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47호 Get Ready & Soar High 2016년 3월 7일 월요일

“힘차게, 활기차게, 큰 꿈과 함께”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1965년 5월 15일 창간 (격주발행)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2242
발행인 이호인 / 주간 김문택
편집장 박주경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www.facebook.com
/jj.news.broadcasting

반세기 전에 이곳 이땅에 진리, 평화,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발전

에 발전을 거듭하는 축복 내려주신 에벤에셀의 하나

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전주대학에 한량없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

니다.

전주대학교의 개교 이래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허락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찾고 찾아 세우신 모

세와 다윗과 엘리야처럼 전주대학을 위해 찾고 찾아

몸소 세우신 여덟 분의 신임교수님을 보내주심도 감

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사범대학 평가와 CORE사업,

PRIME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호인 총장님과 교무위원,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전주대학교와 이곳에 속한 학생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캠퍼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

며 기도하는 두 손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져 내

린 젊은이들의 가슴에 교수님들이 뜨거운 헌신과 기

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젊은이들이 모두 수퍼스타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대학 전주대학이 기독교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병선교수 (선교봉사처장)

수퍼스타로 거듭나는 한해 되게하소서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출발]

2016학년도 전주대 신입생 입학식이 3
월 2일(수) 오전 10시30분에 희망홀에서
있었다. 이번 입학식은 예년과 달리 오리엔
테이션과 별도로 개강 후 진행된 것이 특
징이다. 입학식은 기수대의 인도를 받은 이
호인 총장과 교무위원의 입장과 함께 시작
되었다. 김승훈목사의 기도와 국민의례가
있은 후 이호인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호인 총장은 “대학생활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여 밑거름을 만들고, 큰 이상과
포부를 가지기를 바란다. 고난도 감내하여
큰 꿈을 위해 면밀한 설계를 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교무위원의 소개가 있은 후 신
입생 대표 노한결, 김채린의 새 출발 선서
가 있었고 ‘입학허가’선포가 있었다. 이어
김용진교수(음악학과)의 지휘로 교가 제창

후 1부 입학식은 막을 내리고, 2부 행사가
이어졌다. 임윤하MC의 진행으로 이어진
2부 행사의 첫 막은 ‘백마응원단’의 힘찬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새내기들에게 화이
팅을 외치며 퇴장한 후, 제43대 총학생회
대표들의 인사가 있었다.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생회장단, 그리고 중앙동아리회
장단이 신입생들에게 활기찬 2016년을

약속하는 인사와 함께 빨간  장미 100송
이가 전달되었다. 끝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영원한 모
교가 된 전주대학교에서 신입생 각자가 큰
꿈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는 3월이 되길 기
대한다.
_ 취재: 이명재, 조혜민기자/ 보도: 편집부

제6기 최고경영자과정 1,000만원 대학발전기금 기부
‘제6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식’이 지난 2월 16일(화)에 있었
다. 이날 내·외부 관계자 60여명
이 참석해 지역 리더로 새로운 출
발을 하는 CEO들을 축하하는 자리
에서 오무웅 회장을 비롯한 47명
의 원우들은 뜻을 모아 일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수
료한 최고경영자과정 6기는 오무
웅 회장을 대표로 총 47명이며, 지

난 2015년 3월 24일 입학식 이후
1년간 유명인사 초청 특강과 국
내·외 연수를 통해 자기개발과 미
래지향적 경영, 원우회의 친목도모
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철 부총장은 축사에서 “늘 다
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
는 지역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며 CEO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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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이방식교수(물류무역학과)의 장남(병준) 3/12(토) 오후 3시 노블발렌티하우스웨딩홀
출 산: 이동영(비서실)·이윤경(취업지원실) 차남(이무겸) 1/19

송기안선생(총무지원실) 장녀 2/23
장 례: 김승종교수(한국어문학과) 부친 1/15 전주 모악장례식장 

이옥인교수(중등특수교육과) 부친 1/17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신찬호교수(LINC사업단) 빙모 1/18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최영기교수(관광경영학과) 모친 1/20 경남 밀양한솔병원장례식장 
이은복선생(사범대학 학사지도조교) 모친 2/15 전주 금성장례식장 
이재환실장(정보통신지원실) 빙모 3/5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교직원 경조사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오영택
교수가 대한민국 공예분야의 산업
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오 교수는 2013년 문화
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
민국 우수공예상품 지정제도(K-
Craft)의 연구 및 개발에 책임연구

원으로 참여했다. 더욱이 오 교수
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우수공예품지정위원장으로 활동
기간 동안 우수공예품 지정표시제
도를 도자 및 금속부문에 도입해
우수인증제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영택 교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이주용 음악학과/ 피아노 분야
학력 : 독일 데트몰트대학교 기악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연세대학교 기악과(피아노전공) 학사
주요경력 : 국립강릉원주대, 한양대,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이화여대 시간강사, 울산대학교 객원교수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관광경
영학과)가 중앙학회 등재지인 사단
법인 관광경영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관광경영학회는 개인회
원 1,138명과 기업, 연구소, 지방
정부, 언론사 등 기관회원 19곳으
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학술연

구 및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관광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관광
및 관광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등 국가와 지역 관광발전과
국민 여가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학회이다.

송광인 교수, 관광경영학회 11대 회장취임

남영민 계장은 대학에 농림축산식
품부의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받아,
안전성 업무추진과 협력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농식품의 안전성확

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더불어 국
제분석능력평가에 참여해 우수한 성
적을 받는 등 농림축산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농생명융합기술원 남영민 계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연협력 우수코디네이터 시상식’
에서 유세미 코디네이터가 A등급
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
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
국의 23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씨는 2011년에 이어 이번 평가
에서 2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 A
등급 코디네이터에게는 상장 및 부
상으로 해외연수기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유세미,‘중소기업청장상’수상

전주대학교 사범대학(학과장 김
보경) 교육학과 신인수 교수가 관련
분야의 메타분석 연구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마르
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
년 판(33edition)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교수는 미국 차터스쿨의 효과성
논쟁, 학급당 인원수 감축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통계적으
로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
한 것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신 교수는 행정고시 교육행정직

39회에 합격한 후, 미국의 Florida
State University 에 서 Betsy
Becker 교수의 지도로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분야와 의료보건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적연구방법인‘메
타분석’을 전공했다. 메타분석 전공
자로서 연구방법특강을 통해 전국
의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메
타분석 적용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
술지에 게재하는데 기여했다.
한편‘마르퀴즈 후주 후 인명사전’

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
는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미국 인명 정보기관(ABI) ‘올해의
인물’과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
터(IBC) ‘국제인명사전’과 함께 세
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매년
전 세계의 과학, 공학, 의학, 정치,경
제, 사회, 예술분야에서 인물을 선
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신인수 교수,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등재

‡ 교수 동정

‡ 2016년도 신임교원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6년 2월 18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전기학위수여식에서는 우리대학 졸업생 1,830명

에게 학사학위가 수여되었고, 249명에게 석사학위 수
여가 있었으며, 30명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예
년과는 다르게 본관에서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의 교내 행진이 있어 눈길을 끌
었다. 이호인 총장과 교무위원들의 대강당 착석 후 대
강당을 가득 매운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함께 엄숙한 분
위기 속에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호인 총장
은 “배움의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온 졸업생들뿐 아니라
학부형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교정에서
힘써왔던 열정과 목표를 잊지 말고 사회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정
길 이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49회 졸업생들의 졸
업을 축하한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다. 10년을 목표
로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상, 이사장 및 총동문회장상

이 수여되었고 학위증이 전달되었다. 이 날 특히 78세
최고령 졸업생의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상담심리학과
최순복(영미언어학과), 양연자(상담심리학과) 학생은

“늦은 나이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주대학
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
생들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_ 취재: 이명재기자 /보도: 편집부

졸업은 새로운 출발, 전문성 키우길
2015년 전기 학위수여식

전주대학교는 2015년 호남지
역 사립대학 최초로 정부가 인정
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2016년에도 계속 선정되어
2018년 2월까지 인증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외
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립
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정부초
청장학생(GKS) 관련 사업에서

우선 고려되는 등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 혜택을 계속 받
게 된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사
증발급 심사기준 완화와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기관 계속 선정

소혜진 (예술심리치료학과 / 통합적 예술치료 분야)
학력 : Lesley University 표현예술치료 박사취득 예정,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음악치료학 석사
주요경력 : HeartShare Human Services of New York 음악치료사,단국대, 인제대, 성신여대, 전주대, 숙명여대 시간강사

한병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교회사 분야)
학력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박사(역사신학),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석사(목회학)
주요경력 : 중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시간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교수

