(서문교회 설립자)
와 함께 전주로 내려와 전주선교부 상임 선교사로 활동
하였고 리니 데이비스는 1896년에 군산교회에 부녀 성
도들의 수가 늘어나자 선교지를 군산으로 옮겼다. 그녀
는 그곳에서도 역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선

교활동을 하였고 1898년에는 전주에서 활동하던 해리
슨 선교사와 결혼함과 동시에 전주로 와서 활동하였다. 

리니 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전킨의 부인 메리 레이번,
마티 테이트, 마티 잉골드, 캐슬러, 애나벨 니스벳, 랜
킨, 맥커첸 부인 조세핀, 등 여선교사들의 활약도 대단
하였다. 

의료선교사로 전주에 온 잉골드는 환자 치료 외에도
송년 마지막 밤에 여성 노래교실을 열고 음악의 기초를
가르쳤다. 잉골드는‘여성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잉골드는 1897년도 겨
울부터 일요일 오후에 여성 노래 교실을 열었다. 노래
교실은 여성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더불어 시
작한 것이다. 이 노래교실은 처음엔 몇 명의 여인들로
시작하였고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매
주 일요일 밤마다 모였다.

그리고 잉골드는 여자로서 의사이면서 선교사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병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 틈틈이 이들
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때는 교과목에 의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가정상담 또는 여자로서 겪는 개인적인 고민들
에 대한 조언 등이었다. 잉골드는 마티 테이트와 함께 1
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 기간으로 마티 테이트
의 거실에서 여성반을 운영하였다. 여성반 등록자는 28
명이었고 평균 출석율은 18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읽
기가 가능하였다. 잉골드와 마티 테이트는 아침마다 경
건의 시간을 번갈아가며 인도하였고 경건의 시간에 이
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잉골드는 생리학과 위생학 그리
고 예수의 비유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두 반을 운영하였
고, 마티 테이트도 역시 두 수업을 운영하였는데, 한 수
업에서는 영국시인 아르놀드의 개설서를 교재로 하여
예수의 삶을 가르쳤고, 또 한 수업은 구약성서 역사였
다.

이와 같이 여선교사들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성교육
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여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마을을 순방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조지
톰슨 브라운의『한국선교 이야기 Mission to Korea』
에 전주 지역의 여성 복음 전도자의 활동을 자세히 기술
하였다. 이 여성전도자는 7인의 선발대 일원인 마티 테
이트로 추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그녀의 활동은 모든
지역을 통틀어 전형적이고 본받을 만한 사역이었다. 그
녀의 순회전도는 안수 받은 목사들처럼 광범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군데 시골 교회를 집중해서 방문하여 4,
5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 

순회전도를 위해서 음식물, 침낭 등 준비물도 만만찮
았다. 전도지역 마을에 도착하면 사전에 연락하여 마련
된 집에 짐을 풀고 그 다음날 오전에 2개 여성반을 만들

고 초급반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가르쳤
다. 좀 더 수준 높은 반에서는 예수의 일생 또는 창세기
의 첫 부분을 가르쳤다. 오전 공부가 끝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여선교사의 노력으로 선
교의 효과는 배가되었다.

여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전북지역 여성 지도자 양성
에도 한 몫 하였다. 마로덕 선교사는 그의 보고서에서
금산지역의 한국 여성전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한 달 전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
하시기 시작하였는데, 교회에 큰 활력이 됩니다. 여자
전도사님은 제가 세운 두 교회를 왕래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두 교회에는 특히 여자 성
도들이 많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님의 역할
이 더 컸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할아버지가 사랑방을 내주어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녀가 모여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내쫓겠다
고 하며 모임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전도사는 포기하
지 않고 여성 참석자들과 지속적으로 말씀 공부를 한 결
과 지금은 25명으로 늘어났으며, 곧 교회가 세워질 것
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복음 전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가 드문 급
성장이었는데, 이는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비례한
다. 지금까지 소개한 선교사들 외에도 마로덕 선교사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이들은 보이열(Boyer), 강운림
(Clark) 등이 있으며, 심득민(Smith), 조요섭(Hopper),
보요한(Folta)선교사 등은 해방 후부터 80년대 까지 전
북지역에서 사역하며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이어갔
다.  

이리하여 전북은 이지방의 모교회인 서문교회를 비롯
하여 각 지역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수없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장이 되었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28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여선교사들의 복음전도
호남에 온 여선교사들은 여학교를 세우고 어린여학생들을 위한 정규교육에 힘쓴 것 외에도 부녀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 즉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었다. 

▲ 리니 데이비스 ▲ 마티 테이트▲ 케슬러(완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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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강효진 

Q1. 영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딸이 성폭행을 당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학교

로 찾아가 가해자 학생에게 사과를 구하고 응징했던 장면이 가
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과거 주인공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돌
아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돈 중심이 아닌 사람 중
심이 된 변호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월향

주인공이 떠나기 전 마지막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다양하게 재밌는 장면들
속에서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짠한 부분이었다. -잇몸미인

이연우(엄정화)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여서 딸을 변호하면서 열성을 다해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훈제훈

Q2. 이 영화가 당신에게는 어떤 영화였는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영화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타인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이 아니라고 대충 사는 것을 보고서 현재 주어진 상황
이 힘들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월향

이기적인 변호사로 살아오다가 한 가정의 엄마가 되면서 행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나
에게 엄마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다. -잇몸미인

가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다. 영화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하나 같이
범상치 않았고, 그 스토리마다 배우들의 세심한 감정연기를 통해서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며
많이 공감되었기에 나의 가족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 -제훈제훈

Q3. 주위에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권위를 악용하여 약자를 괴롭히고, 자만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영화를 추천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말해주는 영화이기 때문
이다. -월향

가끔씩 엄마라는 존재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잇몸미인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물론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타지에서 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멀리 떨어져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보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훈제훈

_ 취재 : 박주경기자

<영화만평>

‘온·다라’인문주간이 이번 21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일대에
서 행사를 진행한다.‘온·다라인문학’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
월까지 3년 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주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와 전주시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이다. 다음
은‘온·다라인문학’연구책임자인 김승종교수(한국어문학과)와의 인터
뷰이다. 

