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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와 그 구성원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에 학생으로, 직원으로, 교수로, 그리고 여
러 다양한 모습으로 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 온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제공하
신 것처럼(룻 2:12),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안식
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실업과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거친 대학환경의 파도와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의 총체적 난국 속에 빠
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전주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겨나가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작은 불꽃이 사회 각처에 파고들어 들불처럼
번지는 역사를 이루어주사, 
이 땅과 백성이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주대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날개 그
늘 아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그 그늘 아래에 이 땅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품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높이 비상하는
전주대학교가 되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품고 세워
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김인규교수(교수선교회장)

하나님의 날개되어

이 윤(만화애니메이션학과 동문)

꽃샘추위 건강관리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가 해외취
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일본언어문화학
과(학과장 김진성)는 K-MOVE 스쿨사업
을 통해 12명의 졸업생이 일본 기업의 정
규직원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
다. ‘K-MOVE 스쿨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
업으로 청년들이 해외기업에 성공적인 취
업을 지원하는 해외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
로그램이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단독학과로는
최초로 K-MOVE 스쿨사업에 선정됐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 K-MOVE 스쿨
사업단은 일본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미디어학과와 연계한 IT직무(JAVA,
데이터베이스, Android 등) 강의와 비즈니
스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더욱이
일본 IT기업을 직접 방문해 모의면접 및
기업 연수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일본기업

체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
를 통해 12명의 졸업생은 Asia Informa-
tion System, Infosia Tec 등 IT회사와 함
께, 일본에 소재한 통번역 회사 및 대형 호
텔에 취업했다. 전주대 K-MOVE 스쿨사
업단은 수료생의 70% 이상이 해외취업에
성공하며 우수기관 선정 요건을 갖추게 되
었다. 박균철 인문대 학장은 “무엇보다 학
과의 모든 교원과 참여 학생들의 노력과 신
뢰관계가 구축되어 이뤄낸 성과”라며, “최
근 인문대 전공자들을 지칭하는 ‘인구론’
이나 ‘문송’ 같은 단어는 우리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대 일본언어
문화학과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멀
티링구얼(multilingual) 교육 등을 통해 앞
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으로도 취업 국가를 적극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송교수(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 문체부 행사 ‘예술감독 겸 제품개발 전문위원’ 선정
‘Made 人 KOREA: 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 1, 2차 프로젝트 진행
주송교수가 지난 3월 2일(수)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 “Made 人
KOREA- 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 행사
에서 예술감독 겸 제품개발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전문위원은 전체 제품의 선정부
터 전시 연출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의 자
문 역할을 수행했다. 주송교수는 이번 전
시를 위해 작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문화
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기아자동차, 애
니모드 등의 기업과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입힌 K9의 인테리어디자인과 아
이폰과 갤럭시 노트의 옻칠케이스 등을 개
발하여 선보였으며, 이 제품은 대통령으로
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교

수가 디자인을 진행한 기아자동차 K9은
남원의 박강용 옻칠장인이 직접 수작업으
로 제작하였으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
리기 위한 국가귀빈 의전용 차량으로 한정
생산이 검토되고 있다. 애니모드의 핸드폰
옻칠케이스는 인천공항 면세점과 유명백
화점 등에서 이미 입점문의가 쇄도하고 있
다. 주송교수는 오랫동안 전주의 전통문화
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규정하고 제품디
자인에 적용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해
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행사의 기
획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문
화기반의 제품개발은 전주대 산업디자인

학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사업
으로 향후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특성화사업 선정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번 1차사업의 성
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주송교수와 함께
더욱 확대된 2차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양한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전시는 3/7(월)까지
일반에게 공개되고 광주국제아시아문화
전 당 (3/18~3/23)과  부 산 벡 스 코
(4/1~4/6)를 순회하는 전시로 기획되었
으며 해외 순회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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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이완철과장(사회과학대학 행정실 퇴직) 차남 3/19(토) 12시 전주엔(N)타워 컨벤션웨딩홀 
이향연교육사(박물관) 3/19(토) 12:30 천호성지 부활성당

장 례: 김현영교수(간호학과) 모친상 3/11(금) 강동경희대병원(서울 강동구)

●교직원 경조사 ●  

경찰행정학과는 이한얼 양(경찰행정학과 졸업)을 비
롯해 2015년 상반기 25명, 하반기 34명이 경찰공무
원에 합격하는 쾌거를 안았다.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선발된 합격자 이한얼 양(경찰행정학과 졸업)은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여 컴퓨터 자격증, 유도 단증,
한국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간부후보생에 도전했다.
이한얼 양은 “시험을 준비하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권
창국 교수님과 김연수 교수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

덕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며, “우리 학과에서 여
자 간부후보생이 최초인 만큼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
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창국 경찰행정학
과 교수는 “학과개설 이후, 교수 및 재학생과 동문 모두
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앞으로 더 좋
은 결과를 보여줄 것" 이라고 했으며, 고시반을 지도하
고 있는 박종승 교수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결
과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더 좋은 결실

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찰행정학과는 고시
반, 스타트랙, 방학 중 기숙사장학생을 선발하여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을 시키고 있다. 한편, 경찰행정학과는 최근 3년간 경
찰간부후보생 2명을 포함해 160명 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배출했다.

경찰행정학과, 2015년 경찰공무원 60명 배출
경찰간부후보생 1명, 경찰공무원 59명

변주승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
소장, 변주승 역사문화콘텐츠학
과 특성화사업단 단장)는 차명석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사
장과 지난 7일 전주대 한지산업
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번 협약체결은 한국학 연구 전문
인력을 위한 상호교류와 학생실
무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
원, 공동학술연구 및 홍보, 재단
인사의 학교 교육 참여 등을 위
해 5·18기념재단과 전주대 한

국고전학연구소, 역사문화콘텐
츠학과 K-History사업단이 협
력하기로 했다. 특히 역사문화콘
텐츠학과 특성화사업단은 역사
치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
기로 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전
주대 사학과 대학원생과 역사문
화콘텐츠학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5·18민중항쟁과 지역공동
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
했다. 변주승 소장은 “이번 협약
을 발판으로 한국고전학연구소
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특성화
사업단은 지역사 전문가와 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지역발전
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와 5·18기념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대
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서 전
라북도 대학 중 가장 많은 사업
단이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전주대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추
진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2016년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서 9개 대학 28
개 교육과정사업단 중 6개 사업

단이 모두 선정되어 14개학과
285명의 지역기업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대학교 사업단은 이
공계열에 스마트에너지인력양
성사업, 스마트투어전문인력양
성사업, 탄소융합인재육성사업
이며, 문화관광콘텐츠전문인력
양성사업, 식품경영전문인력양

성사업, 이야기산업창의인력양
성사업이다. 6개 사업단은 최우
수 및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되었
다. 참여한 재학생들은 현장투입
이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
며, 총사업비(2016년)는 국고/
도비 등 포함하여 13억4천2백
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문 인
력양성을 통한 대학 취업률 향상
과 구인 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대학 및 기업의
협력 체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호인 총장은 “산학협력선도대
학(LINC)으로서 커플링사업과
연계 협력한 900여개 가족회사
와의 산학협력 노하우를 바탕으
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창의 전문인재를 양성해
지역을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
학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산학관커플링사업 최다 선정
9개 대학 28개 교육과정 중 6개 선정, 최우수/우수평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진
로진학 워크북 행복의 길, ‘드림스
타’」의 발간하여 보급한다고 밝혔
다. ‘드림스타’는 ‘고교교육 정상
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
능한 진로프로그램이 담겼다. 이번
에 발간된 ‘드림스타’는 2015년
시범운영과 현장 교사들의 자문을
거쳐 개발됐으며, 전주대에서 지난
1월 중등교사 대상 드림스타 활용
연수도 진행했다. 중학교 자유학기