최예나 (행정학과/ 행정학 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박사(행정학).이화여자대학교 학사(경제학)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BK연구원,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시간강사,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도현욱 (한식조리학과/ 메뉴관리 또는 외국조리 분야)
학력 : 연세대학교 석사(급식경영학), The Illinois Institute of Art at Chicago 전문학사(Culinary Arts), 경기대학교 박사수료(외식조리관리)
주요경력 : 칸지고고(중식당) 경영&조리 대표이사, 오산대, 백석문화대, 전주대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유)두가헌 레스토랑, 자문이사

심선화 작업치료학과 / 작업치료 분야
학력 : 연세대학교 보건학사(작업치료학), 연세대학교 박사수료(작업치료)
주요경력 : 한서대, 강원대, 연세대, 세명대, 우송대 등 시간강사, 스윙대디 아동발달연구센터 연구원, 인우재(치료도구제작회사) 제품개발, 고문

이원익 (한국어문학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분야)
학력 : 미국 UCLA Extension 인증프로그램 수료(Film, Television & Video Production),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일반경영)
주요경력 : KBS 라디오국 1,2 FM 프로듀서,미국연수, KBS라디오 LA통신원, KBS TV본부 드라마국 역임

민정익 (스트미디어학과/ IT 응용 분야)
학력 :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박사
주요경력 : LG CNS 상무보, 한국 IBM 본부장, 코리아 본부장 역임, 전주대학교 연구교수(LINC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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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간호학과(학과장 장혜숙)는 간호사 국가고
시에 4년 연속 전원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월 22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간호사 국
가고시에서 전주대 간호학과 김미진 외 46
명 전원이 합격해 또 한번의 기록을 세웠다.
국가고시에 합격한 졸업생들은 마음사랑병
원, 예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

원, 전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군산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인천IS한림병
원, 가천대 길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등에 취
업하여 취업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간호학과
는 2009학년도 20명으로 출발하여 지난해
입학정원이 50명으로 증원됐다. 장혜숙 학
과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임상실습 및 실무능력 강화는 물론 기독교 정
신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둔 결
과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전국 최고의 명문학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학과,4년 연속 국가고시 합격률 100%!

재활학과(학과장 신숙경)가 직업재활사
자격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25명 전원이 합
격했다. 자격증 취득으로 재활학과 졸업예
정자 학생들은 정부기관, 교육연구 분야, 장
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재활관련 기관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직업재활은 장애
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이고
도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사고나 질환 등으
로 중도장애가 점점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신숙경 학과장은 “재활학과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장
애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아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비상하는 학과를 만
들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실무자를 키워나가
는 학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활학과,직업재활사 응시자 전원합격

행정학과(학과장 오재록)에서는 지난
2014년도 10명 합격에 이어, 2015년도
공무원 시험에서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
다. 합격자는 황우선(전주시), 차승찬(정읍
시), 김선경(남원시), 백진영(남원시), 이단
비(김제시), 전진화(대전경찰청), 김민지
(전북경찰청) 등이다. 이들 중 김선경, 이
단비, 전진화, 김민지 등 4명 학생은 재학
생 신분으로 합격했다. 행정학과는 지난
수년간 고시반 운영, 기숙사 합숙프로그램
운영, 동영상 강좌 제공, 유명강사 초청특

강, 최근 합격자 멘토링, 학과 장학금 제도,
그룹스터디 활성화, 맞춤형 개별 면담, 면
접시험 대비 등 체계적인 공무원시험 준비
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학생
취업처(취업지원실)의 다양한 지원프로그
램(스타고시반, 동영상 강좌 지원)과 더불
어, 경찰행정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관련
학과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큰 몫
을 했다. 최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문
헌정보학과 3개 학과는 모두 뚜렷한 성과
향상을 보이며 공무원 시험 합격자 다수를

배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
다. 행정학과 오재록 학과장은 “매년 8명
내외 합격은 학과 정원(40명)상 ‘20%(8
명) 합격’ 목표의 안정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학생취업처(취업지원실) 스
타고시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누구나 불편 없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
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학과, 공무원시험 10명 합격

JJ-Star
창업공모전
창조경제 창업 붐 확산

창업지원단(단장 백상용)은 25일 오전
11시 30분 대학본관 세미나실에서 ‘JJ-
Star 창업공모전’ 수상자 5팀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JJ-Star 창업공모전
'은 전주대학교가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조경제
의 주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한 창업공
모전이다. 전국에서 총 164팀이 응모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팀이 선
정되었으며, 대상은 다양한 의류와 생활용
품 분야에 적용 가능한 초발수 기능을 가진
신소재를 활용한 ‘물기 없는 섬유’(김양
희), 최우수상은 ‘르센트 - LED 아워글라
스 디퓨저’(김기범)가 수상했으며,우수상
은 물품 보관 및 운송 서비스(신상훈), 감각
적인 디자인의 ‘수면교육용 유아용 바디필
로우’(송현지), OTO 형태의 중고오토바이
평가 구매 대행서비스(양승진)가 선정되어
총 1,100만원 상금을 수여받았다. 창업지
원단은 이번 공모전이 창업사업화로 연계시
키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창업활성화에 시
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상용 창업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스타트 업이 성장하여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적
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한 시발점

패션산업학과 교수진은 지난 방학중 1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소재한
용강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공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주대

에서 우수 해외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국 용강직업고등학교와의 연계 프로
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9월 모집된 패
션산업학과 예비반 신입생 30명을 대상으로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경문수 교수의 강의가
펼쳐졌다. 닝보시 용강직업고등학교의 의상
과에서는 생산중심의 중국 의류산업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 패션산업학과와 중국 용

강직업고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중국
현지 기자와 학부모까지 수업을 참관했으며,
지역신문 닝보완보(寧波晩報) 1월 6일자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현지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교수진, 중국 닝보용강직업고등학교 방문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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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인 2월 29일(월) 오전11시
교수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여
섯 분의(박장경교수, 형경우교
수, 김창순교수, 은희천교수,
임옥수교수, 김연형교수) 정년
퇴임을 맞이한 교수 부부내외
가 착석한 가운데 양병선교수
(선교봉사처장)의 기도로 정년
퇴임식은 시작되었다. 이어 이
호인 총장은 “20~30년동안
꽃다운 청춘을 이곳 전주대학
교에서 열정으로 쏟아부어 주
신 교수님들과 가족들에게 감
사한다. 계속적으로 전주대를
위해 사랑과 관심 가져주길 기
도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문우식 총동문회 부회장은
“그동안 학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재배출을 위해 불
철주야 애쓰신 교수님들께 모
든 동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축사하였고, 이어 공로패 및 부상, 정부포상
상훈, 명예교수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교수들의 퇴임사 이후 김승종교수의 송사가
있었다. 그간 모든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쏟아낸 교수들과 제자들의 기념촬영을 뒤로
정년퇴임식은 막을 내렸다.

다음은 정년퇴임교수들의 퇴임 소감이다.
임옥수교수 (산업디자인학과)

“82년에 부임하여 산업미술디자인분야
가 처음 등장할때 교단에 서게 되었던 것 같
습니다. 나의 신조는 청빈하고 고결하고, 근
면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다.
이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 자리
에 서기까지 도와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
니다.”

박장경교수 (일본언어문화학과)
“전주대에 온지 벌써 35년이 흘렀다. 35

년전 학교에 올라오자면 주
변은 모두 미나리밭이었습니
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복잡
다난했던 교정이 아직도 눈
앞에 선합니다. 지금은 훌륭
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학
교로 발전하는 모습에 감사
할 뿐입니다. 남겨진 교수들
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은희천교수 (음악학과)
“75년부터 시작한 전주

대생활, 40년이 벌써 되었습
니다. 정년퇴임하는 교수님
들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
을 표현했지만, 저는 전주대
를 떠나는 것이 참 후련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번
제자들이 마련해준 정년퇴임
연주회도 너무나 감사했습니
다. 전주대 가족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김창순교수 (재활학과)
“공직생활을 하고 길지 않은 8년간의 전

주대학교에서의 생활속이 저에게는 많은 추
억과 즐거움, 낭만을 주었습니다. 부족한 저
를 그동안 함께 했던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전주대학교는 새 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듯이 여
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제2의 인생 출발선상에서 또 다
른 시작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마도 퇴임 후 다양한 계획
을 가지시고 여섯 분 교수님들께서는 전주대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은 너무도 크지만 또 한편으
로 이 분들의 새로운 출발은 축하받아야 마땅할 것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퇴임하시는 여섯 분의 빈자
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
섯 분 중 김연형, 임옥수,  은희천, 형경우, 박장경 등 다
섯 분께서는 우리 대학교에 3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부
총장, 처장, 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주대학교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중요한 역할