매년 진행되는‘온·다라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A. 이 사업은 단순히 인문강좌나 인문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인문자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연구한
후, 연구 성과(인문학적 가치와 정신)를 지역사회에 보급·확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주제는 무엇이며, 전주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A. 이번 인문주간 행사 주제는‘인문학,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인

문학은 당장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인문학적 가치와 정신으
로 마음과 정신을 비옥하게 하여 미래에 풍성한 결실을 만든다. 전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호남 지역의 수부로서 행정과 경제
의 중심지이고, 풍부한 물산과 물류 유통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
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문화와 자존감 및 드높은 기상과 진보적인 정신
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조선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끝까지 보존
하고, 정여립의 대동사상,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같이 혁신 정신을 드높인
품격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일찍부터 ‘완판본’과‘한지’를 통해 지
식·정보사회의 선두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소리문화, 서화, 음식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문화특별시’로서 자리매김해 온 전주의 자랑스런 전
통을‘온·다라인문학’이 앞장서서 이어나갈 것이다. 본격적으로 오늘
부터 열리는 인문주간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바란다.

<인문 주간 일정>
10/21(수) 오후4시 개막식 및 축하공연(전주대 교수연구동)
27(화) 오후2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디딤돌’(전주교도소)
28(수) 오후2시 ‘꿈과 용서’를 위한 노인병원 방문 예술치료(전주늘

사랑요양병원)
29(목) 오전8시 공직자의 미래상 확립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전주시

청)
29(목) 오후2시 전주의 금석문을 찾아서(전주시 일대/다가공원 집결)
30(금) 오후7시 시 낭송회, 음악공연 및 자작시 해설(전주대 교수연구

동 801호 세미나실)
31(토) 오전9:30 전주 성곽과 4대문의 흔적을 찾아서(전주시 일대/다

가공원 집결)
11/1(일) 오후2시 전주인의 삶, 전주의 미래 토론회(최명희문학관 강

당)
오후5시 폐막식공연(최명희문학관 강당)

김승종 교수(한국어문학과) 

‘전주,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
‘온·다라’인문주간 개막

프랑스) Success is often achieved by those who don't know that failure is in-
evitable.
성공은 종종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달성된다. -가브리엘(코코) 샤넬
아르헨티나) We cannot be sure of having something to live for unless we are
willing to die for it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체 게바라

그리스) He is richest who is content with the least.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영국) In this life he laughs longest who laughs last.
이 인생에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다. -존 메이스필드
미국) Life isn't fair. It's just fairer than death, that's all.
삶은 공평하지 않다. 다만 죽음보다는 공평할 뿐이다. -윌리엄 골드먼

정리 : 박영은 기자

세계의 명언 -세계인의 감성을 담은 명언을 통해 각 나라의 가치관을 엿본다.

1.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2위에 자리한 박성현, 청
야니를 1차타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한 선수는?
2. 10월 29일에 개봉하는 세월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3. 4년간 100권의 서양인문고전을 읽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미국의 대학교는? 

(8-9면 참조)
4. 좋은 친구(親舊)와 사귀면 자연(自然)히 그 아름다운 덕에 감화(感化)됨을 이르는 말은?
5. 오전9시 신문사 페이스북에 공지됩니다.
6.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태권도전공)와 mou 체결한 러시아 대학의 이름은? (4면 참조)
7. 영화‘미쓰 와이프’에서 여주인공의 이름은? (7면 참조)
8. 오전9시 신문사 페이스북에 공지됩니다.
9.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열리는 문화축제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이태원의 외국 문화를 결합
하고, 이태원 지역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8년 처음 개최된 이 축제의 이름은?
10.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1차 OOOO상봉이 진행된다. <842호 정답자>

1.황윤택(보험학과)    4.최도학(역사문화콘텐츠)
2.이미숙(간호학과)    5.김자영(중등특수교육과)
3.윤영은(보건관리학과)

※지난 호 6번 문제에서‘세자의 시호’를‘세자의 이름’으로 표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5, 8번은 문제는 21일 수요일 오전9시 신문사 페이스북에 공지됩니다.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선착순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ysrest@jj.ac.kr)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렉 시 톰 슨 측 밥 잉 해 벼 줄 툰