제 및 고등학교 진로활동의 부교재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드림
스타’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매뉴얼북 2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콘텐츠는 [행복  자기이해 직
업탐색 - 직업가치관 및 윤리  의
사결정 꿈꾸기 - 계획]의 7단계로
총 3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회기별 준비물과 진행방법을 기
재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사
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학교 현장
의 필요에 따라 모듈화하여 선택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호
준 입학처장은 “전주대는 학생들
의 진로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으
며, 이번 워크북 보급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
망한다”고 말했다. 드림스타는 전
북지역 중·고등학교 및 전국 시·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배포
될 예정이며, 파일은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진로진학워크북 ‘드림스타’ 개발 및 보급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진로프로그램 담은 워크북 중고등학교 배포

홍보대사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1학년 ~3학년 

(직전학기 평점 평균2.5이상)
■모집인원 : 15명 (20명선발, 교육 후 15명 최종 선발)
■모집기간 : 2016. 3. 7 ~ 3. 20
■지원방법 :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참고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hongbo@jj.ac.kr)
■선발일정 서류전형 : 2016.3.22.(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 추후 일정 공지
■문의사항 : 대외협력홍보실 220-3075
■활동기간 : 2016. 4. 1 ~ 2017. 3. 31
■활동내용 - 대내.외 행사 지원 및 홍보

- 영상, 사진 등 모델 활동
- 온라인 및 모바일 sns매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혜택 -학기별 장학금 지급(학기당 800,000원)

-임명장 및 수료증 수여
-홍보대사 단복 지급

SNS 서포터즈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1학년 ~3학년

(직전학기 평점 평균2.5이상)
■모집인원 : 20명 (25명선발, 교육 후 20명 최종 선발)
■모집기간 : 2016. 3. 7  ~ 3. 20
■지원방법 :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참고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hongbo@jj.ac.kr) 
■선발일정 서류전형 : 2016.3.22.(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 추후 일정 공지
■문의사항 : 대외협력홍보실 220-3075
■활동기간: 2016. 4. 1 ~ 2017. 3. 31
■활동내용 - 온라인 및 모바일눈 매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sns 콘텐츠 제작, 촬영, 취재
- 단과대별 콘텐츠 제작 및 각종 오프라인 이벤트

■활동혜택 -학기별 장학금 지급(학기당 800,000원)
- 임명장 및 수료증 수여
- 서포터즈 단복 지급
- 월 컨텐츠 제작 활동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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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라 ’ 동아리모집

제31대 두드림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
홍보박람회를 3월 14일~18일까지 연다.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1층 외부, 1층 내부,
2층에 준비되어있는 홍보 부스에서 신입
생 및 재학생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
학생활의 ‘꽃’이자, 취업시 경력으로 인

정되고 있는 동아리활동에 신입생과 재학
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데
스크마다 동아리 설명을 듣고 상담만 하여
도 맛있는 간식도 제공한다고 한다. 중앙
동아리연합회 회장 안지호는 “학술, 문화
예술, 종교, 봉사, 취미체육 분야의 약 70

여개의 동아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
니, 주저말고, 부담없이 다가오세요”라고
말했다.

- 편집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으아~ 수업 끝!
제인아, 다음 수업
바로가자.

건강챙기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국제공인
MOS Master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

으으....그..래..

응...
꽃샘추위 탓인지

감기 몸살인가봐...

제인아!
어디아파? 감기?
세상에 열좀봐!

안되겠다...
공강이 얼마 안되지만
우선 병원에 갔다오자

아냐... 학교보건실에서
좀 쉬면 나을거야

후....이제 좀 살것 같다...

아아..다행이다
학생회관 2층에 보건실이
있을줄이야.. 아프지마 제인아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3개 부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박물관 지

원사업에서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
덕)이 ‘전문인력 지원사업’ 2개 부문과
2016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
되었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교육인력지원사업’으로,
박물관의 역량 강화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
원내용은 학예연구사 및 교육사 각 1명으
로, 1년간 박물관의 학예업무 및 교육업무

를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인력지원사
업’은 4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해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학예인력지
원사업’은 올 해 처음 선정되었다.
‘2016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
깨우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창의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우
리 대학 박물관은 올해로 3년 연속 ‘박물
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선정되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
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폭 넓게 일깨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박
현수 학예연구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
해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시를 제
공해 우리 대학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사경고자 위한 ‘LMAP ON’ 특강 열려
우리 대학 교수학습센터는 오는 23일부

터 24일까지 학사경고자의 대학생활 적응
및 작업향상을 위한 ‘LAMP ON’ 특강
을 연다. 이번 특강은  '학습전략파악하기
와 학습동기 향상' 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학생회관 2층 213호 교수학습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5년 2학기 학사경고자들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학생에게 강의참가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
의 상품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 특강에 참
여한 학생이 이후 성적이 3.0 이상을 받으

면 1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관 교수연수센터

063-220-3269/2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공전계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우리 대학 사회봉사센터는 오는 25일까

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학기
‘연공전계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는 총 10개 팀을 모집하며 1과당 1팀을
선정한다. 1개의 팀당 15명 이상 재학생
이 참가해야 하며 1~2학년 학생이 10명

이상 참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봉사 대
상은 팀별 자율 선정으로 이뤄지며 활동
내용은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팀은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
원금을 받는다. 참가자 특전은 2016년 하
계 계절학기 1학점이 인정되고 봉사활동
32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팀별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전주대 홈페이지 공
지사항이나 일반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
려 받아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된다. 
접수처는 사회봉사센터 스타센터 239호

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ipcgm1981@jj.ac.kr
로 접수하면 된다.

- StarT SP포인트 50점(장학금 15만원 상당)

- 특별학점인정 : 
2010학번부터는 교양필수 2학점까지 인정.
(컴퓨터 교양필수 미이수자에 한함.)

■교육기간 : 2016. 3. 21(월) ~ 
2016. 4. 15(금)
18:00 ~ 21:00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 2015. 3. 7(월)부터
선착순 방문접수

■교육장소 : 스타센터 PC실

■교 육 비 : 28만원
( 4과목 강의 + 시험응시료 )

■접수처 및 문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스타센터 241호
(☎220-2027)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전자정보원(전자저널, 웹 DB, e-book, 사이버강좌)등을 소개하고, 실제 시연 및 활용 교육을 통해
학습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2016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안내

국제공인
M0S Master

자격증반

☆   MOS Master(4과목)
자격증 취득 시 혜택   ☆

■ 일      시: 2016. 4. 6.(수) 11:00 ~ 18:00        ■ 장      소: 도서관 유피아(로비)      ■ 대      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방      법: 1. 인포부스에서 응모권을 받는다.                              2. 학술DB, 전자책, 사이버강좌 부스를 방문 

3. 전자자료 이용법 및 궁금증 질문, 다양한 기능 소개    4. 해당 부스에서 설명 듣고 인증도장 받은 후 응모권 제출
5. 행사 종료 후 행운권 추첨 4.7(목) 11시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6. 도서관 3층 연속간행물실(본인 확인 후 지급)           

■ 전자정보원:DBpia, KISS, 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 뉴논문, 로앤비,KoreaA2Z, Science Direct, IEL, ProQuest Nursing
공무원 온라인 동영상 강좌,  러닝365학습관, KISA, 교보문고전자책

★ 총3개이상 스탬프를 받은 경우 추첨하여 경품 증정 ★
★ 전자정보원 이용방법도 배우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

구  분 상  품
1등 태블릿 PC
2등 포켓포토
3등 블루투스 이어폰
4등 무선마우스
5등 보조배터리

참가상 도서상품권 등 기타상품

■ 경품 당첨자 안내 
▶ 4. 7(목): 11시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 수령방법: 도서관 연속간행물실 3층(본인 확인 후 지급)             

■ 문의: 연속간행물실 양정현(☎ 220-2196)

■ 박람회 참가자 추첨 선물  

도   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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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뮤지컬‘춘풍의 처’
폭소를 터뜨리며 웃음 준 작품

이번 ‘춘풍의 처’ 뮤지컬 공연은 전주대학교에서 공연해왔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았던 작품이었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언제 어디서 웃음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공연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작품만의 특징인 연기와 노래 그리고 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의 눈과 귀
를 즐겁게 하는 작품이어서 보는 내내 행복했다.