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김창순 교수님께서는 정부 부
처(여성가족부)에서 차관까지 역임하시고 우리대학교에
부임하신 후 의과학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
다. 아시다시피 전주대학교의 지난 52년은 그리 순탄하
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교수님들께서
는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교수님들
께서는 부총장으로서, 혹은 처장이나 학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 교수상조회 등
의 의장과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신 분도 계시고, 평
교수로 재직하실 때에도 늘 제자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심
으로써 후배 교수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

작하십니다. 비록 현직에서는 물러나시지만 다양한 형태
와 방법으로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재직 중에 말씀으
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가르침들은 이제 후배
교수들이 어려울 때마다 참조해야 할 지도가 되고 나침반
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후배 교수들이 어떤
어려움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무사히 정년퇴임하시기까지 가족들의 사랑이 또한 큰 힘
이 되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 가족들과 더불어 더욱 건강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교수님들
의 앞날에 주님의 인도와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
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 했습니다.
<정년퇴임교수 약력>

◈ 임옥수 교수(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학박사

▶ 경력

- 2001 ~ 현재: 한국조형디자인합회, 이사, 부회장, 회장

- 2006 ~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장

- 2009.02 ~ 2011.01: 예체능대학장

- 2010 ~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 김연형 교수(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 

▶ 학력: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

▶ 경력

- 1994.09 ~ 1996.08: 경상대학장

- 1999.03 ~ 2001.02: 대학원장

- 2003.09 ~ 2005.09: 교수협의회 의장

- 2012.05 ~ 2013.02: 부총장

◈ 형경우 교수(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 

▶ 학력: 연세대학교 요업공학박사

▶ 경력

- 2002.09 ~ 2004.02: 이공대학장

- 2002.09 ~ 2004.08: 자연과학부장

- 2002.09 ~ 2004.02: 생명과학부장

- 2002.09 ~ 2004.02: 응용과학부장

◈ 박장경 교수(인문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 

▶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 경력

- 1990.03 ~ 1994.03: 일어교육과 학과장

- 1991.09 ~ 1993.08: 사범대학 교학과장

- 1997.03 ~ 1999.02: 교육방송국 주간

- 2009.02 ~ 2011.01: 인문대학장

◈ 은희천 교수(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 

▶ 학력: 중앙대학교 음악(바이올린) 석사. 

미국 템플대학원 수료

▶ 경력

- 1988.03 ~ 1990.03: 예체능대학교학장

- 1988.03 ~ 2015.02: 음악학과장 

- 2004.09 ~ 2008.08: 예술문화종합연구소장

- 2011.02 ~ 2013.01: 예술체육대학장

◈ 김창순 교수(의과학대학 재활학과) ◈ 

▶ 학력: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 경력

- 2006.2 ~ 2007.08: 여성가족부 차관

- 2003.12 ~ 2006.6: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82년에 부임하여 산업미술디자인분야가
처음 등장할때 교단에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
다. 나의 신조는 청빈하고 고결하고, 근면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다. 이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사   정년을 맞이하여

김연형교수 (스마트미디어학과)

퇴임식을 맞으며, 하나님께 먼저 오늘의 감
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울러 동거동락
를 함께 해준 교수 ·직원선생님과 학생여러
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1년부터 35년 근무하고 정년을
맞이합니다. 전주대학교의 가족으로서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대학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
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보람도 느
꼈고, 또한 부족한 제가 여러 보직을 거치면
서 대학의 많은 가족들과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도전할 때도 큰 자부심과 긍지
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저 위치에
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례했다면 이 자리
를 빌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즐거웠던 일, 안타까웠

던 일, 미안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교정을 오르내리며, 거닐던 시
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더 오랜 시
간을 머물던, 연구실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보다
정이 많은 사랑의 공동체였던 전주대 교수였
음이 자랑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을 정
리하면서 전주대교수 였음을 더욱 감사하였
습니다. 

현재 대학들은 인문학과 기초과학분야의
폐과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 전주대학
교 가족 모두의 혼신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 있어 이 놀라운 발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젼과
새로운 각오로 더 긴장해야 합니다. 

퇴임을 하며 가장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며 즐거웠던 날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나 스스로 과연 올바른
스승이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아쉬
움과 미안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수로서의

여유만 누리다 퇴임하는 것 같아 미안할 뿐입
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로서, 내 학
문과 명예만을 위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스승의 권위만을 내세워
제자들의 부족하고 그늘진 곳을 살피지 못했
던 점이 없었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저를 위해 퇴임 환송연을 성대히 열
어주고 스승이 자랑스러웠다고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부족
한 스승을 공경해 준 여러 제자들에게 감사합
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여러분, 서로 믿고 격려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이 잘 구현되기를 소망
합니다. 학교를 떠나서도 몸담았던 전주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총장님을 중심으로 화
합하고 발전하는 전주대가 되기를 기도하겠
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보낸 35년의 세월
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 주어
진 사명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동
안 감사했습니다. 

송별사   김승종교수 (제5기 교수회장)  

“2015학년도 2학기 교원 정년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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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저는 이번에 전주대의 신임 교수로 새롭
게 임용되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학기는 저에게 무신경
한 시간의 반복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난
학기를 성찰하고 부족함의 회복을 꾀하기
도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애

3:22-23)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깨달음
을 묵상할 때마다 실패와 절망의 정도가
아무리 심각한 때에라도 은혜와 감사의
단비에 흔건히 젖습니다. 아침마다 새로
운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참
으로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심장의
새로운 박동과 코의 새로운 호흡과 삶의
새로운 환경을 선물로 받아 누립니다. 새
학기를 맞이함도 가깝게는 비록 제때에
납부한 등록금의 결과지만 엄밀하게 본다
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
로 하라고 주어진 방종의 준비가 아닙니
다.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
어떤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맡
겨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잘 관
리해야 하고 맡긴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학기에 주어진 생
명의 연장과 학업의 여건과 교육할 교수
와 학습할 건강과 공부할 장소는 모두 하
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
게 주어지지 않아 학업이 중단되고 학구
열도 얼마든지 진멸될 수 있었을 것입니
다. 그런 가능성을 재끼고 우리의 손아귀
에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
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이루어

진 일입니다. 진멸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예레미야 선지자
가 평화롭고 윤택한 시대에 한가로운 글
짓기의 한 소절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오히려 소망의 철저한 끊어짐
과 백성의 집단적인 조롱과 낙심의 밑바
닥에 주저앉은 회복 불능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경이로운 사실에
문자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
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기쁨과 희락이 싸
늘한 등짝을 돌린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
님의 인자와 긍휼의 진가를 더더욱 제대
로 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나아가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얼마든지 절망으로 변동될
수 있는 땅의 부귀나 명예나 업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교훈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를 고
백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
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소망을 두
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우리
전주인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며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연단과 성장이 학
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4학년인 나는 앞으로 졸업한 뒤가 궁금하
다. 어떤 일을 하던 즐겁다, 그렇기에 어떤 도
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철딱서
니 없지만 나 나름대로의 행복한 고민을 하
고 있다. 

하지만 나 외에 다른 20대들은 졸업 후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도전에 두려워하고 있
는 같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이
야기가 있다. 현재는 아주 가까이서 살고 계
시고 거의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외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는 1932년도 출
생이시다. 아주 오래전 태어나셔서 초등학교
도 제대로 다니시지 못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
리시기 위해 힘들게 사셨다. 결혼 후에도 여
전히 배우시지 못하고 일만 하셨다. 그게 할
아버지의 엄청난 한이셨다. 학벌이 없기에 중
요한 자리를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
치셨다. 역시나 같은 이유로 주변의 좋지 못
한 시선으로 항상 서럽게 사셨다. 늙어서는
증조할머니를 모셔 공부를 할 여건이 안되셨
다. 이래저래 점점 더 공부와는 멀어지셨고
할아버지의 유일한 배움은 성경뿐이었다. 그

렇기에 학벌은 잊고 사셨다. 
하지만 후에 증조할머니를 여의시고 할아
버지는 도전하셨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지 모르셨지만 차근차근 몇 년의 시간이라
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신 채, 2년 만에 중,고
등 교과를 검정고시로 통과하셨다. 