릴 살 박 하 소 전 프 이 산 가 족

웅 으 크 송 혜 싱 주 태 연 고 서

지 윤 김 문 영 장 재 원 총 우 세

란 탁 국 채 민 기 버 지 화 울 인

지 읽 립 인 을 맛 잘 구 소 증 트

화 션 체 멱 승 산 리 촌 완 편 존

픔 투 육 붓 나 한 허 축 져 장 스

강 달 대 유 쁜 두 시 제 뻣 석 대

하 후 학 슬 나 넥 영 즈 그 고 학

시 입 교 합 라 동 십 부 황 힐 교

대 훈

령 의 개 민

개 과 천 선 정

대 절 패 블 릿 음

학 랙

프

사 라

도 무 이

양 엘 데

석 존 이 인 위 감

환 슨

<미쓰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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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화) 학생
회관 1층에서, 15일(목) 도
서관에서‘전주대학교 학생
들의 독서생활을 알아보고
독서 권장하기’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2 차례 진행하
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31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도 어김없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별칭을 가진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
리에게 다가온 가을을 반기며 교내에서는 독서경진대회, 북 콘서트로 ‘가을’과 함께
걷고 있다. 
사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도 잘 알다
시피 책과 독서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의 삶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앞
서 기록한 미국의 세인트존스대학교만 봐도 독서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신문사에서는 전주대 재학생들이 책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직접 나섰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31명의 참여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
들을 통해 전주대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독서를 통해 무엇을 얻
기 원하는가? 를 묻고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우리
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32%의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는 답변이다. 
왜?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관심사 또는 삶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향하
는 삶의 방향과 방법, 직업과 진로, 가치관과 신념 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을 앞서
살았던 작가들의 삶을 엿보며 나를 직면하고, 도전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전문성을 더
극대화 시키기도 할 것이다. 막연한 목표는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에 한번 도
서관 출입하기, 일주일에 책 표지와 머리말, 그리고 목차를 10권 이상 읽기, 한 달에 한
번 서점 방문하기와 같은 소소한 계획과 목표부터 시작한다면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설
정과 관심사를 파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책 읽기를 결심했다면 1년이라는 큰 범
주를 두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하반기, 분기, 월, 주, 일 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 
풍성한 가을,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듯 내 안에 마음의 양식도 차곡차곡 쌓여 전주대 재
학생 모두가 풍성한 가을이 되길 바래본다.      

1.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38명)  ②2학년(34명)  ③3학년(34명)  ④4학년 + ⑤4학년 이상 (25명) 총 131명

2. 귀하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관심 분야 지식습득을 위해서(57명/44%)  ②여유를 찾고 싶어서(32명/24%)
③수업/과제에 필요(27명/21%) ④취업에 도움(3명/2%)  ⑤기타(12명/9%)

3. 귀하의 1년간 평균 독서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0권(5명/4%)  ②1-3권(43명/33%)  ③4-6권(38명/29%)  
④7-9권(12명/9%)  ⑤10권 이상(33명/25%)

4. 귀하는 현재 1년간 목표한 책을 어느 정도 읽었습니까?
①목표보다 더 읽었다(8명/6%)  ②목표한 만큼 읽었다(47명/36%)
③목표만큼 읽지 못했다.(76명/58%)

※ (4번에서‘3번’선택하신 분들만 해당)
그렇다면 귀하는 목표만큼 읽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책 읽을 시간이 없음(31명/41%)   ②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24명/32%) 
③책 이외 정보 습득할 자료가 많음(8명/10%)  ④기타(13명/17%)

5. 귀하는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총류(5명/4%)   ②철학(11명/8%)    ③종교(30명/22%)   ④사회과학(26명/20%) 
⑤자연과학(10명/8%) ⑥응용과학(3명/2%)   ⑦예술(32명/24%)   ⑧어학(4명/3%)
⑨문학(61명/47%)   ⑩역사(25명/19%)　⑪기타(34명/26%)

6. 귀하가 책을 고르는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90명/69%)   ②베스트셀러(22명/17%)
③주변인들의 추천(7명/11%) ④수업/과제에 도움(11명/8%)   ⑤기타(1명/1%)

관심 분야 지식

44%

24%
21%

2%

9%

69%

17%

5%
8%

1%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책을 고르는 주된 기준

여유를 찾고 수업,과제에 필요 취업에 필요 기타

0권

4%

33%

29%

9%

25%

1년간 평균 독서량
1년간 목표한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가?

1~3권 4~6권 7~9권 10권이상

문학
기타
예술
종교

사회과학
역사
철학

자연과학
종류
어학

응용과학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

■목표만큼 읽지 못했다  ■목표한 만큼 읽었다  ■목표보다 더 읽었다

베스트셀러 주변인들의 추천 수업,과제에 도움 기타

58% 36% 8%

목표만큼 읽지 못한 이유는?

선호하는 책 종류는 무엇인가?

■책 읽을 시간이 없음. 읽지 못했다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책 이외의 정보 습득할 자료가 많음  ■기타

■중복선택 가능

41% 32% 10% 17%

47%

26%

24%

22%

20%

19%

8%

8%

4%

3%

2%

ｌ참가대상 : 전주대학교 15학번 누구나

ｌ신청기간 : 2015. 10. 26(월) ~ 11. 6(금) 17:00

ｌ대상도서 :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책 또는 StarT 권장도서

ｌ신청방법 :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jkim@jj.ac.kr) 또는 팩스(063-220-3238) 신청

ｌ선정인원 : 50명 [개별연락]

ｌ독서감상문 제출기한 : 2015.11.27(금) 17:00 [기한엄수]

ｌ혜택 : 1.개인 희망도서 지급(전원)

2.StarT 프로그램 CP점수 : 3점부여 (StarT프로그램 권장도서에 한함)

3.우수자 시상(6명내외)

4.기념품(전원) 예,2016다이어리

ｌ주관 : 전주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팀

ｌ문의처 : 입학사정팀 063-220-3237

※표절,모작,대리작은 불이익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독서감상문 제출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독서능력경진대회
제 15회 전주대학교 독서능
력경진대회가 재학생들을 대
상으로 11월 14일(수) 오후
16-18시에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10.23(금)까지 기초
융합교육원 행정실이나 인터
넷 접수(suni1886@jj.ac.kr)
로 가능하다. 능력 평가 도서
목록은 <구글이 달로 가는 길>
/ 편석준 저, 레드우드, <누가
미래를 가질 것인가?> / 김홍
선 저, 샘앤파커스,  <인본주
의와 지식정보사회> / 정신문
화연구원 저, 집문당로 총 3
권이다. 경연은 지정 도서에
서 총 50 문항으로 (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0문항) 주
어진 시간에 풀도록 한다. 평
가는 제출된 답안을 정성평가
(주관식)와 정량평가(객관식)
로 나누어 세부 점수화하여
상대평가로 순위를 매긴다.
1,2,3등에게는 장학금 및 상
장을 지급하고, 참자가 전원
에게는 CP 10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http://www.jj.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의 변(辯),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4계절 중 선선한 날씨와 낙엽들이 떠오르는 가을은 마음이 풍
요로워지는 계절이다. 그와 더불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란 말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하
게도 요즘 한국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독서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들이 자주 보인다. 그
렇다면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의 독서현황은 어떠한