<기자후기>

_취재: 김승철기자

<공연개요>
○ 작가: 오태석
○ 총감독/연출지도: 박병도 교수
○ 지도교수: 유성목 교수
○ 학생연출: 김태곤
○ 기획: 임민지, 김선율, 김달이, 이소연
○ 출연: 우민제 외 21명

<작품내용> 
뮤지컬‘춘풍의 처’는 원작 이춘풍전에 별주부전
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하고 죽음과 삶을 오가는 우
리 산대놀이의 특징을 잘 나타낸 작품으로 한량 남
편‘이춘풍’과 그를 찾아 떠난 그의 처‘심달래’
그리고 평양명기‘추월’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고 우리의 골계미로 표현하여
비극을 희극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문화융합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신입생 환영 뮤지컬 ‘춘풍의 처’를
지난 3월 10, 11일 총 2회에 걸쳐 JJ아트홀에서 공연하였다. 뮤지컬 ‘춘풍의
처’는 2005년 전주대학교와 요코하마국립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일본에 초청
되어 일본 평단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주년
공연을 올렸고, 이번 2016년에 신입생 환영 공연 및 중국 사천성 초청 공연으로
다시금 제작된 것이다. 이 작품을 한국 최초로 창극을 국악 관현악화한 연출가가

바로 전주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박병도교수이다. 박병도 교수는 이 작품
에 총감독으로 참여하였고 작품에 삽입된 국악은 유장영(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
독)이 작편곡하여 40인조의 관현악단이 연주해 새로운 음악극의 형태로 전통의
현대화와 더불어 관중과의 밀접한 교류를 시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졌
다. 이 극은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의 결합으로 한국적 판타지의 재창출하여
마당극의 특징인 풍자와 해학, 춤과 음악을 통해 쉽게 풀어내고 있다. 

“

”
연출가, 총감독 박병도교수와의 인터뷰

Q. 이번 작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간
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다분히 해외 초청공연을 목표로 했
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현대화하여 국
제 무대언어화 한다는 것은 퍽 중요하다.
어차피 보편적인 무대형식은 프로시니엄
아치(삼면이 막혀 있고 객석으로 한 면이
트여 있는 현대 극장의 제 형태)로 갖춰져
있다. 이런 양식에 서양의 소재(예컨대 브
로드웨이 뮤지컬)를 가지고 승부를 건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우리 것
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감각에 맞춰 개
량하고 ‘한국적 환타지아의 재창출’이
라는 대명제 하에 국악의 현대화 오케스트
레이션을 도모하였다. 우리의 화려한 한복
을 입고 우리의 신명진 가락에 노래와 춤
을 곁들인 무대야 말로 창조적인 한국 공
연예술의 출구라고 본다.

Q. 이 작품의 해외 공연이 이번이 처
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이미 10년전에 전주대학교 공연엔
터테인먼트학과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초청으로 요코하마 테
아뜨르 폰테에서 공연하였다. 아주 열광적
인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학과와 산
학협력을 맺은 도쿄의 세계적인 극단 신주
쿠 로잔바쿠(新宿 梁山泊)의 초청으로 도
쿄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 공연에서도 역
시 평론가들로부터 대단한 파워와 프로다
운 앙상블을 이루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후 연속된 와세다대학 초청공연에서는
‘프로젝트 태’라는 작품으로 그리스 정
극의 웅장하고 비장한 품격 높은 작품이라
고 평가 받았다. 모두 다 학생들이 집념과
인내 그리고 열정으로 따라 준 결과다. 그
래서 이번 4월 초 중국 사천성 초청공연

은 새로운 대륙으로의 진출과 함께 전주대
학교의 이미지 제고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
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Q.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전국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다양한 진로 기
호를 파악하여 예향 전북이 갖고 있는 특
별한 인프라, 즉 예술적 문화적 특화된 선
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독
명문사학으로서의 음악과 표현예술, 그리
고 각종 예술장르의 융복합을 이룬 문화예
술적 독창 독보적 전문기량을 통섭하여 문
화예술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공연예술은 물론 음악, 디자인, 영상 등
이 융섭(interact)하는 종합 터미널로서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문화융합대학의 발
전에 기여하겠다. 이는 우리 고장만이 가
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자 가치재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발전방향이 될 것이
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0학번 
우민제(춘풍 역) 인터뷰

Q.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
A. 이제 4학년으로 졸업 작품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기공연
이였고, 작품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상
황 이였는데 많은 후배들과 할 수 있는 작
품이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이 되어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자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작품이라 큰 부담감은 없었지
만 이 작품에 참여했던 선배님들의 공연영
상 등을 분석하며 과연 내가 저렇게 표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일이 좀 좋지 않아 중간에 잠시

그만두었었지만, 다시 돌아와 시작하게 된
계기는 후배들이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
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이제 뛸 수 있는 작
품이 그리 많지도 않아 이 작품을 끝으로
후배들과의 호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맞추
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연극을 하고나서 느낀 점?(후기)
A. 처음 대본을 받고 선배님들의 공연

영상을 봤을 때에는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하는
컨셉 자체가 주변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라와 거북이를 의인화 하는
설정 자체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계속 분석하고 읽어본 후에
조금씩 작품에 이해가 가고 작품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작품들은 감정
신이 많아 부담이 많이 되는 작품들이 많
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리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정신
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작품에서는 신나
게 놀지 않으면 작품이 재미가 없을거라
생각하여 신나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이 가
장 컸고, 무대에서 재밌게 놀고 내려올 수
있는 작품이였습니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2학번 
최정은(춘풍의 처-심달래 역) 인터뷰

Q.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
A. 십년 전 저희 학과에서 ‘춘풍의

처’ 작품을 국내를 비롯한 해외(일본)에
서 올려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때
의 명성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큰 부담
감이 들어 도전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오로지 우리의
정서와 색깔이 담긴 멋지고 훌륭한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연극을 하고나서 느낀 점?(후기)
A. 요즘 시대에 느끼기 힘든 남편을 향

한 지고지순한 여인의 한이 무엇인지 작품
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되었고, 우리의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지 알게 되었습니
다. 또한 이 작품은 연기, 노래, 춤 세 박자
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몇 배로 힘이 들었지만 긴긴 시간동안 함
께 호흡을 맞춘 춘풍의 처 식구들이 있었
기 때문에 무사히 한국공연을 마칠 수 있
었습니다. 남은 중국 초청공연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14학번 이선민
(추월 역) 인터뷰

Q.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
A. 연극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

국 희곡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본 작품
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작품과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정
성과 언어 그리고 동양철학이 흠뻑 젖어있
는 것을 보고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자 하
여 참여했습니다.