그렇지만 거기서 대학교라는 더 높은 꿈에
도전하셨다. 그리고 유일한 배움이던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 신학과를 선택하시고 대학에
서 원하시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셨
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손주들 같은 젊은
대학생들 쫓아가기란 쉽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 노력하셨다. 하루에 3시간이라는 짧은 숙
면을 하시고 대상포진이라는 병까지 걸리며
애쓰셨다. 4년간의 노력 후, 마침내 졸업했
다. 배움이라는 욕심과 더 큰 도전을 위해 현
재는 대학원까지 다니고 계신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진다. 이
글을 읽고 나이나 어떤 핑계로 도전을 포기
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보고 희망이나 다른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교수칼럼

새학기를 맞이하며

한병수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조혜민 기자
(기독교학과 4학년)

만학도의 끝없는 도전
희망칼럼

추웠던 겨울을 뚫고 활기와 생명이 넘치
는 봄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자연을 보면 정중동(靜中動)
이란 단어를 늘 떠올리게 된다.

추위와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요
하다 못해 심지어 얼어있는 것 같았던 모
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날과 생명
을 향한 엄청난 움직임이 끊임없이 지속되
어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봄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 

자랑할 것이 많은 전주대학교이지만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자랑중 하나는 우리 대
학의 역할이 지역사회, 특히 지역교회의
연합을 위한 밀알이 되고,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대학이라는 점일 것이
다.

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 협의회의 뜨거
운 사랑과 헌신은 우리대학이 힘차게 날개
치며 더 높이 올라가는 큰 힘이 되고 있음
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해주시는 홀리클럽 또한 참으로 감사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다.

전주대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아름다운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협력과 연
합,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 가
능한 것이 바로 개혁일 것이다.

지난학기부터 우리대학에서 고요함 가
운데 준비하여 이번학기 활화산 분출하듯
생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양 성경과목의 개혁인 것이다.

대학과 지역교회, 그리고 선교단체가 연
합을 이룬다는 것은 성공의 예가 거의 없
는 불가능한 환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우리
대학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눈높이 접근과 기

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
씀을 나눌 수 있는 심장의 두근거림 또한
사랑으로 연합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신실한 섬김
과 헌신으로 연합을 위해 애쓰며 수고한
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달란트이자 노하우
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귀한 이가 있었
다.
밤 열한시가 넘도록 워크숍을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과를 진행해도 학생들
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하는 그들의 열정
은 퍼붓는 눈길도 막질 못했고, 피로를 뛰
어넘었으며 다음세대를 향한 꿈으로 가득
한 기대와 흡족함으로 차고 넘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
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 내 많은 분들의 이
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의 기도로 중보
해주신 분들의 헌신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신실하고 이타적 헌
신에 가득한 강의들을 통하여 인성과 지
성, 그리고 영성이 훈련되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역시 전주대학교 출신이라는
인정과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
한다.

전주대여 !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름다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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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민족적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3·1 운동이다. 이는 97년
전 3월 1일에 일어난 거국적 독립운동으
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고 수없이
들었다 하더라도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
겨야 할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수세기 전부터 일본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 왔다. 지금도 그들은 독도
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2월 28일에 방영된
뉴스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
을 천명하기 위에 일본에 간 독도수호 관
계자에게 그들은 말할 틈을 주지 않았으
며, 되레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서간 민족 지도자들과 일반
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어
놓은,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
야 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자고로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
렸다. 그들은 1510년 무역을 요구하며
삼포왜란을 그리고 1555년에는 을묘왜
변을 일으켜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
1592년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물론 왜군들은 이
순신 장군의 해상권 장악과 전국에서 봉
기한 의병들의 활약에 의해 격퇴되었지
만, 그들은 침략 7년 동안 우리국토 황폐
와 문화유산 파괴를 자행하고 사회상을
어지럽혀 놓았다. 이후 잠잠해지는가싶
더니 1875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후
이를 빌미로 1876년 군함과 함께 군대
를 강화도에 상륙시켜 강제로 병자수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야욕은 여기
서 끝나지 않고 19세기 후반부터 더욱

본격화 하였다. 그들은 1895년 국모인
민비를 시해하였고, 1905년 을사늑약을
자행 하더니, 드디어 1910년에는 국권
을 찬탈하였다.

아무튼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미
국, 영국 등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의 운명은 풍전등화 (風前燈火)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야할 대신들
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강국의 앞잡이 노
릇을 하느라 나라의 장래와 백성은 안중
에도 없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종
교적, 사회적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민족
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먼저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
했던 서재필이 돌아와 1896년에 독립협
회를 만들었다. 독립협회는 처음 서재필
을 위시하여 윤치호, 이상재 등 기독교 인
사들이 주도하였고 그리고 남궁억, 정교
등 유교혁신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어 자본가, 농민들, 광산 노동자들, 선각
적 여성층, 학생층 등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하였다. 본 협회는 독립신문
을 제작하여 자주독립, 민권신장, 국가의
자강에 대한 계몽에 주력하였다. 이 무렵
유교측에서는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발
간하였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 되
자 울분을 참지 못한 민영환이 민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여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정부관료 중에 좌의정 조병세와 참
판 홍만식 대사헌 송병선 등도 분함을 이
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
고 기독교인 김하원, 이기범, 차병수는
‘사수국권’이라는 현수막을 종로 네거
리에 내걸고 구국연설을 하였다. 홍종익,
홍종필(익산 웅포로 이거 후일 개복교회
당회장, 장로회 총회장 역임) 형제 같은

이들은 지방으로 낙향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이 민족적 울분과 관련된 일련의 사
건들이 백성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 시
켰고 후일 독립만세운동의 바탕이 되었
다. 

일반인들의 비폭력적 저항과는 달리 을
사조약을 빌미로 일본의 침략이 모습을
드러내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무력으로 항
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의병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원주, 여주, 강
릉, 장호원 등 전국에서 일본군에게 타격
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항일 감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조선 YMCA
회관에서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청년독
립단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것
이 자극제가 되어 서울에서 3·1 독립만

세운동이 추진되었다. 드디어 3월 1일
손병희, 길선주, 한용운 등 천도교, 기독
교, 불교 대표 33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
언서에 서명하였다. 이 독립선언서를 가
지고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파고다공
원에서 낭독하므로 3·1운동은 시작되
었고 이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 중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다. (기
독교인 16인, 천도교인 15인, 불교인 2
인) 이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사회와 민족
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위해 나
섰다고 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해 나라 안
밖에서 활동한 김구, 함태영, 이승훈, 이
갑성,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등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
다. 새문안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상동
감리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의 교인들
과 배재학교, 경신학교, 이화여학교 등 선
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독
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을지언정 비
난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의 상황
은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인터넷에‘개
독교’라는 단어가 자주 뜨는 것으로 보
아 요즈음은 핍박은 없으나 비난 받는 기
독교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다 같이 자
성해야 할 때이며, 3·1독립운동 정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애국심 본받는 일이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울의 종
로와 정동 등지에 있는 항일의 현장을 찾
아보며 기독정신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
람으로 관련 사진들을 게재하였다. 전라
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에 대해서
는 다음호에 게재할 계획이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 32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서명 그림. ▲ 서울 연동교회의 애국지사들,이준,이상재,정재용,이갑성,김마리아도 보인다.

독립만세운동과 기독교

▲ 정동에 위치한 을사늑약의 현장‘중명전’

▲ 고종의 시종무관 민영익 생전의 모습. 그의 자결터에 세워진 기념비 

▲ 어린 나이에 순국한 유관순과 이화학당 교정의 기념비▲ 정동제일 감리교회 ▲ 파고다 공원내에 있는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파고다 공원 팔각정 손병희 동상▲ 구 태화관 자리에 세워진 독립선언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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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에 오를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커피는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을까? 바로 850년 경 '원두의 나라'나
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던 염소지
기가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염소들이 나무

에 달린 열매를 먹고 늘 생기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똑같은 효과를 느끼고는 여
러 사람들에게 이 열매의 효능을 퍼트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커피를 뜨겁게 끓여 마시는
관습은 200년이 지나서야 생겨났는데, 그

전까지는 무슬림들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어
교회에서 금기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
황 클레멘스 8세가 음료를 맛보고 축복한 이
후로 전 세계에 널리 음용되기 시작했다.

[인용 : 역사잡학사전-앤털 패러디 지음]

세계문화 엿보기 -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나 관습, 음식문화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한다.

<영화만평>

· 장르 : 드라마    · 감독 : 조정래
· 한국 127분 2016.2.24. 개봉     
· 15세 관람가 

1. 위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영쓰 :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겨우 일본군에서 빠져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대사에서 얼마
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라는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
이 났던 장면이었다.낄 수 있었다.

좀비 : 일본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던 소녀들이 '
나비'가 되어서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귀
향하는 장면에서 그 분들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
다.

2. 위 영화를 전주대학교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영쓰 : 뉴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안부의 소식을 자주 접하였지만 그렇게 와 닿지 않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하여 가슴 깊이 마음으로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
기에 추천하고 싶다.