지, 또 많은 대학생들 중에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마음의 양식이
라는 책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대학신문 기획평가팀에 의하면 ‘독서량이 얼마나 되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 27.8%가 책에 손도 대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책

을 읽는다면 월 평균 얼마나 읽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2권이
48.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과제와 학

업 부담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였고, 그 외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토익·토플 등 스펙 쌓기로 인해 책과 멀어졌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부족한 시간과 책 대

신 미디어매체 사용으로 인해 독서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주대학교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2 차례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33%의 학생들이 1년간 평균 1-3권정도 밖에 읽지 못하는
데다가, 목표한 만큼 책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58%나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학교 대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과 대외활동, 학업에 많
은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어느새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인문고전의 중요성

_김인영, 채지현, 조혜민, 김승철 기자

책 읽지 않는 대학생.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었나?”

뉴스 혹은 작가들의 인터뷰에서 한번쯤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인문학이
살아야 한다.’ ‘인문고전을 읽어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인
문고전에 대한 언급은 많은 이들이 인문고전을 찾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문고전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 싫은 도서 중 하나에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는 인
문고전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EBS 다큐 프라임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5부에서 한 미국 대학교가 소개되었
다. 소개된 학교는 ‘고전 읽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세인트존스대학교였다. 세인트
존스대학교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4년간 주어진 100권의 도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인데, 주어진 도서는 모두 서양 인문고전들로 구성되어있다.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위
해서는 300-400장 분량을 읽어야 하는데, 이는 하루에 책 한권을 읽는 셈이다. 읽는

것만으로 벅찰 것 같지만, 학생들은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사고를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스펙 쌓기와 과제, 스마트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인트존스 대학교는 그만큼 인문고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인문고전은 학문의 깊이는 물론이며,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학교 졸업생들이 과학, 법률, 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
한 성과를 보여주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인문고전의 재미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자신의 분야에서 더 깊이 사고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新凉燈火 [ 신량등화 ]

신량 등화

;가을의 서늘한 기운(氣運)이 처음 생길 무렵에 등불 밑에서 글읽기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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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말이다. "모든 인
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고
대사회에서는 착한 삶을 실천
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 믿었다. "행복은 내가 행하
는데 모든 착한 일들이 결합하
여 완성된 상태이다." 보에티
우스의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사람들은 행복을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보았다. 

▼ 칸트의 말이다. "행복이
란 이상적인 존재가 온몸으로
삶이 편안하다고 끊임없이 의
식하는 것이다." 프로이트 역
시 같은 생각이다. "행복은 강
한 쾌감의 체험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
람들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열심히 조깅하라. 부
지런히 골프채를 휘둘러라. 웰
빙 주말을 만들어라…,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넘쳐 날 것이
다. 강한 쾌감을 누리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
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행복을 크르스토프 크바리히
는‘happiness'라 부르며, 오
늘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
다고 믿는 하나의‘소비재’
가 되었다고 탄식한다. 행복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다. 행복은‘해피니스(hap-
piness)’를 뛰어 넘어 신들만
이  누 리 는‘마 카 리 오 리
(makariori)’를 포함한다. 예
수님은‘산상수훈’에서 ‘마
카리오스(행복하다, 복되다,
기쁨으로 넘치다)’라고 칭찬
하는‘복된 여덟 가지 삶의 자
세’를 말씀하신다. 인간이 하
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안다.
보잘 것 없는 이기심 때문에
다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
실을 슬퍼한다. 오직 자기만
아는 비정한 세상에서 따듯한
마음을 지킨다. 온유하지만 불
의한 사회를 향해 정의를 외친
다. 자기 이익에 초연하여 마
음이 깨끗하다. 설령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행복
과 기쁨을 누린다. 

▼ 하늘나라가 보이는 정상
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참 평강의 길이다.“심령이 가
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1~12).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두령이 있
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10명
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민14:11에 보면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게 마련

입니다.  글재주가 있는 두 형제가 있었는
데 어느 봄날 산에 꽃이 붉게 만발한 것을
보고 형은 개화만산홍(開花滿山紅)“꽃이
피니 만산이 붉다.”동생은 낙화만산홍(落
花滿山弘)“꽃이 지니 만산이 붉다”.

세월이 흘러 긍정적으로 노래한 형은 정
승이 되고 부정적으로 노래한 동생은 평생
옹색한 서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보다 긍정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은 긍정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
다. 