Q. 이 연극을 하고나서 느낀 점?(후기)
A. 보통은 외국의 유명희곡이나 보편적

인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했었는
데 이번 작품을 하고나니 한국적인 판타지
를 보여줌으로 우리 것이 더 어렵고 더 표
현하기 어려움을 알고, 수많은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 작품 특히 이번 ‘춘
풍의 처’라는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작품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본 작품
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끼지 못했
다면 두고두고 후회 할 것 같았던 정말 의
미가 있는 작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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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6년 전 한옥마을 옆 전주천변에 녹슨 양
철 지붕의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있었
다. 경기전에서 학생들 소풍 장면을 찍다
가 우연히 눈에 띈 이 옛 모습의 가계 앞
에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그날
새벽까지 비를 뿌려가며 촬영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전주대학으로부터 교
수임용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전주
로 향하면서 '전주랑 무슨 인연이 있는 걸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연고
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곳인데 전주에 자
주 오게 될까? 보통 촬영을 위해서 잘 오
는 곳은 아닌데...’. 그리고 나서 서너 번
은 더 왔었다. ‘하긴 내가 전주 이 씨이니
까...’ 이런 넌 센스까지 스치는 동안 서
전주IC를 나오고 광활하게 펼쳐지는 신도
시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고개하나 넘

으니 우측으로 높은 건물 하나가 우뚝 보
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들어오는 글
씨 ‘전주대학교’. 학교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보다 상당히 큰 규모였다. 
설레임 속에 참석한 임용식장... 마침 새
보직을 맡은 교수 분들도 임명장을 같은
자리에서 받는데 케주얼 차림들이다. 다
소 군기가 든 정장차림의 신임 교수분들
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순간 ‘이건 내가
전에 있던 방송국의 모습인데?’ 지나칠
정도로 격식이 없어 반바지차림으로 문상
온 후배도 있었다.  왠지 동질의식이 든다. 
그리고 얼마 후 신임교원 연수 시간, 연수
과정을 거의 마칠 무렵 교무처장께서 중
요한 말씀을 하신다. “다른 학교처럼 출
근부에 사인하고 이런 것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얼마 후 인문대 전체 회의, 학
장께서 방학 내내 준비하여 제출한 코어
사업을 브리핑 하는 시간, 사업계획서를
얼핏보니 범상치가 않다. 간결하면서 핵
심이 잘 드러나도록 조합된 문구들 그리
고 세련된 레이아웃, 더구나 프로젝트를
위해 오고간 서류들을 복사 제본 한 것이
백과사전만한 두께이다. 여러 장을 축소
하여 한 장에 응축했기 망정이지 그 사이
즈대로 했다면 백과사전 십여 권 분량은
됐겠다 싶었다. 
‘와~ 이건 겪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대단
들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든다. 
첫 수업에 들어가 학생 한사람씩 소개를

시켰다. 첫 제자들이란 생각에 그들의 생
각을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3학년이 주축
인 가운데 제법 많은 수의 예비역 학생들
까지 들어본 결과 아쉽게도 상당수의 학
생들이 원래의 꿈을 지례 포기하고 있었
다. 하지만 이어진 1학년 진로 탐색시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확히
대비되는 파릇파릇 희망찬 모습들이다.
몇 주 전 임용인터뷰에서 원어민 교수 분
께서 질문을 하셨다. “어떻게 학생들에
게 동기부여를 해 주시겠어요?”, “음...
학생들에게 용감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싶
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었지만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행동에 옮
길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했다.      
전주대가 어떤 곳인지 몇 주간의 경험으
로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짧은 시간에
도 뚜렷이 각인된 것이 있다. ‘전주대학
교는 역행하고 있다‘ 는 것. 사람한테
로... 많은 대학들이 수치적 랭킹을 하나라
도 올리려 경쟁 시키는 것이 평균적 모습
이다. 보통은 따라가게 마련인 트렌드를
역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
다. 그건 철학이 없으면 안 되는 일 아닌
가?    
* 6년 전 전주천변에서 촬영한 드라마는
방송제작 워크샵 과목의 교재로 학생들에
게 즐겁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꽃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기에 길을 걷
다보면 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에게 꽃을 선물하고 누군가는 화분에 담고,
누군가는 꽃이 시들지 않는 모습만을 보기 위
해 바삭하게 말려 장식으로 보관하기도 한다.
시나 노래가사를 보아도 ‘꽃’이라는 단어
가 들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이끌리어 꽃을 좋
아한다.

나도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
나지 못할 때가 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꽃
이 시들거나 져버려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모
습을 볼 때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다. 지금 내가 이렇게 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꽃이 나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었기 때
문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이다. 학교 근처 산책로
에는 큰 벚나무가 펼쳐 있었고, 봄이 되어 피
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 할 수 없
을 만큼 예뻤다. 친구들은 꽃을 꺾어 귀에 꽂
아 사진을 찍거나 꽃다발을 만들거나 임의로
꽃팔찌나 반지를 만들었고, 나는 그저 바라
보기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지기에 그 벚나무
길을 조용히 바라보며 걸어 다녔다.
봄이 지나가려 할 때쯤 벚나무가 점점 잿
빛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저 꽃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어릴
때 나뭇잎이나 낙엽을 책갈피로 책속에 넣어
두면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기억
이 떠올랐고 나는 바로 꽃을 꺾어 책 속에 가
지런히 넣어 두었다. 그 후 꽃이 지고 푸른 나
무들과 풀 냄새로 가득한 무더운 여름날 봄
에 두었던 벚꽃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 반 기
대하는 마음 반으로 책을 펼쳐보았다. 책 속
의 벚꽃은 특유의 색을 띄며 아름다움을 뽐
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꽃을 보면
몇 송이를 꺾어 책속에 넣어두는 버릇이 생
기게 되었다.
버릇이 생긴 후로부터 많은 시간들이 지나

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나의 책속은 넓
적하게 누워있는 여러 작은 꽃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둘 꽃들이 치
장을 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교실

에서 책을 읽다 창가에 보이는 벚나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벚나무의 아름다움을 감
탄하며 바라보던 그 순간 책에 간직된 꽃들
의 아름다움이 비참해보이기 시작하였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들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
았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정한 아름
다움을 책으로 뭉개버린 것이다. 그 이후 꽃
을 꺾어 책 속에 넣어 간직하는 버릇은 사리
지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
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들이며 살아간
다. 꽃이 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나처럼
자신의 져가는 모습이 보이기 싫은 것이다.
지지않는 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아
름답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진정
한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는 모습까지 사랑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벚나무가 내
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었다. 가끔 화려함으
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
는 나의 모습을 발견 할 때마다 이 교훈을 떠
올려본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은 욕심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망가트린다는 사실을 말
이다. 봄이 찾아왔을 때 져버렸던 꽃이 다시
아름다움을 보여주 듯이 우리의 아름다움은
있는 모습 속에서 다시 보여진다. 모습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지기도한다.
이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 모습을 사랑해보자. 다시 활짝 피어나고
있는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칼럼 용감하게 생각하기를

이원익 교수
(한국어문학과)

박영은 기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희망칼럼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 대결
에 전 세계는 많은 관심과 함께 미래 상황
에 대한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이른
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
현상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갖
는 의미는 처음 예상하였던 단순한 호기심
을 뛰어넘어 다음세대의 인공지능(AI)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한 인류 역사적인
큰 획을 긋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2016년 초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은 물론
이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
술 등을 통해 이미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앞서 IBM은 훨씬 이전부터 ‘왓슨’과
‘딥블루‘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다음세대의 먹거
리를 찾는 것에 대해 벌써 중요한 포석을
이미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
재 어떤 상황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면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규모적
인 면에서도, 성과적인 면에서도 국내 인
공지능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2.6년의 격
차를 보인다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발표이다. 하지만 브라운관 TV
에서 PDP, LCD, LED, OLED등으로 넘
어가는 디지털 TV의 경쟁은 우리나라의
빠른 기술전환 덕분에 예전의 격차를 단번
에 만회하며 전 세계 선두로 올라선 경험
이 이미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또다시 다
음세대 먹거리를 먼저 선점하려면 우리는
어느 부분의 산업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영국 옥스퍼
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발
달로 미국에 있는 직업 중 앞으로 20년 안
에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서 예측한 바로는 회계사, 경제학자, 판사
등의 전문직이 사라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는 것이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건강 관련한 사회복지사 같이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심지어
의사도 그 역할과 업무내용이 바뀌어야 하
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도 미래의 먹거리
를 위해 많은 긍정적 고민을 시도하는
‘미래발전위원회’의 재가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미래를 위
해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위원회가 아닌, 긍
정적 사고로 가득하고 자유로운 상상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것을 준비하려면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미
래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바둑에 비교해보면 바둑에서 앞
으로 집을 차지하는 데 유리하도록 처음에
돌을 벌여 놓는 행위인 ‘포석(布石)’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당장 내 앞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 곳곳에 각자
깔아놓은 포석을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 포석은 코앞을 위한 포석인가? 미
래를 위한 포석인가?  신의 한숨’이 될 것
인가?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품는 건강한 비전!  그것이
바로 포석을 위한 ‘신의 한수’가 될 것
임을 기억하자! 