쥬쥬 : 우리가 들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달픈 삶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이
고. 그 분들의 아픔을 겪진 않았지만 그 아픈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추
천한다.

좀비 : 우리나라의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
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이다.

3. 영화 감상평을 한 줄로 표현해본다면?

영쓰 :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여운이 남는 영화

쥬쥬 : 그 분들의 삶, 절대 잊지 말자.

좀비 :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영화. 

_ 취재 : 조은비 기자

<귀향>

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료 (1인분)

- 만두피 6장
- 설탕 3큰술 
- 견과류 조금

1. 견과류를 봉지에 넣은 뒤 숟가락을
이용하게 잘게 쪼갠다.

2. ①의 견과류를 설탕과 섞어준다.   3. 만두피를 한 장 놓고, 
②의 재료를 그 위에 올려준다.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3가지 재료로 3분이면 뚝딱! 만두피를 이용한 간단한 호떡 만들기! 

Tip!! 견과류는 하루 견과용으로 나온 것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다. 제품 봉지를 뜯기 전 숟가락을 이용하여 분쇄하면 ①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⑥에서는 중간불로 만두피 호떡을 튀겨 준다. 센 불로 하게 될 경우 호떡이 탈 수도 있다. 

4. ③의 만두피 주변에 물을 살짝 묻혀 준 뒤 
그 위에 만두피 한 장을 올려놓는다.

5. ④를 밥 그릇이나 반찬 통의 뚜껑을
이용하여“꾹”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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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달궈진 기름에 튀겨준다. 완 성

1. 전주대학교 학우들을 위한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으로 학생회관 226호에 위치한 곳은 'OOOOO'이다.
2.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담긴 주요 내용은 'OOO OO'이다.
3.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은?
4. 포르투갈의 수도는?
5. 중국, 인도와 서유럽을 잇는 고대 무역로로 비단길이라고도 하
는 교통로의 이름은?
6.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날씨의 'OOO'가 커진다.
7.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재를 막기 위해 의회 안에서 이뤄지는 합
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8. 서로 허물이 없거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친구관계를 가리키는 사
자성어는?
9. 음악에서 악곡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되풀이하여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기호는?
10. 전주대학교 제 43대 총학생회 명칭은?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선착순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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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같 삼 깨 감 경 고 욱 화 복 타 돈

더 맹 행 육 라 덩 연 찹 탄 학 건 팟

츠 뎌 집 일 처 국 탁 삼 배 생 햐 살

허 축 학 물 교 임 룽 도 돌 이 표 젝

제 훌 생 깅 가 차 전 븐 형 원 현 휼

막 역 지 우 림 인 옹 답 민 실 의 뎁

곡 택 원 를 전 탑 리 징 로 글 자 탑

황 기 실 크 로 드 내 시 더 블 유 저

충 맞 프 슥 별 겉 슬 육 전 흉 와 욥

턴 독 촬 집 범 엘 무 샌 닻 리 뎁 레

할 권 동 블 싱 훔 필 리 버 스 터 골

래 새 녹 셩 롱 격 민 에 탐 본 들 서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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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대 동계해외봉사, 봉사의 꽃! 배움의 장터!

이번 동계해외봉사활동은 현지 대학생들과의 봉사 및 협력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의 글로벌한 마인드와 봉사정신을 심어주었다. 각 학생들에게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지 미개발 지역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리고 좋은 인연과 배움을 선물해주었던 따뜻한 봉사활동 현장을 느껴보자.  

지역 = 캄보디아, 프놈펜(꼬마비전센터, EFFM사립학교, 뚤봉로비전교회)
인원 = 27명(단장 1명, 부단장 1명, 인솔 2명, 재학생 23명)

[3팀으로 구성해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목록]
•교   육   팀 : 한글비즈공예, 티셔츠제작, 직업체험, 까나페 만들기, 신체 및 혈액검사 등
•문화예능팀 : 축구, 태권도, 율동, K-POP, 네일아트 등 
•지   원   팀 : 사진 및 영상촬영, 요리, 레크레이션, 특송 등

경영학부 금융경영전공
4학년/임현우

추억팔이
함께 고생했던 많은 인원들과 다시 한
번 다녀오고 싶을만큼 모든 것이 아름
다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추
천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1팀  2015. 12. 22. ~ 2016. 01. 07. (16박 17일)
★팀장한마디 지역 = 캄보디아, 프놈펜(꼬마비전센터, 뚤봉로공립학교, 뚤봉로비전교회)

인원 = 41명(단장 1명, 부단장 1명, 인솔자 2명, 관계자 1명, 재학생 36명)

[4팀으로 구성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목록]
•무지개학교팀: K-POP, 한지등 만들기, 태권도 및 축구교육, 한국어 및 영어교육 등
•노아어린이집팀: 바람개비 만들기, 국기 그리기, 퍼즐 맞추기 등
•뚤봉로공립학교팀: 풍선아트, 달란트 시장, 게시판 꾸미기 등
•지원팀: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요리, 레크리에이션, 선교 활동 및 특송, 의료 등

디자인학부(리빙디자인전공) 
4학년 / 이병연

13박14일 동안 팀원들과 같이 봉사하고 고생
했던 날들이 제 인생의 작지 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소중한 나날
이였고 캄보디아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
께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통해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
니다. 캄보디아2팀, 다원팀 사랑합니다!

캄보디아 2팀  2016. 1. 8. ~ 20. (13박 14일)
★팀장한마디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68번 학교

인원 = 27명(단장 1명, 부단장 1명, 인솔자 2명, 관계자 1명, 재학생 22명)

[4개의 팀으로 구성해 울란바토르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5명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 목록]
•교육팀: 한국어 교육, 보건건강교육, 지갑 만들기, 비누만들기 등
•문화예능팀: K-POP, 율동배우기, 태권도, 한국 전통놀이 등
• IT팀: 파워포인트, 포토샵, 3D 체험 등
•지원팀: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선교 활동 및 특송, 의료 등

사회복지학과
4학년 / 정득수

해외봉사는 나에게 있어 롤러코스터 같았
다. 추위라는 큰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무사히 완주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인생에 있을 수많은 롤로
코스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몽 골 팀 2016. 1. 21. ~ 31. (8박 9일)
★팀장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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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초 의  기 적 , 감 사 의
힘’(데보라 노빌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 나오는 일화이다. 미
국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윌 톰슨은 고등학
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 집에서
빈둥거리며 비행 행동을 일삼는
문제 청소년이었다. 그는 여자
친구를 태우고 돌아다닐 오토바
이 살 돈을 구하기 위하여 뉴욕
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여자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과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 

▼ 영업이 끝난 뒤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모았다. 그가 세 가
지를 당부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둘째, 고객
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
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분명하
다. 셋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
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
다.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지
배인의 훈시에 모두들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품을 하였으
나 윌은 지배인의 이야기에 깊
은 인상을 받았다. 억지 같으면
서도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있
다고 생각했다. 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 특히 무례
한 손님이나 말썽꾸러기 아이들
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 ‘감사
의 세 가지 원칙’을 외웠다. 결
국 윌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
을 모으고도 식당 일을 그만두
지 못했다. 그 일에 흠뻑 빠져버
렸기 때문이었다. 고객들의 인
기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
다. 사장의 배려로 윌은 야간대
학을 졸업했고 부지배인으로 승
진했다. 그뿐 아니었다. 경영대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에
게 최고의 기업들이 줄지어 손
을 내밀었다. 값싼 오토바이 한
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웨
이터 보조 일을 시작한 건달 청
년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불평불만에 빠져있던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0.3초의 기적’이었다.

▼ 감사란 지금 내가 처해 있
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동이 일
어나고, 감동이 일어날 때 기적
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작은 것
이 커지고 적은 것이 많아진다.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흘러넘치
게 된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2016학년도를 새롭게 시작하
는 전주대학교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라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
다.“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우리가 말하는 ‘있어야 될 것’이란 무
엇입니까? 인생의 키가 되는 것, 많은 사
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닐까요? 돈이 있는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돈을 낳
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그 있는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더
하지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기를 원하는가? 2016
년 새학기를 맞아, 전주대학교의 공동체는
우리 학교에 과연 올 한해 무엇이 ‘더하
여지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있는’ 학
교가 되어 더욱 넉넉해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봅시다. 반면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
습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은 우
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
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돈’을 가지
고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
하는 것이다. 너희 쓸 것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리고는
말씀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
람들을 다 보내신 후, 제자들이 다시 예수
님께 왜 저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냐

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
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에게는 ‘없고’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무었입니까?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정말 ‘물질’과
‘돈’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가
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
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영, 혼, 육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
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
원은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 세상이 없는 풍성함이 넘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있으면’ 절망
이 ‘더하여’ 절망이 ‘풍족’해지고, 소
망이 ‘있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풍족’해집니다.