1925년 노벨상을 받은 버나트 쇼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인간과 부정적인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요? 그때 테이블 위에 있는 위스키병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사람은“술이 절반 밖
에 없네”라고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술
이 절반이나 남아있네”라고 한다고 하면
서  위스키 양은 같으나 보는 눈과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잘되는 비전을 봄으로 기쁘고 적극적인 삶
을 살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 근
심이 많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시케오는“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1940
년 교오토에서 출생하여 한의사를 하다가
동경의대에 입학하여 양의사가 됩니다. 그
는 이 책에서 싫다 좋다는 생각을 할 때 기
본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긍정적 사고
와 부정적 사고는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
르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
정적으로 대처하면 단백질은 부신 피질 호
르몬과 엔돌핀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부신
피질 호르몬은 육체적 피로를 완화해 주고
엔돌핀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밉다, 싫다, 괴롭다, 복수하겠다는 생각
은 불쾌감을 주고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실의, 좌절에 빠지기 쉬우나 늘 감사, 기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돌핀의 세계
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만유의 주시요 만능의 주님이시
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 잡히는 믿음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도록 성령께
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삶 (민14:1-10)

진리의 샘

오성택 목사
(남전주성결교회 담임목사
/ 전주대 발전협의회 회장)

누가복음 13:15-16을 읽어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
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
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
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위의 말씀은 열여덟 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고치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여성
을 치료했다고 분을 내어 말하는 회당장
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외식하는 자
들아!”라고 외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악
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여린 한 생명을 괴
롭게 하거나 그의 치료를 가로막을 때 우
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귀신들려 장애를
앓은 여인을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여성을 특히“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비록 귀신 들렸
고 몸이 굽어져 땅으로 자란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선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곧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연약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을 은근히 외면하는 행동을 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분노하실 것입니다. 하
찮게 보이거나 무시해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고, 잘 아
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을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룹
에서 소외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주님
께 이렇게 외칩니다.“주님, 왜 이렇게 외
롭고 사람들의 시선이 힘이 듭니까?”이
것은 우리 주님의 귀에 크게 들리는“신
호음”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이들의 다
급한 요청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그런 주님의 인격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
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
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마태복음 18:7)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찮
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언제나 최고의 인
격으로 존중해야합니다. 존중해 줄 때 주
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
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사실을 캐묻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
지 등등 육하원칙을 따져서 새로운 사실
을 캐내려 한다면 외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비인격적인 태도입
니다. 상담에서는 대화의 따뜻함이 느껴

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세함이 느
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
떠냐고 물어 주는 것은 한 영혼을 진정으
로 품어 주고 위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상처 입은 사람
들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주간 실천사항. 

● 병들고 아픈 사람을 만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라고

한 번 말해 주세요.

● 가족들이나 낮은 사람들에게 내 성

격대로 해 주고 싶은 잔소리를 참아봅시

다. 그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말

도 일리가 있네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출처 : '소그룹 상담 리더십’
(저자 하재성 / 생명의양식 출판)

삶의 꿀단지

우리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삶의 꿀단지’는 청년들의 신앙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로

채우게 됩니다.‘실천사항’은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짧은 간증을 신문사

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콤한 꿀은 무엇일까요? 

다음 호에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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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단 중에 가장 많이 활동하
고 있는 단체로 신천*와 IY*를 생각한
다. 하지만 대순진리*에 대한 피해도
속속 학생들에 의해 접수되고 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신상은 작
년(2014년) 한 학부모의 항의로 활동
이 드러나게 되었다. 단체에 소속된 C
학생은 같은 수업을 듣는 A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친분을 갖게 되
었고, 후에 전북대학교 근방에 위차한
대순진리*에 가게 되었다. 대순진리*
는 조상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
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C학생의 체
크카드로 5만원 상당의 제사물품을 구
입하게 했다. C학생의 아버지는 “아
들이 여자친구를 만났고 데이트를 하

기 위해 한 껏 멋을 부리고 나가는 것
을 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
하여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 후 C학생은 A학생과의 연락을 끊
었다. 그리고 A학생은 더 이상 교내에
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이후에도 피해학생들의 접수는
계속되었다. 선교지원실에서는 A학생
을 만나 더 이상 학교에서 포교활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더 이상 대순
진리*의 피해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후에도 A학생
은 포교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최근에 또다른 D여학생이 선교지원
실에 방문 하면서 또다시 A학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게 되었다.
D학생도 B여학생, C학생과 동일하

게 대순진리*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
는 피해를 당했다. B학생은 “물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A학
생과 연락을 끊는 것으로 이 일은 마무
리되는 듯 싶었지만, A학생이 D학생에
게 다시 접근 하면서 D학생의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들가운데 '혼자만 알고
넘어가자'고 생각하며 묻어 놓는 학생
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사례 외에도 '좋은 물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시면 두통이 사라
지고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 만나자"고 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피해라고 생각
하지만, 한 장소에서 강압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단들의 접근을 막으려면 학생들 스
스로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설문지에 전화번호나, 생년
월일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 응할 때 반드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대순진리*!!

뿌리는 목회, 거두는 목회

10월 주요 일정 1. 학생생활관 생활지도 집중강화 기간 : 10/19(월) ~ 23(금) 
2. 2학기 수시고사 대비 세미나실(스타타워) 24시간 개방 : 10/14(수) ~ 23(금)
3. 2015-2학기 제 14회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 10/14(수) ~ 30(금)

학생생활관(관장 양병선)은
2015년 10월 19일(월)~23일
(금) 생활지도 집중강화 기간으로
정하여 학생생활관의 안전과 보안
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학생생활
관 관생의 생활안전 및 보호와 2학

기 수시고사 대비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전주대 학생생활관 수칙
항목 중 외부인출입(동성 및 이성),
관실내 음주, 흡연 등을 집중 지도
할 예정이다. 각 생활관 운영팀 담
당자는 이 기간 동안 관생 개인별

면담을 갖고 수칙위반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학
생생활관 실내와 외부의 주간, 야
간순찰 강화, 방범창 설치, 출입시
간 통제, 학생생활관 건물 주변 가
로등 조도를 높이는 등 순찰과, 시
설점검에 힘쓰고 있다.