포  석  (布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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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한일합방이후 무단통치(武斷統
治)를 실시하여 독립과 관련된 우리 민족
의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았다. 독
립운동의 가능성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
들을 감시하고 투옥하는 등 일제에 탄압
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제의
탄압은 한 동안 한국사회를 얼어붙게 하
였고 한국은 동토(凍土)의 나라가 되는
듯하였다. 물론 표면상으로 수 년 동안 아
무 움직임 없이 잠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우리민족의 내면에 저항의 싹이 트고
있었고 얼어붙은 땅위로 뚫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가 표면상 잠잠하
고 있을 때 일제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외
국에서 독립을 위한 조직과 활동이 암암
리에 전개되고 있었다. 

중국 등지에서 김규식, 여운형, 서병호
등이 활동하였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안
창호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는 한국 유학
생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국외에서
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의 종교지도자
들과 독립을 염원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독일의 굴복으로
일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안에 민족자결주의
(民族自決主義)를 포함시켰다. 윌슨 대통
령의 이 평화안 제창으로 인해 피압박 약
소국가들이 독립을 부르짖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이 한국의 독립운
동에 불을 댕겼다.   

고종 임금의 승하로 촉발된 3·1 독립
만세운동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
산되었다. 그 당시 고종의 인산(因山) 관
계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왔다가 3·1운
동을 목격하고 각자 지방으로 내려가 고
향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도 요인 중
에 하나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도 예
외는 아니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
서 맨 먼저 시작되었다. 
군산의 만세운동은 영명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이 학교 교사
이면서 구암교회 장로인 박연세(후에 목
사가 되어 목포에서 시무하던 중 신사참
배 거부로 붙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
와 이두열, 김수영 등은 서울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연락이 닿고 있었다. 이 때 영
명학교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재학 중이던 김병수가 2월 28일 군산에
내려와 박연세를 만나 서울의 독립운동
계획을 알려주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해
준 것이 독립만세운동의 직접적인 계기
가 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전달 받은 박연세, 이두
열, 김수영 등은 3월 6일을 거사일로 정
하고 숨어서 독립선언서를 더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3월 4일 일
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박연세, 이두열이
붙잡히자 교사들과 학생들이 3월 5일 석
방을 요구하며 군산 경찰서 앞에서 만세
를 부른 것이 전북에서 처음 시작된 독립
만세운동이다.

처음에는 영명학교와 멜볼딘여학교가
주축이 되어 시작하였지만 곧바로 보통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도 합세하여 시위
는 열기를 더했다. 이 열기는 인근으로 번
져가 오산면 남전교회, 충남  서천군 종
지동 교회 등에서 대거 독립만세운동에
합세하였다. 민중들의 시위는 수많은 우
리 백성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 투
옥 당하는 고초를 겪었는데, 이 중에서도
영명학교 교사 문용기는 만세를 부르던
중 태극기를 든 오른팔을 일경이 칼로 내
리치자 왼손으로 태극기를 흔들었고 일
경은 다시 왼쪽 팔도 내리쳤다. 문용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사람들
을 향해 만세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무자
비한 일경은 심장을 찔렀고 문용기의 옷
은 피로 물들었다. 군산은 한국인보다 일
본인이 더 많이 거주하였고 수탈의 현장
을 목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전주의 만세운동은 3월 13일에 시작
되었다. 군산보다 8일 후에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늦
게 또는 일시적 감정으로 동참 했다는 말
은 아니다. 신흥학교에서는 국권 상실 이
후 유병민, 문병무, 조종환, 고경진 그리
고 기전여학교에서는 김한순, 박현숙 등
신앙적 애국정신이 투철한 교사들이 학
생들에게 민족정신을 불어 넣어 주었다.
특히 기전의 박현숙 교사는 결사대를 조
직하고 끊임없이 구국 기도회를 가졌다.
이러한 애국정신의 분위기에서 임영신
(任永信) 같은 여성이 배출 되었다. 기전
여학교의 이 결사대가 전주의 독립만세

운동에 한 주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주의 독립만세운동은 함태영(부통령

역임)이 2월 27일, 기전여학교를 졸업하
고 충남 천안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
직하고 있던 임영신을 찾아가 독립선언
서 뭉치를 건네주었다. 임영신은 아주머
니로 변장을 하고 일경의 검문을 따돌리
면서 전주에 도착하였다. 임영신은 서문
교회 김인전 목사의 지도로 이돈수 장로
의 집에서 기전학교 여학생 20여명과 함
께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
하였다. 한편 신흥학교는 지하실에서 만
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마니에 넣
어 채소처럼 위장하고 만세 장소로 운반
할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3월 13일, 남문 밖에서 신흥학
교 학생들과 남자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
전의 여학생들이 합세하여 시위에 들어
갔다. 이날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날
이라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태극기
를 나눠줄 수 있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몰
려들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시위
군중은 수 백 명으로 불어났다. 당황한 일
경은 총칼로 위협하고, 소방차를 동원하
여 붉은 물감을 뿌려댔다. 그리고는 시위
가 진정되자 붉은 물감이 묻은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심문과 재판을
받았지만 당당하였다. 특히 임영신은 일
본 재판장 앞에서“내 나라의 독립을 위
해, 또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 만세
를 부른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갖가지 고문과 옥살이로 죄인 취
급하는 것은 천고의 죄라는 것을 당신들
은 아셔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강산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당신들 일본
은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
전 70년사)고 열변을 토했다. 

지면상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독
립만세운동은 군산, 익산, 전주 뿐 만 아
니라 진안, 무주, 남원, 고창, 태인, 부안,
함열 등 거의 각 지방에서 일어났다. 이
러한 민족운동의 정신이 각 곳에 배어 있
는데, 특히 전주에는 일제강점기에 가해
졌던 일제의 탄압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
다.

전주시내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가다보
면 신흥다리라고 부르는 다가교를 건너
게 된다. 이 다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전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다가산 정상에 있는 그들의 신사참배(神
社參拜)강요가 목적이었다. 지금은 당시
의 다리를 증축한 것이다. 

다가교를 건너서 좌측의 다가공원으로
들어서면 오른쪽 귀퉁이로 다가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역시 신사(神社)
참배를 위해 닦아 놓은 길이다. 신사는 비
단 여기뿐만 아니라 기전학교 마당에도
있었는데, 신사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흥
학교 한쪽 마당에서 기전학교로 올라가
는 계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호남 최초로 설립된 전주서문교
회 마당에는 오래된 종각이 하나 있다. 나
무로 된 종각은 100여년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처음 달려 있던 종은 일제강점기
에 강탈  당했다. 그 옆에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서문교회를 담임 했던
목사로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과 신사
참배 거부 등 민족운동에 헌신한 김인전,
배은희 두 분 목사의 기념비이다. 기독교
인들은 이 비석에서 기독 정신에 입각한
반일 정신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12일(토) 신흥학교 운동장으
로 손에 손 태극기를 든 학생들과 시민들
이 모여들었다.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에 참가하기 위해서 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사는 독립만세 김인전 목사의
외침, 독립선언서 낭독이 포함된 기념식
에 이어 시가행진과 풍남문 광장에서의
재현극, 사진전 등으로 진행 되었다. 본
행사는 순국선열들의 얼을 이어 받아 청
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심어주며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다.