올 한해도 예수 그리스도안에 소망이 풍
족한 삶을 사는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는 자 (마태복음 13: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진리의 샘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담임)

일본에서 출간되어 2015년에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낸 기시마 이치로와
고가 후미다케가 공저한『미움받을 용
기』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동시대의
철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소크라테스식 산파술을 구사하는 철학자
와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열등감이 많
은 청년이‘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
다.

먼저 저자들은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 더 중요
하다고 말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도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
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용기 즉‘인정 욕구’가 아닌‘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저자들의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
려워하지 않는 자유, 우리는 저자가 말하
는 ‘공동체 감각’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공동체 감각’이란“나

는 가치 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반
드시‘수평적’이어야 한다. 상급자든 부
모든 결코 상대를 억압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공동체 감각’을 지니기 위
한 3단계로서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
자 공헌 등을 들고 있다.‘자기 수용’은
바꾸지 못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차분
함과, 바꾸지 못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며 바꿀 수 있는 용기 능력을
가리킨다. ‘타자 신뢰’란 상대와 수평
적 관계를 맺음으로서 인간관계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마
지막으로‘타자 공헌’은“공동체에 헌
신함으로써‘나의 가치’를 실감하는 단
계”이다. 그래서 나는“내가 남에게 무
엇을 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한
편, 자신이 변화되고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존재의 차원’에서 상대

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저자들은“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나의 힘’으
로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
는 것이니만큼 늘 건전한 ‘공동체 감
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40주 넘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그만
큼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
고, 그 무엇보다도‘공동체 감각’이 절
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공동체 감각’

책읽는 남자

- 기시마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

『미움받을 용기』

김승종 교수(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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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목요아침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전8:00 대학교회
지난 3일(목) 오전 8시 대학교회

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2016년도 1학기
목요아침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이
날 김승훈 목사(대학교회 담임목사)
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본
문으로 “있는 자” 라는 말씀을 전
했다. 김승훈 목사는 ‘소망의 근원

오직 한분 오직 예수그리스도이시
며, 오직 주님이 우리안에 충만함으
로 계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지혜와 소망이 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넉넉함으로
학교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
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학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한다.’

며 말씀을 선포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갖고 있는 ‘목요아침기도
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전
주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
다. 이 시간을 통해 전주대학교 안
에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
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
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다니엘 기도’로 시작하는 새학기

개강을 맞아 전주대 선교봉사처
에서 캠퍼스복음화를 위해 교직원,
학생,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 소속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로 새학기를 시작하고자 3월 3일
(목) 오후7시 연합집회를 가졌다.
대학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연합집
회는 본당 1,2층을 꽉 채운 많은 사
람이 참석하여 찬양과 말씀, 기도로

나아갔다. 경배와찬양학과 학생들
의 찬양과 집회로 시작된 집회는 정
동영목사(한국외국어대학교회 담
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의 말씀으
로 이어졌다. 정동영목사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희생하여 일만시
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때에 이 나라
민족의 다음세대가 세워질 수 있습
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에 주신 부흥의 기회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헌신하십시오”라고 설교
했다. 이 연합집회에는 전주대 채
플, 교양성경과목 담당교수 및 선교
단체 간사와 리더, 그리고 전주의
교회 지도자가 함께 연합하여 가진

집회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어
진 합심기도는 ‘전주대 영적부흥
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양 성경 담당자들과 중보자, 학
생을 위해’, ,채플 담당자들과 중
보자, 학생을 위해’,‘전주대 내 선
교단체들과 헌신하는 간사들을 위
해’,‘유학생들의 복음전파와 영적
성숙을 위해’제목으로 진행되었
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
는 집회였으며, 전주대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뿐 아니라 이 민족에 부흥
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
해본다.

- 편집부 - 

- 매주 목요일 오후7:00 대학교회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부서의 동료나 학생 중에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면    선교지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2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 교직원 개강예배 
- 일 시: 3. 9.(수), 11:00, 대학교회    - 말 씀: 최임곤 목사(전주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CCC는 전도, 육성, 파송
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40
개 도시, 300여 개의 대학
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전세

계 190여 개국에서도 net-
work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학생 선교단체입
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국 제 대 학 선 교 협희외
(CMI)는 대학생들이 이 땅
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성경과 삶으로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제대학선교협의회 (CMI)
(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예수제자운동은 개혁주의
적 입장에서 성경을 정확무
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
으며, 성경적 교리들을 지지
하며,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

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뜻
과 말슴의 원리를 따라 행동
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입
니다.

예수제자운동 (J.D.M)  (Jesus Disiple Movement)

IVF는 온 진리, 온 가족,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나라

운동입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
(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1992년 대학생 예수 제
자 사역에 헌신된 50여명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
교파 선교단체,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을 토대로 민족복

음화와 세계선교를 돕기 위
하여,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
신된 삶을 자원하여 모인 예
수님의 증인공동체이며, 제
자공동체입니다.

제자들선교회 (D.F.C) (Disciples For Christ)

Jesus first Others sec-
ond, You third..spell JOY
의 JOY Spirit을 가지고 국
내 캠퍼스 사역, 해외캠퍼스

사역, 교회지원사역, 문서사
역과 제반 지원사역을 통해
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조이선교회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ESF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
로 설립되었으며 캠퍼스복
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적 초
교파 학생선교운동 단체입
니다.

(사)기독대학인회 (E.S.F)
(Evangelical Students Fellowship)

대한예수교장로교(고신)
교단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
성된 선교단체, 훈련과 양육

을 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학생신앙운동 (S.F.C) (Student For Christ)

예수전도단은 예수 그리
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 들
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
다.

예수전도단 (Y.W.A.M) (Youth With A Mission)

DSM은 내 자신의 진 복
음의 빛, 우리 민족이 진 선
교의 빛을 캠퍼스 선교 및
타문화권 선교로 갚기 위해

1981년 5월 한국에서 창립
된 복음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빚진자들선교회 (D.S.M) 
(Debtors to Saviour Mission)

착한‘선교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출처/ 학원복음화협의회

2016년 2월 29일(월) 오후2시
스타누리 개관식이 있었다. “스타
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의미의 ‘스
타누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
한 기숙사이다. 2015년 7월 첫 시
공하여 약 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걸쳐 완공된 ‘스타누리’는 지하1
층에서 지상3층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개관식에 앞선 예배에서 김승
훈목사(대학교회 담임)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이곳 전주대학교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이 시편 23

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처에
서 평안을 누리게 되길 기도한다”
고 했다. 스타누리에서는 중국인2
인, 한국인1인으로 이루어진 멘토
시스템 운영으로 ‘밀착지도’를 하
게 되는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
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
육을 담당하는 국제교육교류원(고
선우 원장)에서는 앞으로 1학년당
800여명, 총 3000명의 외국인 유
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호인 총장은 “스타누리 개관을 출
발로 전주대학교가 인류대학으로
진입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발점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취재: 조은비기자, 보도: 편집부

“멘토시스템 밀착지도로 유학생기숙사 운영”
유학생들을 위한 스타누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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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in life we are often unsure
of how to respond to changing situations in
the world around us. The problem is often
we have no clear direction or picture of
where we are going. We lack a defined des-
tination. We lack vision. Let me ask you today
"What do you see?" As you start a new se-
mester, ask yourself “Where am I going as a
Christian? In terms of vision there are 3 dif-
ferent types of people. 

1. Looking Back People 
These people are always looking back-

wards. All the people ever talk about are the
“good old days”. They miss what is happen-
ing today because they are always looking
back to yesterday. Decisions are based on
what has worked in the past - if it was good
enough for them then, it is good enough for
us now. In Psalm 137:1-4 the children of
Israel missed what God was doing. God was

doing a new thing but they did not under-
stand. They saw the captivity as an end and
not a beginning. Franklin Field said, “Poor
eyes limit your sight; poor vision limits your
deeds.” While you can learn from the past,
you can’t live there. You have to live and
adapt to where you are or you will perish.
While living in Korea I’ve met a lot of for-
eigners who are living here but they act like
they are still living in their home country. And
to tell the truth a lot of them are miserable.
This just does not work. You have to adapt
in order to survive and live here. How do you
look at your walk with Christ? It does not
matter how God has used you in the past
how will He use you in the future?