생활지도 집중강화 기간 운영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처장
양병선)는 오는 11월 5일(목) 오
전 10시에 JJ아트홀에서 ‘전북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
미나’를 개최한다. ‘뿌리는 목
회, 거두는 목회’라는 주제로 열
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양
육하기 위하여 ‘높은뜻 연합선
교회’ 김동호 목사가 강사로 초
대되어 2번의 주제 강의를 진행
한다. 이후에는 전주동현교회 이
진호 목사(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정
착하여 성장해가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 부흥 전
략’을 소개한다. 또한 소프라노
유현경씨가 초대되어 주제 강의
후에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갖
게 되며,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
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주
대학교가 지역교회에 받은 은혜
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라북도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며
섬기고자 기획되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목회정보와 전략을 함
께 나눔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서적 바탕위에 성장

하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
대한다. (문의: 선교지원실 063-
220-2672) 

감사를 전하는‘전북지역 목회자 세미나’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소식

국제교육교류원에서는 지난
842호 11면 선교란에서 ‘유
학생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
으로 게제되었던 유학생 도언연
학생이 완쾌하여 퇴원하였다고
밝혔다. 국제교육교류원 박상규
교수는 도언연학생이 “장염으
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등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나, 하나
님 은혜가운데 의식이 돌아왔
고, 심장쇼크 등 후유증을 걱정
하였으나 별 탈없이 완쾌하여
퇴원하였다. 그동안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신 교직원과 학생들
에게 감사드린다”고 14일(수)

본지 편집실로 소식을 전해왔
다. 전주대신문 ‘선교’면에서
는 긴급한 상황으로 절박한 사
건 사고가 있을시, 신문에 기도
제목을 게제하고 전주대 가족들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창구
를 열어놓고 있다. 063-220-
2441로 전화하여 요청해주기
바란다. 

- 편집실

도언연(한국어 연수 2급반/ 중국 21세 女) 유학생 완쾌 후 퇴원

유학생 위한 기도에 동참해주심 감사

지난 10월 13일 오후7시 노
천극장에서 제 3회 크리스천 페
스티벌 ‘2015 Refresh JJ’
가 열렸다. 이번 행사 주제는
‘Awakening’으로 전주대학
교와 전주 지역 크리스천들의
영적부흥을 위한 연합 예배로
드렸다. 연합예배 앞서 진행된
“도전! 성경 골든벨”은 성경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출제범위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성경 골든
벨에 참여 대상은 전주대학교
재학생 뿐 만 아니라 전북지역
중·고·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열기가 뜨거웠다.
퀴즈 정답자 1등 최중규(신학과
경배찬양학과) 50만원, 2등 임
영재(사회복지학과) 20만원, 3
등 이우민(경배와찬양학과), 김
진환(전북대학교) 10만원씩 상

금과 SP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어노인팅과 강명식음악사
(숭실대학교 교회음악과교수)의
찬양인도로 축제의 문을 열었
다. 강사는 임우현 목사(징검다
리선교회 대표목사, 기독교대안
학교 하늘스쿨 교장)가 말씀을
전 하 였 으 며 , ‘사 명 과  고
난’(행9:15~16)이라는 주제
로 “예수님을 알면 천배 믿으
면 만배의 힘을 얻습니다. 예수
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이
사야 48:15)고 말씀하신 것처
럼 나의 실패와 실수를 나의 무
기로 삼으면 어떤 고난과 환란
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의 삶이 형통해 질 것입니다.”
라고 영적 각성을 도전하였다.

나의 실패와 실수를 무기삼아

헌신을 Refresh, 잠자는 열정을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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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demands an enormous amount
of physical, spiritual and mental energy.
Where does your ministry energy come
from? The energy to minister comes from
many places. Not all of them are good. We
can minister out of ambition, personal tal-
ents, or religious duty. We can minister out
of pride as we may feel we are the best for
the job. All of these internal influences will
leave you dissatisfied and possibly those
around us spiritually malnourished. The
above things may work for a while, but
in?the end it is a power that cannot keep
going. Things blow up eventually, either in
you, the pastor, the missionary, the deacon,
an elder or just those in the church. Sad to

say, I have seen and heard many tragic
situations in churches when people try to
minister on their own power.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as there is a better
way. You can follow a healthy, healing,
powerful method of ministry that is derived
from God‘s Word.

1. Minister as a Servant This is most
basic point for us to understand. It would
have been quite ridiculous if the donkey
that carried Jesus into Jerusalem on Palm
Sunday thought that all the excitement was
for him. No, he was just the carrier of the
One who deserves all praise. Our identity
is just a messenger, a preacher, an am-
bassador. It is a noble calling, a glorious
identity, but it is in the end, just a shepherd,
just a servant. If we live the identity of a
servant we will be happy. Christ will be
exalted, and His power will flow unhin-
dered by our ego. Most people wish to
serve God -- but in an advisory position
only. During World War II, England needed
to increase its production of coal. Winston
Churchill called together labor leaders to
enlist their support. At the end of his pres-
entation he asked them to picture in their
minds a parade which he knew would be
held in Picadilly Circus after the war. First,
he said, would come the sailors who had
kept the vital sea lanes open. Then would
come the soldiers who had come home

from Dunkirk and then gone on to defeat
Rommel in Africa. Then would come the
pilots who had driven the Luftwaffe from
the sky. Last of all, he said, would come a
long line of sweat-stained, soot-streaked
men in miner's caps. Someone would cry
from the crowd, 'And where were you
during the critical days of our struggle?'
And from ten thousand throats would
come the answer, 'We were deep in the
earth with our faces to the coal.'" Not all the
jobs in a church are prominent and glam-
orous. But it is often the people with their
"faces to the coal" who help the church
accomplish its mission.