■ 김천식박사의 호남선교역사 이야기33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전공) 

전북의 독립만세운동

▲ 군산 구암동의 3·1박물관에 전시된 
문용기의 피묻은 옷 

▲ 지금의 다가교(일명 신흥다리)   

▲ 일제강점기의 다가교, 원안은 신사(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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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 엿보기

영화만평

· 장르 : 다큐멘터리         

· 한국 105분  2013.11.28 개봉  

· 감독 : 이호재     · 12세 관람가

1.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엠제이 : 아직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만 하고
있는 사람

좀비 : 자기를 잉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
직 모르는 사람

철ㅤㅆㅡㅇ : 대한민국 20대 청춘이라면 누구나

2. 본인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대사는?

철ㅤㅆㅡㅇ :‘우리를 망설이게 했던 건 사소한 것에
불과했고, 무모하고 위태로운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를
용기 낼 수 있게 했다. 이제 우리는 길을 헤매거나 멈출
수밖에 없는 날이 오더라도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잉

여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다짐에서 그들의 도전정
신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엠제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1년간의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이다.’

좀비 :‘내 주위에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똑같은 표지판, 똑같은 나무들과 도로. 변할 수 있는 건 그리
고 변해야 하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항상 상황 탓을 해왔던 내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대사였다.

3. 이 영화가 자신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비 :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멋지게 끝내는 법. 그리고 혹여나 성공하지 않아도 도전 그 자체로도 충
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철ㅤㅆㅡㅇ :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여행은 많이 닮았다는 점. 그리고 보금자리의 소중함.

엠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정신.
_ 취재 : 조은비 기자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1. 이번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동시에 ‘OOOO OO’일이다.
2. 계절과 음력 날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한 달은?
3. 이번 호 4면에서 취재한 뮤지컬 제목의 이름은?
4. 자기가 한 행동과 말로 자기 자신을 얽히게 해 곤란하게 됨을 이르는 말.
5. 2016년 리우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의 수도는?
6. 봄은 왔지만 봄 날씨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는?
7. 생물의 DNA에 변화가 생겨 부모와는 다른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
8. 장편소설 토지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9. 지난 이세돌과 알파고의 4국 경기에서 이세돌이 78수에 마지막‘OOO’를 두어 승리했다.
10.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탑승하는 것.

 [전주명탐정] “사라진 문제의 답”

※ 상자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 동그라미로 체크 해주세요.
※ 선착순 10명! 인증샷을 꼭 이름,학과,연락처를 함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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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 우 은 스 존 운 일 다 에 부 민 돌

매 북 단 커 무 감 몽 나 임 더 마 연

킹 차 직 춘 풍 의 처 마 대 네 상 변

하 오 퇴 래 뇨 르 반 퇴 굽 베 피 이

잉 손 비 불 사 피 무 임 승 차 찬 하

울 더 맨 사 디 걸 젼 시 슴 익 딛 브

터 책 두 춘 젱 시 지 정 캐 서 짐 라

다 로 뜨 삽 리 자 명 부 천 웨 귀 질

험 탑 랴 프 미 승 부 수 러 박 경 리

윤 덕 문 조 에 자 둔 립 겨 테 가 아

달 런 상 슬 타 박 중 쿠 탕 연 레 홍

텅 뇨 밥 마 바 푸 욱 음 챠 수 걱 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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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호 정답자>

1.김인산(경영학부) 2.김선영(경배와찬양학과)

3.이희성(경영학부) 4.최선아(역사문화콘텐츠학과)

5.김남희(영어교육학과) 6.이윤아(예술심리치료학과)

7.최누리(영어교육학과) 8.곽성훈(경배와찬양학과)

9.이상원(상담심리학과) 10.한선경(신학과경배찬양학과)

영국은 왜 좌측통행일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는
좌측통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마차 문화
때문이다. 마부가 마차를 몰 때 오른쪽에 앉아
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오른손에는 채찍을 쥐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자동차 운전대가 우측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영국의 근대화를 받아들였
거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좌측통행을 실시하
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우측통
행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저스트고 유럽, 최철호 지음 ]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나 관습,
음식문화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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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주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이용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 도서관은 열람실, 노트북존, 대출반납실등 여러 곳이 있어요. 노트북 존은 각자의 노트북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대출반납실엔 분야별
전문서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책이 없다면 도서관에 주문해서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사지않고 빌려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고서 도서관 홈페이지로 바로 대출이 가능한 편
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예전 런닝맨에서도 나오고 아주 좋은 시설로 각 층마다 화장실과 정수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공강시간에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DVD를 빌려 도서관에서 시청할
수도 있어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기에 이용하기 편리하답니다.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신게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

Q미션스쿨 교내 예배
미션스쿨인 전주대에 예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희 전주대학교는 미션스쿨인 만큼 매주 대학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자취하는 분이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일마다 대학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마다 아침 예배가 있고 저녁
에는 경배와 찬양에서 드리는 목요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예배로 끝나는 하루 정말 좋겠지요? 저희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예배도 매주 주일마다 대학교회에 있다고 하
니 참석하세요~ 그 외에도 평일에는 각 기독교 동아리에서 대학교회를 이용해 드리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난 호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잘 찾아보시
고 대학 생활동안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Q교내 학생회
학생회가 이것저것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종류가 많아 어렵고 정신이 없으시죠? 저희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내에는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학과 중앙동아리 연합회, 각과 학생회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각
과에 학생회는 각과를 대표하는 이들이고 단과대학생회는 사회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 이런 식의 대학 대표들입니다. 총학생회는 말그대로 저희학교의 대표들이 모인 총학생회입니다. 이러한 학생회 대표들이 항
상 학생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고생하고 있답니다. 학생회에서는 시험기간이나 수시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학생회비가 이벤트에도 들어가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간단한 점심도 해결해가세요!!
시험기간 때는 빵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이나 학교정보들은 페이스북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과 총학생회페이지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니 항상 확인하시구요. 게다가 요즘은 학생회를 모집하
더라구요. 한번 지원하고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Q교내활동
학교 내에서 대외활동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네! 답변해드릴게요. 정말 4년이란 시간 긴 것 같지만 막상 다니면 짧은데..이 안에 여러활동들을 해보고 나에게 도움되는 활동을 한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 저희 학교는 SNS 서포터즈, 홍
보대사, 방송국, 신문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이력서에 한 줄 더 쓸 수 있겠죠? 이런 활동 외에도 학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해외로 봉사를 나갈 수 있는 프로그
램과 국토대장전이라고 방학동안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과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나에게도 귀한 경험이 되겠죠. 4년이란 시간을 그냥 과에서만 보내지 말고 다들 한번
씩 도전해 보세요! 대학생 때 아니면 졸업하고도 사지 못할 좋은 경험들이 될 거에요. 

Q전주대 교내장학금
우리학교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무엇이 있나요?
A. 평점평균3.0에서 3.5이상인 학생이 학부(과)수석 장학금은 50명당 1명, 성적우수장학금은 10명당 1명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평젬평균 2.5이상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평점평균 3.5이하의 성적을 1.0이상 올릴 경우 성적향상장학금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성적도 올리고 장학금도 받고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홍보대사 밑 서포터즈, 신문사와 방송국, 장애학생도우미,
학생회 간부, 근로 장학생 등으로 교내 활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참여해보는건 어떠세요? 이외의 더 많은 장학금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ca실이나 학생지원실에 문의 바랍니다!