2. Looking Present People 
These people are always concerned with

pressing issues. They seem to always be in
maintenance mode, just trying to keep their
head above the water. Decisions are based
on immediate assets. A pig ate his fill of
acorns under an oak tree and then started to
dig at the roots around the tree looking for
more acorns. A crow remarked, "You should
not do this. If you lay bare the roots, the tree
will wither and die." "Let it die," said the pig.
"Who cares as    long as I find acorns to eat?"
Present people are realistic and comfortable
as long as the, church services are good,
needs are met and the people are happy.
They think all is well and if it isn’t broken then
don’t fix it. The problem is that they walk by

sight and not faith. We need to have a greater
vision as individuals of God’s plan and a pur-
pose in our lives. Do our prayers reflect
God’s greater glory? 

3. Looking Future People 
These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ward.

They believe that the best is yet to come.
They invest all they have today so that they
can be all that God wants them to be tomor-
row. One of the reasons that we don’t take
risks is fear of failure. However failure is just
a part of life and is often a prerequisite to
success. If you aren’t failing then you aren’t
trying! I once heard, ‘Failure is the Backdoor
to Success’. If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vision as a Christian, then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there will be times in the future
that we may fail. Jonas Salk attempted 200
unsuccessful vaccines for polio before he
came up with one that worked. Somebody
asked him one time, "How did it feel to fail
200 times?" This was his response: "I never
failed 200 times at anything in my life. I sim-
ply discovered 200 ways how not to make a
vaccine for polio." Jesus was a risk taker. He
entrusted the salvation of the world to 11
weak and frightened men. Through God’s
power and vision they changed the world.
Instead of looking at the past or trusting in
the present they saw God’s future church
and boldly went forward to make it happen.
A vision without a task is a dream; a task
without a vision is drudgery; a vision and a

task is the hope of the world. Eight-year-
old Frank had looked forward to this partic-
ular Saturday because his father had
promised to take him fishing if the weather
was good. There hadn’t been any rain for
weeks and as Saturday approached, Frank
was confident of the fishing trip. But, wouldn’t
you know it, when Saturday morning came,
it was pouring out and it appeared that it
would continue all day. Frank wandered
around the house, staring out the windows
and complaining more and more. "God should
have made it rain yesterday. Doesn’t He
know today is Saturday and people like to do
things on Saturday!" His father tried to ex-
plain how badly the rain was needed but
Frank was adamant. "It just isn’t fair," he said
over and over. Then, about three o’clock, the
rain stopped. There was still some time to
fish, so off they went to the lake. Whether it
was the rain or some other reason, the fish
were biting like crazy and they returned with
a full string of big fish. At dinner, when some
of the fish were ready, Frank’s mom asked
Frank to say grace. Frank prayed and con-
cluded his prayer by saying, "Ah, God, if I
sounded grumpy earlier today, I guess it was
because I couldn’t see far enough ahead."
There’s no doubt that a lot of our complaining
is because we can’t see far enough ahead in
our walk with God. We only have our eyes
focused on the past and the now. As you look
into your relationship with God this upcoming
year at JJU, what do you see?

Take a Risk? (Hebrews 11:6-10)

By Scott Radford

As the new school year opens, change al-
ways accompanies it. Of course, for the first
year students, it is one of the biggest changes of
their young lives. Many will be living away from
home for the first time. Mother and father will
not be there, to wake them in the morning, do
the laundry, shopping or cooking. Deciding how
much time to spend on homework, or whether
to do it at all, becomes solely the student’s de-
cision. Many students will have to find a part time
job for the first time. Adapting to a new life style
will be a major factor in their future.

Another first for some students is having
their behavior in the classroom prevent or en-
hance their chances of getting an A+. In many
high school English classes, the grade a student
receives is based only on his test scores. Now
at the university level, the student with the
highest test scores may not get an A. Poor par-
ticipation in the classroom can lower the grade
to B or even C. Poor participation can be usually
attributed to one of two things. The first is an
un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class. The
second and most common is a student doing
negative things. These include using your cell

phone, chatting to your friends, not bringing your
books or in some cases, sleeping in the class.
Many students ask me, “Teacher, my English is
better than my friend, so why did he get a higher
score?” The answer is often, “His participation
was better.” So remember when you choose to
use your cell phone, chat to a friend or have a
brief nap in class, these activities can and do af-
fect your grade. 

Another new change this year at Jeonju Uni-
versity is the opening of Star Nuri dormitory. I
walked over there before school started and it
appears that it will be open for the start of this
school year. It is small but those lucky students
who will be living there will share a bond that
only a small dorm set up can provide. 

Many times people are frightened by change.
It brings the unknown into our lives. Of course
change can be devastating to some people. Jobs
will be lost. One industry that is facing a serious
challenge due to the internet is the newspaper
industry. As people rely more and more on the
internet to get information, less people are buy-
ing newspapers. I would not recommend to
students to look for a career in the world of
newspapers unless that job readily can be
switched to the internet. Other jobs like retail
sales and library science are also changing
quickly. One needs to look to take advantage of
these changes so they don’t have a bad effect
on your life.

In closing, I would like to welcome back all of
our returning students. Some are back after only
two months away. Others are returning from
longer absences like military service or work
term jobs. Either way, old or new, I hope the
coming year at Jeonju University is productive,
fun and prepares you for the ever changing life
ahead.

Spring Brings Change

Do you know how to kill a werewolf?
Don’t be alarmed if you don’t.  It wasn’t until
recently that I learned the secret.  If you
are a player of Dungeons and Dragons,
which I am not, then you will know that you
can only kill a werewolf with a silver bullet.
It was explained to me that a silver bullet
fixes the problem; in fact, in our society a
silver bullet is a quick fix, something that
doesn’t take effort, it requires little, if any
work.  For example, just eat Special K and
bam, you are slim and desirable, or carry a
Gucci bag and you are part of the in-
crowd, be on Jeonju University’s soccer
team and you are popular.  Wouldn’t it be
lovely if we had silver bullets that would fix
every proble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tudying!

Many of you will study English this se-
mester, possibly for the first time since
Middle School, and you are hoping to find a
silver bullet to kill the Werewolf of English
class.   Unfortunately, I’m here to tell you
that there is no such bullet, but there are
some approaches that will help you to be
successful. 

First, go to all your English classes!
Attendance is crucial even if your class is
on a Monday morning, or a Friday after-
noon.

Second, read and study the unit infor-
mation before you go to class so you un-
derstand the material as much as possible,
but don’t worry if you don’t understand it
all, your professor will explain it more fully
in class.  

Third, participate, participate, participate!
Active learners receive better grades, so
don’t be tempted to daydream, use your
phone, or sleep - active sleeping or texting
do not improve your grades. Watch English
movies, listen to English music, and read
some English books, as they will help to
develop your English skills.

Fourth, do your homework and assigned
tasks, and I don’t mean doing it two minutes
before class starts or copying your friend’s
work- they might be wrong. Completing
homework and tasks will help you to retain
what you have learned in class.  

Lastly, don’t be afraid to make mistakes.
Speak English as much as possible and
your English will improve.  

There is no silver bullet to kill the were-
wolf of English class, but if you follow these
simple suggestions, you will be successful
in taming it.  

On behalf of the professors of English,
we wish you a great and successful se-
mester.

The Werewolf of English Class

By Stuart Scott By Pauline Kild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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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북대학 학교현장실습과 사회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 ‘사랑’을 배우다.

2014년 12월 21일 월요일. 한국시
각으로 새벽 1시 30분. 전주대학교 사범
대 학장인 유평수 교수님과 그 제자 사범
대학교 학생 12명, 우리는 전주대학교에
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12명은 3주간 허베이대학교 공상학원
한국어학과 1,2,3학년 학생의 한국어 수
업참관 및 실습, 그리고 1대1로 파트너
를 맺어 그들과 문화를 교류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
를 위해서다.
3시간정도 비행기를 타고 나니 시차

로 인해 어느새 시간은 한 시간이 거꾸로
흘러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

해있었다. 자욱한 스모그에 싸인 도시는
이방인인 우리를 거부하고 경계하는 듯
보였다. 마중을 나온 교수님들의 안내를
받아 두시간정도 버스를 타고 우리는 우
리가 3주 동안 지낼 장소인 허베이대학
교 본부 외국인기숙사에 도착했다. 깨끗
하고 잘 정돈된 곳이었다. 간단히 짐을
풀고 식사를 한 후, 우리들의 파트너들을
만나러 허베이대학교 공상학원으로 이
동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파
트너를 만나러 갔다. 파트너들과 짧은 담
소를 나눈 후, 우리들은 한중청년교류협
약을 맺었다. 우리들의 3주간의 이야기
는 이제 시작된다.