2. Minister out of Gratitude to God
There is no greater power when our min-
istry is grounded in gratitude. Gratitude is
a power that shapes us into healthy,
Christ-like, loving servants who desire to
show His love to others. I believe that
gratitude, the root of thanksgiving - is a
necessary attitude, an attitude that is
needed by us if we are to experience the
fullness of the salvation that God has
planned for us. This is the message of all
scripture - that everything around us, and
everything that we are and everything that
we have is a gift of God. And in our grat-
itude to Him we need to be dependent
upon Him. The psalmist said, “I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3. Minister Out of Praise There should
be an internal combustion of praise that
fuels the power for our ministry. This
power will bring joy and healing to those
who need healing and will reach out to the
lost and draw them to Jesus. Our praise
should be out of love for Him who loves
us. In Bible College I studied counselling.
We studied that one of the problems with
our society is that we work mainly on our
feelings - on whether or not we "feel" like
doing something.  When we've lost a feel-
ing for something we discard it.  For ex-
ample, we believe that "if I feel love for you
I will act in a loving way." But as a coun-
sellor I learned that my premise is differ-
ent. A counsellor's premise is the opposite
- it is this - if I act in a loving way, my
love feeling will grow.  And so I recom-
mend to those who I counsel various "car-
ing exercises" - one of which is of course
- the expression of appreciation, gratitude
and thanksgiving. When it comes to our
worship, if we worship Him with an ex-
pression of appreciation, gratitude and
thanksgiving our love for Him will grow.
We need to praise the Lord in all places
and in all situations and live by faith. We
know that we can never fully repay God
for the debt of love that we owe, but out of
love we can try and our love for Him is the
power to minister.

The Power to Minister (Psalm 116:16-19)

The future star of Korean football and
maybe the world Matthew Hammond

By Scott Radford

Hanguel Day

GGGGOOOAAALLL!!! That’s the dramatic
sound of the Korean commentators when Son
Heung-min scored in just his second premier
league game against Crystal Palace in Sep-
tember. Most Korean people know about Son,
and now the whole football world is starting to
take notice of him. Can he go on and become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I think he can, and
I’ll explain why.

He’s quick. Son has great speed and he’s
obviously difficult to shut down when he is
going full speed. It helps to have someone quick
on your team, look at Raheem Sterling at Man-
chester City, or Ronaldo of Real Madrid. When
you have someone with pace, it can open up all
different avenues or ways to play. 

He has good technical ability. He has a great
first touch, can dummy, go around players, and
can pass well. Many players have speed and
nothing else, not so many have both technical
ability and speed  a perfect combination.

He is composed. He seems mature for his
age at 23, although Messi and Ronaldo were
also fantastic when they were in their early
twenties. It is easy for opposition players to

step on your toes, pull your shirt and do other
dirty tricks to unwind you. But, a sign of a good
player is ignoring that kind of foul play and get-
ting on with your own game. Those players are
trying to distract you and Son doesn’t let them
bother him. He seems to have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He is hard working. He seems like a little fox
terrier running around the field trying to get the
ball first and break up their play. This shows
his commitment and he will have his fans at
Tottenham on his side if he continues to work
hard. Some players do nothing for a lot of the
game and then something brilliant one or two
times. Overall though true fans really appreciate
a player who runs, runs, and never stops run-
ning even for a lost cause.

He has a winning attitude. A story has it that
Son’s father took him out of high school and
trained him every day to be a different kind of
football player to many other Koreans - a
selfish one. While this seems a negative per-
sonality trait this has made him stand out from
others. Korean culture raises people to not be
different - to go along with the majority and
not stand out, but a football team doesn’t always
want that. They want players who are hungry
to succeed and want to be second to none.

Tottenham paid a lot of money for Son in
July, 2015 which puts pressure on him to suc-
ceed. But these days that kind of money is not
unique, even though he is has the title of the
most expensive Asian football on his shoulders.
I am sure he will succeed in the premier league
and if he continues to flourish and not get in-
jured too often, he has the skills, head, and abil-
ity to become one of the world’s great players.

Korea is one of the few, if not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a national
holiday to celebrate their own alphabet
and language. While, I underst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I doubt
Japan or Russia do the same. Korea’s
unique history of living between two
much more aggressive countries and
the absence of their own alphabet until
much later in their history probably ac-
counts for this unique experience.

Because Hanguel Day is a unique
Korean holiday, I wanted to have a
unique Korean experience for this day.
Now most people would not consider a
trip to Maisan a unique Korean expe-
rience but the way we did it was quite
unique. The standard trip to Maisan in-
volves either a car ride or an intercity
bus that will travel to Jinan and then take
a shuttle bus out to the mountain. We
found a different travel method. There
is a city bus (시내 버스) that travels di-

rectly from Jeonju to Maisan. We caught
the bus across from the train station. It
does stop many times along the way so
it’s not an express bus. The great thing
about this trip is that it gets off the main
roads and travels the back way through
the mountain roads to get there. It winds
along the sheer cliffs with huge drops
down into the valley. One gets a beau-
tiful view of the hills and valleys be-
tween Jeonju and Maisan. Remember
to bring your camera the view is gor-
geous. After about 45 minutes we ar-
rived at Maisan Park. There was a long
lineup of cars to get into this famous site.
Our bus just pulled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passed all the cars
waiting to get into the parking lot. So al-
though we made many stops along the
way, it ended up being quicker.  We
were dropped off right at the gate. Of
course, the temple at Maison was an-
other unique thing in Korea. All the other
temples I have seen are all made of
wood. This beautiful temple is made of
stone. Although it was a little cool in the
shade, in October at Maison, if you
stayed in the sun it was a great day. I
recommend the ribs, if you go there. We
returned to Jeonju on the same bus and
got to see the sunset on the same
mountains and valleys as we had seen
earlier

Hanguel Day was a great day. I en-
joyed my unique Korean experience.