Q.복수전공과 연계전공, 교직
우리학교에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그리고 교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전공)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학과의 학위를 주전공과 함께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계
열, 보건관리학과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를 제외한 대학에 설치된 학부(과)에 대하여 이수가 가능하고(단, 음악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 해야만 이수 가능)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학과
(전공)에 제출 하고 그 학과의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각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하는 전공인데요. 2학년이
되면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으면 이수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직은 1학년 2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소
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이수 신청 인원범위 내에 1학년 성적(평점평균)으로 선발하는데, 교육부 승인인원 미달 시 해당학과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성적정정기간 후 충원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래요!

Q사회봉사교과목
작년 2015년부터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사회봉사교과목은 1년에 4회 운영되고 교양필수(1학점, 최대 3학점이수 가능), 특별학점형태로 기본교육시간 8시간(OT:3시간, 동영상강의:4시간. 상담:1시간), 활동시간 32시간(자율봉사 및 기관봉사)으로 총
40시간이여야 학점이 인정 됩니다. 봉사활동 진행시 기관과 시간을 협의 하의 조절 가능 하고 자율봉사 진행시 1365실적확인서 추가 제출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수
강신청기간에 전주대 인스타에 들어가 사회봉사교과목을 신청하면 되고요. 해외봉사와 전공연계·동아리연계봉사활동 등 사회봉사교과목을 신청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참
조하시거나 사회봉사센터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 드릴거예요!

JNBS 전주대학교 알고 싶어요.
통합검색 ｌ 이미지 ｌ 동영상 ｌ 블로그 ｌ 카페 ｌ 실시간검색 ｌ ｌ 뉴스 ｌ 더보기▼ 검색옵션

인물

＞

지식IN 더보기 ▶

이호인총장
전주대학교 총장

지식IN

인물

김민재
제43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학과:물류무역학과

인물

박현희
제 43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학과: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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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
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
라”

(나훔 1:7). 여호와는 선하
신 분이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
를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신
다. 그리고 약속하신다.‘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
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
보다 더 좋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뤄주시는(엡
3:20)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사야 선지자가 찬양한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
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
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
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이사야
64:3~4).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예로부터 들
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
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
로 바꾸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며,‘만나’로 먹이며,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신
다.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앙망하
는 자를 위하여 행하신다. 욥
기에 3:3의 진리가 나온다. 먼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세 가지 일이다. 언제 어디서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
나님께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 가
지 일을 행하신다. 돌보아 주
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
케 하신다. 

▼ 꽃샘추위 속에서도 매화,
개나리, 벚꽃, 산수유가 희망
을 노래하며 활짝 꽃을 피웠
다. 대학의 내일이 너무 암울
하다 모두들 떠들수록 희망을
노래하자. 시작은 미약할지라
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 주
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
라보자.“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
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
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
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라” (욥기 8:5~7). 아멘.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늘로 올
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
서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지만 여리고성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선지
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엘리야 선지
자께서 돌아가셨다.’,‘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셨다.’이렇
게 이야기를 해도 여리고성에 있었던 제자
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은 엘리사에게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
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곳이지만 물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물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땅
의 소산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선 ‘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이
가 유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고통

이 얼마나 컸겠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이 물 문제를
제안했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
니다.‘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
는 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 때문
에 일반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새 그릇은 깨
끗하고 정결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리
고성의 물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내가 이 물
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지니라.’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물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
나님의 능력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졌고 소
금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상징일 뿐,
이 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
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문화’입니다. 여
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면‘물이 안 좋다.’라고 표현합
니다.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는 과연 어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림의
문화보다는 죽음의 문화가 더 강한 사회 속
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지릅

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문화가 그림자를 짙게 드
리우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들 때문
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 아
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
복하기를 소원하지만 죽음의 문화들 때문
에 행복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늘진 곳
에서 아파하고 시들어 죽어갑니다. 이런 문
화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소금을 타락한 문
화, 죽음의 문화 속에 뿌려야 합니다. 하나
님의 말씀의 능력의 그릇에 우리가 들어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던져질 사명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뛰어 들어가 자신을 녹이면서 하나
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
까? 소금 된 우리 신앙인이 세상을 고치고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소금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
해서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고치길
원하여 내가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살림
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물
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 돼서 사람을
죽이는 이 문화 속에 뛰어 들어가서 말씀대
로 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를 위
하여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
니다. 우리 전주대학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
분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한 알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
는 문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뿌리라! 
(왕하 2:19-22)

진리의 샘

최임곤 목사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신일교회 담임)

A.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사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
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인간의 의지가 말살된 채
살아간다면 메마르고 숨이 콱 막힐 것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
택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
간의 불행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고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잘
못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도 합
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
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에 문
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책임은 당연히 인
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우
리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
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
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왜 악을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
이 내리신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택한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훌륭한 점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특

권을 우리는 동물처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지
금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들
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타
나는 결과는 분명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
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도 있
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을 인간에게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고 하나
님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으
로 인해 사회는 점차 악이 번성하게 됩니
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됩
니다.

하나님이 외직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
특권을 이왕이면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발췌: [하나님에 관한 질문 83가지] 이대희지음

궁금해요! 궁금해?!

Q. 죄 지을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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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리는 전주대학교” - 개강 첫 교직원 예배

지난 3월 9일(수) 오전11시 대
학교회에서 2016년도 1학기 교직
원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 날 예배
는 경배와 찬양, 설교, 축도, 일대일
수료식, 신임교원소개, 총장님 인사
말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교직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시 기독
교연합회장 최인권 목사(신일교회
담임)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뿌리라!’는 주제로 “물로 인해 어
려움에 처한 여리고 땅 가운데 엘리
사는 사람을 불러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시켰
으며 그것을 물의 근원에 던집니다.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에 근원에 던

진 것은 단지 소금을 던진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새
롭게 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고 말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그릇 안 에 들어가
힘입어 세상에 던져질 사명자가 되
어야합니다. 다시 말해 한 곳에 머
물러 있지 않고 한 알의 소금이 되
어 세상에 던져서 자신을 녹이면서
부패한 세상을 살려내는 새 문화,
사람을 살리는 문화로 전주대학교
가 전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
라를 살리는 귀한 대학이 되며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 고 강조했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새 학기에 시작하는
기독교 예배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
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기여해주신 전주대학교 교직원들
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더불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오전9시에 학교를 위한 목
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된다. 교직원
과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로 많
은 참여바란다.

_ 취재: 조혜민,김하선기자
보도: 김하선기자

♥일대일 제자양육 안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선교봉사처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제자양육반을 모집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삶으로 교제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이다. 교직원, 학생 누구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 원하는 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에게 신앙의 모델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선교지원실 김한아름(3149)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 · 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
실을 운영하고 있다. 
- 김승훈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부활절 교직원예배 ♥
※일 시: 3. 30.(수) 오전 11:00 대학교회 
※말 씀: 정용비 목사(전주온누리교회 담임)

학생회관 424호에 가면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
니다. 건전한 CCC라는 선교
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CC는 Campus Cru-
sade for Christ의 줄임말
로 한국대학생선교회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전주대
CCC는 학생회관 4층 424
호에 있어요. 저희는 동아리
방을 샬롬방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주님의 평
화, 안녕하세요 라는 히브리
어 입니다. 이뜻처럼 동아리
방에 누가 오든지 환영 입니
다. 저희 동아리 특징은
‘따뜻함’ 입니다. 가족같
은 분위기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과 모임들이 있습니
다. 형제모임, 자매모임과
또 단대별로 모임을 통해 서
로의 친목도 다지고 같이 기
도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순모임이라는 성경공
부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앎을 통해 한 영
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매주 아침 8시 샬
롬방에서 QT모임을 합니다.
캠퍼스의 아침을 말씀과 기
도로 엽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저녁 마다 격주로 캠
퍼스 예배와, 단대별 모임을
가집니다. 저희는 전도, 육
성, 파송이라는 큰 목적 아
래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와 사회 가
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파송합니다.