최정현 (국어교육과)

첫만남
교육봉사 3주차부터 우리는 여기 학생

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 실연을
하게 되었다.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수업 실연에서 느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은 2가지
였다. 언어적 직관의 부재와 한국어에 대
한 노출의 부족이었다. 먼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은 필연적으로 가
지고 있는 언어적 직관이 한국어가 외국
어인 중국인들에게는 없었다. 언어적 직
관의 부재로 인해 수업을 진행할 때 한국
인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이나 말
의 뉘앙스 등을 정제된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
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인이 처음 한국어
를 배울 때는 자연스럽게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한국어에 노출된 환경에 놓
인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
을 찾아서 듣는다 해도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접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아쉬
운 점이다.

중국 학생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어려움을 느꼈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는 다
른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문
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회자
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만
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고, 헤
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있다
는 말이다.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가 헤
어짐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눈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별에 우리는 무력
할 뿐이었다. 어느새 3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정’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워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왔다가, 떠나갈 때 이리도 아
프게 발목을 잡는다. 처음에 우리를 거부
하고 밀어낼 듯 자욱하게 깔렸던 스모그
는 이제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이불
이 되어있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
랬다.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이방인이 아닌 손님으로, 친구로

맞아주었다. 사랑을 나눠주러 왔다가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스좌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내
려오니, 한 시간 거꾸로 흘렀던 시계는
한 시간을 건너뛰어 어느새 원래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한 시간의
시차에서 우리가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 잃어버린 한 시간의 상실감보다 중국
친구들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상
실감이 더 컸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난 아직
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학생대표
‘심남’이 했던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
이 난다. ‘우리들은 당신들 하나하나를
기억할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 하나하나
를 기억해 주세요.’

공상학원의 왕려문 교수님, 그리고 매
영, 효욱, 심남, 효연, 루루, 가기, 이문,
첨예, 효미, 미기, 공묘, 소예, 종오, 강산,
아혜, 우동, 하쌍, 윤경, 운양, 석경, 첨기
그리고 외국어 학원의 설정, 한동, 역웅,
신영, 건학. 우리는 당신들 한명 한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도 우리 한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들을 생각하니 만해 한용운 시인
의 ‘님의 침묵’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
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
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
을 믿습니다.’ 친구들, 비록 지금의 이
별이 시리도록 아프지만 언젠가 다시 만
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첫 주와 둘째 주까지는 학생들
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셋째 주에는
직접 한국어 수업을 하는 일정으로 중국
에 왔다. 그 일정에 따라 수업에 참관하
기 위해 아침 7시 40분 버스를 타고 공
상학원으로 출발했다. 버스정류장에는
파트너들과 팀장들이 추운 날씨에 언 손
을 호호 불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파트너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함
께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한 힘이 되어주
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관해본 한국
어 수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았
다. 한국어를 1년 조금 넘게 배운 2학년
학생들이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어로 진
행하는 회화수업을 듣고, 수준 높은 문법
수업을 듣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보고 우
리도 더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
졌다. 

교육봉사와 더불어 우리는 한중 문화
를 교류하는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
국의 비빔밥, 김밥 만들기 행사와 중국의
만두 빚기 행사, 중국 연말파티 참석 등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
류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행사
를 주최했다. 가장 먼저 열린 행사는 한
국의 비빔밥, 김밥 만들기 행사였다. 행

사는 12월 25일 성탄절 오전에 열렸다.
재료는 12월 24일 전날 교수님과 중국
4학년 팀장 2명, 한국 학생 3명이 중국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서 준비했다. 중국
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 굉장히 부담
스러웠다. 우리가 하는 김밥, 비빔밥이
중국 학생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한국의
김밥, 비빔밥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
다. 한국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가 한국인들
을 대표하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압박
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
를 짓눌렀지만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섰다. 그날
저녁 12명의 학생이 모여 밤늦게까지 회
의하고 계획을 짰다. 그리고 다음 날 우
리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비빔밥과 김밥을 만들었
다. 우리의 중국 파트너들도 수업이 없는
시간에 와서 우리를 도왔다. 마음이 참
고마웠다. 서로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우
리는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각각
100인분의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서로 흘린
땀과 함께 나눈 마음이 아름답게 버무려
져 훌륭한 비빔밥과 김밥이 탄생했다. 

수업 실연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고찰

수업 참관, 문화 교류 행사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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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식사하셨쥬? >>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 이제 다~들 알았쥬!!!

◆ 마로니에
·위치 : 공학2관 1층
·전화번호 : 227-4121
·메뉴 : 분식류, 돈까스, 김치찌개, 

카레돈까스덮밥 등
·가격대 : 2000~4500원

◆ 스타타워식당

·위치 : 스타타워3층
·전화번호 : 237-5332
·가격대 : 4000~4500원
·메뉴 : 한식2가지 중 택1

◆ 학생회관 학생식당

·위치 : 학생회관 1,2층
·가격대 : 2500~4500
·메뉴 : 1층 한식, 직화, 일품

2층 라면, 돈까스

◆ 푸드코트

·위치 : 스타센터 2층
·가격대: 

식사류 : 4000~5500원
커피/음료 : 2000~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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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스타센터 상세설명

학생회관
1층 : 학생식당,편의점
문구점,복사실,우체국,우리은행
ATM(우체국,전북,농협,국민)
2층 : 학생식당,보건실,학생지원실
3층 : 대강당
4층 : 총학생회실

지하~8층 : 동아리방

스타센터

국제
교육관

지하:
서점

· 4/18~22 중간고사 : 앗!!! 벌써??  방심은 금물!

· 4/25~29 보강 주간 : 학기 중 공휴일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날을 위한 보강! (놓치면 결석)

· 5/5 개교기념일 : 52번째 전주대학교 생일 (꿀팁!! 5/6 개교기념 휴일)

· 6/7~9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 부족한 학점이나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이 기간에 꼭 드루와!!

· 6/13~17 기말고사 : 설명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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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JJ-EBS
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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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arT Program 트랙제도(Track system)이란? 
StarT Program은 대학시절 자기개발의 성과를 포인트 화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SP장학금, 해외연수, 인증서)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과 학생들이 자신
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개인별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트랙제도(Track system)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
습니다. 트랙제도(Track system)의 종류에는 자격증취득트랙, 외국어향상트랙, 성적향상트랙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트랙(Track)신청

가. 자격증 취득트랙
-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
- 트랙신청 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등급에 따른 기본점수와 트랙신청 가산점수(SP) 동시에 부여됨

(자격증 취득결과는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해야함/ 단, 방학 중에 참여한 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휴학기간에 취득한 경우, 복학 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외국어향상트랙
- 개강 후 4주안에 트랙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 CA실에 제출
- 자격: 모든 외국어의 성적이 8등급 이상인 자, 6개월 이내의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등급이 향상된 경우에 기본 점수(SP)와 트랙신청 가산점(SP)을 동시에 부여함 (성적기준표 참조).

(트랙을 신청하지 않고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시 외국어 성적 평가 기준 표에 의거하여 기본점수(SP)만 부여)
(외국어성적은 해당학기 종강 이전에 제출해야함/ 단, 방학 중에 참여한 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다. 성적향상트랙 
- 신청자격 및 제출시기
- 자격: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학기 이상 수강한 자(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 신청기간 : 개강 후 4주 이내에 해당학부 CA실에 제출해야함.
- 평가기준 : ㉠ 신청한 학생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SP로 인정(매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점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포인트를 인정하는 시기는 성적 정정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SP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무착오 또는 부정행위 등이 밝혀졌을 경우 정정·취소함)

라. 다이어트트랙
- 신청대상자: 남자 - 체지방률 25%이상, 여자 - 체지방률 30%이상 과체중인 경우로 제한
- 신청방법: 각 단대 CA실 확인 후 순영관(보건소) 인 바디 검사 후 참가신청서, 트랙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개강 후 한 달 (2월 29일~3월 31일)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중 10% 감량 (SP부여)

★학군사관(ROTC) 57·58기 모집안내

◆ 지원자격
·연령: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학군 제57기(남·여 모두가능):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

(5년제 학과는 3년 재학생)
·학군 제58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2016년 3월 1일~3월 31일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 접수]란 이용
·일정: 1차 필기고사: 4월 2일(토) / 발표: 4월 22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4월 25일(월)~5월 20일(금)
발표: 6월 10일(금)

·신원조회: 6월 13일(월)~8월 12일(금)
·최종합격: 8월 18일(목)
·문의처: 학군교 (043)830-6031

2016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트랙신청기간♣
1. 기 간 : 2016년 2월 29일(월) 

~ 3월 31일(목)
2. 장 소 : 각 단대 해당 CA실
3. 트랙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2016 - 1학기 트랙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