By Matthew Eric Hammond

By Stewart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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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한식조리학과 12학번)

재료 (1인분)

- 삶은 고구마1개, 치즈2장, 우유 한잔

1. 고구마 껍질을 벗겨낸다. 2. ①의 재료에 우유를 넣고 믹서에 갈아낸다.
(고구마라떼완성)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3. ②의 재료를 후라이팬에 넣고 치즈와 함께 
약불에 끓여준다. 고구마라떼&스프 완성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고구마라떼&스프

Tip!! 고구마에는 피부미용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c와 e가 함유돼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피부미용에 효과적입니다.^^ 

전주대에 뷔페가 있다니!?
2015년 2학기 전주대 학생회관 2층에 라면&떡볶이 뷔페가 생겼다. 라면과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은 이들, 많은 양에
저렴한 가격을 찾는 이들에겐 이곳이 적절한 답을 줄 것이다. 함께 전주대학교의 학생 식당을 탐방을 해보자.

라면&떡볶이 뷔페 탐방

>> 라면 먹는 방법

① 냄비에 온수 받기 

② 다양한 라면 중 먹고 싶은 라면 고르기

>> 떡볶이 먹는 방법

① 냄비에 떡볶이 소스 담기

② 떡볶이 소스에 넣을 재료 담기

>> 마약김밥 만들기

① 김밥 재료 담기 

② 일회용 장갑 끼고 직접 김밥 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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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 10:30~17:00 (라면과 떡볶이가 익고, 먹을 시간을 대비해 최소 16:20까지는 와야 함)
※ 버너 사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                                                                                     _ 취재: 박주경, 김하선기자

진행자

| 현 배움아카데미 대표

| 데일카네기연구소 본부장 역임

| 선거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등 외래교수, 인문학 강의

| 생방송 라디오 진행(TBN교통방송, MBC라디오)

조석중

순서안내

19:00-19:05 인사말씀, 행사순서 안내

19:05-19:15 현악4중주 연주

: 육미성외 3인 (대학원생)

19:15-19:20 작가 및 진행자 소개

19:209-20:10 작가 강연 및 북 토크

: 배움아카데미 대표 조서중

20:10-20:20 해금 연주

:손수향(월드비트앙상블 단단미엔)

20:20-20:30 독자 낭독

: 이훈 (도서관 이용자)

20:30-20:40 관객과의 대화 (질의응답)

20:40-20:00 사인회 및 기념사진 촬영

2015/10/21(수)

19:00 ~ 21:00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

주관 | 전북도청도서관

후원 | 케이블방송 은북TV

*접수 063.280.2451(참가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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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마음도 아플 수 있다!

우리는 흔히‘건강’하다는 말을 떠올릴 때에 신체적으로만 온전한 상태라고 생
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를 관리하
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레
스가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이겨냈을 때 스트레스
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고 적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
하고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래는 지금 나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스트레스 자가진단표이다. 스
스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최
근 한 달 동안 다음 문항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자신의 상태
를 체크해 보도록 하자.

2. 마음의 감기, 우울증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우울
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다. 가벼운 우울감의 경우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나
다른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은 신체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당수
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들이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우울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울증은 마음에 걸리는 감기와
같아서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3.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잘 대처하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독이 되는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들
을 무작정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 적절한 자기관리와 알맞은 대처로 스스로의 정
신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예민
하고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가까운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오늘 하루는 내 자신에
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 보는 것은 어떨
까?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www.health.mw.go.kr / 블루터치 www.blutouch.net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http://www.jbmhc.or.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마인드스파 www.mindspa.kr

_ 취재 : 조은비, 김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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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 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 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스트레스 자가진단 방법 : 선택된 항목들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 13점 이하 :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태.
▶ 14점 ~ 16점 :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 17점 ~ 18점 :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 19점 이상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스트레스 평가)

▶ 매사에 흥미나 재미가 없음          ▶ 식욕이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증가함
▶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됨   ▶ 불면증이나 과다한 수면상태가 지속됨
▶ 대인관계가 적어지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
▶ 집중력이 떨어짐  ▶ 이유 없이 몸이 아픔  ▶ 무가치함이나 죄책감을 느낌  
▶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자살사고나 충동이 지속됨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상의 데이타로 재미있는 분
석을 해보았다. 전주대 홈페이지 http://jj.ac.kr에
는‘커뮤니티’의‘분실.습득물’게시판이 운영되
고 있다. 200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홈페이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331건의 분실 습득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 학생들이 가장 쉽게 잃어버리
는 물건은 무엇이며, 그에 반하여 학생들이 습득한
물건들 실태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다. 
- 분실·습득물 현황을 빅데이터(big data) 관점에서 분석함.

- 분석도구 및 방법: 분실·습득물 란에 게시된 글들은 비정형데이

터이기 때문에, 최경호교수(기초의과학과)의 도움을 받아 R-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처리함.

분석결과 60% 이상(총 53건)가 지갑, 그리고 핸
드폰(7.8%), 가방(6.2%) 등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지갑을 분실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습득물에 관련한 글은 그리 많지 않았는
데, 지갑, USB, 학생증, 열쇠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났고, 기타 태권도복과 휴대폰 배터리가 있었다.   

최만억(역사문화콘텐츠학과 2년)

“지갑을 찾습니다!”
전주대 홈페이지

분실·습득물 데이터 분석

<분실물> <습득물>

전주대학교 분실물 분석 전주대학교 습득물 분석

쌀쌀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되었다. 

문득 굴러가는 낙엽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다. 

우울감이 높아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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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JJ-EBS
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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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함의 위치는 학생회관 2층 본 매장과, 스타빌,

스타타워, 평화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부 물품은

학우 여러분의 새 옷이나 헌 옷, 신발 등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모아진 수익금은

교내 및 지역사회에 뜻 깊은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식당 옆 코너

운영시간 : 매주 월~금 12~5시

문의: 010-4920-1265
010-3435-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