온순천 간사 “샬롬 저는
이번 전주대로 오게 된 온순
천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전북대 CCC
에 있다가 전주대 CCC로 파
송 받았습니다. 전주대에 와
보니, 복음에 열려있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요즘들어 청춘들에게 복
음을 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대는
학생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
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합
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너
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
니다. 또한  채플에 하나님
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
께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
어 너무 행복합니다. 전주대
에서 이번년도 사역하면서
저의 포부는요. 전주대에 있
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복음을 듣
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종옥 순장 (전주대 CCC
대표) “안녕하세요. CCC학
생대표를 하고있는 경찰행
정학과 4학년 김종옥입니
다. CCC라는 동아리는, 선
교단체라고해서 재미없고,
따분한 동아리가 아닌 따듯
한 사람들이 모여 더 재미있
게 잘 놀고, 지낼 수 있는 따
뜻한 동아리입니다. 전주대
CCC는 휴학생포함 120명
정도가 활동중이며 각 학과
에 많게는 5명이상, 적게는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가운데 동아리 활
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시고
대학생활의 정보나, 사람들
과의 인프라를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샬롬”

<착한 선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협의회 제15회 목사 안수식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원
장 김형길)은 전국 11개 초교파 신
학대학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신
학대학원협의회(한기신협)의 설립
회원교로서 1999년 이래 중심적
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
학원은 졸업생들 가운데 한기신협
의 철저하고 수준 높은 검증절차를
거쳐 5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이

들 5명은 나혜란(전주은현교회), 박
병주(510공동체교회), 임금주(개
척교회), 조성균(창대교회), 최순덕
(큰영광교회)이다. 또한, 한기신협
의 본부이사인 김은수 교수(전주대)
의 추천으로 2명이 목사안수를 받
게 되었는데, 이들은 장경노(독일
튀빙엔대학교 신학석사, 한어울기
독교신학연구소), 한창수(한일장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큰영광교
회)이며, 이로써 전주대학교 관련
금년 목사안수자는 모두 7명에 이
른다. 또한 한기신협 호남지회의 대
표들이 매년 안수식에 참석하여 안
수자들을 축하해오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년
에는 호서대 신학대학원 출신으로

안수를 받은 성금희목사는 전주 하
늘샘교회를 섬기고 있어 이제부터
호남지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크
게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회원으
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올해
로 15회를 맞는 한기신협 목사안
수식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에서 3월 5일(토) 오전10시 성대
하게 드려졌으며, 4일 전야제의 성
찬예배와 헌신의 결단을 통해 목사
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
다. 전주대학교는 한기신협 안수식
을 통해 15년 동안 매년 훌륭한 동
문목사님들을 배출해왔으며, 올해
까지 1백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여
지역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합니다. 

지난 10일(목) 오전 8시 대학교
회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
여 찬양과 기도로 목요아침기도회
의 예배의 문을 열었다. 이날 이진
호 목사(동현교회 담임)는 누가복
음 15장 1~10절 말씀의 본문으로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진호 목사는
‘잃어버린 학생들을 찾아내기까

지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전주대
학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들을 많이 찾아내었다는 그 놀라운
소문과 소망이 한국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전주대학교
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학이 되
기를 소망한다.’며 말씀을 선포했
다. 또한 전주대학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평가들을 위

해 함께 기도하였으며, 학생들이 하
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
워가고, 채플과 성경 교과목을 통해
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
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
학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 목요아침기도회 매주 목요일 8시 대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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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look at a piece of the children of Is-
rael’s history, we can see some comparisons
that we can make to our lives today. The
children of Israel had decisions to make, as
do all of us here at JJU. 

I. Look at Their Situation 
In our scripture the children of Israel were

camped out along the Jordan River right on
the edge of the Promised Land. They’d been
wandering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nd
they buried many of their friends and family.
Now they stand on the threshold of the Land
that God had promised them. They looked
back and had a lot of memories, both good
and bad. There were times of victory and
defeat and I am sure there were times that
they were proud of and times of regret. Their
2 great leaders, Moses and Aaron, are dead
and now a young man named Joshua who is,

untried and untested, has been put in charge.
They camped for 3 days and then got ready.
What were they getting ready for? They
were getting ready to, Cross Over! God
called them to be “crossover people.” And He
is calling us to be the same. Each day we face
uncharted territory and I am sure that we
look back as well, but remember, yesterday
is over. Are you ready to cross over to
where God leads you? How do we cross
over? 

II. We Must Follow the Lord 
When the children of Israel were in the

wilderness they followed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But now,
these have been removed and replaced by
the Ark of the Covenant. The Ark symbol-
ized the presence of the Lord with His people
and when the ark moved, it was a sign that
God was moving and the people needed to
follow. Verse 4 says,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This is a new chapter, a new
adventure, a new land. And since it is all new,
God is the guide. And they were told, “Keep
a distance of about a thousand yards be-
tween you and the ark.” There are a couple
of meanings here: “Don’t go near it.” No one
could touch the ark because it symbolized the
holiness of God. Also a thousand yards would
keep the people far enough away and yet
they still could see the ark as they crossed
the Jordan. They had to keep their eyes fixed
on it so they knew which way to go. We must
keep our eyes on Him as well. 

III. We Must Consecrate Ourselves 
Joshua told the people, “Consecrate your-

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Consecrate
means to set apart to the worship or service
of God. One of the chores that I don’t enjoy
doing is washing my car. But when it is done
I like seeing the dirt gone and I like to see the
shine of a freshly washed car. But it doesn’t
stay that way. When I drive it, it gets all dirty
again and it needs a fresh washing again. We
are like that. We drive our lives through the
streets of life. The dust of sin settles on us
and we need a fresh washing again. If we are
going to be a crossover people, we need to
consecrate ourselves. We need to be
washed and confess our sins and receive the
cleansing that is ours because of Jesus’ death
on the cross. We need to be “willing and
obedient.” D.L. Moody said, “It is a great deal
better to live a holy life than to talk about it.”

IV. We Need to Look for Amazing Things 
When we follow the Lord and live a con-

secrated life, we can look for and expect
amazing things from the Lord. For the Is-
raelites, it meant the parting of the Jordan
River (v. 8, 13-17) The Israelites stood at
the banks of the Jordan River during the flood
season and this was a terrifying experience.
As Christians, we tend to be conservative,
and the majority of people just want to sit
comfortably. We are determined to hold on
to the familiar. God wants to break through
our conservatism and to help us become

“crossover” people. One summer morning in
Andover OH., after a long night of hard rain,
Ray Blankenship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drainage ditch. It was full of water from
the rainstorm and was traveling at a very
quick speed. Suddenly to his horror he saw
a small girl being swept away. He knew that
farther downstream, the ditch disappeared
underneath a road and then emptied into the
main culvert. If the girl wasn’t out of the water
before the culvert, there was little hope that
she would live. Ray dashed out the door and
raced along the ditch, trying to get ahead of
the floundering child. When he had finally
gotten ahead of her, he hurled himself into
the deep, churning water. They were quickly
approaching the culvert and Ray knew he
had to do something or they would both be
swept to their death. Within about three feet
of the approaching culvert, Ray’s free hand
felt something from one bank. He clung des-
perately, “If I can just hang on until help
comes,” he thought to himself. Ray managed
to hold on, and by the time fire-department
rescuers arrived, he had somehow managed
to get the frightened girl to safety. On April
12, 1989, he was awarded the Coast Guard’s
Silver Lifesaving Medal. The risk however
was even greater than most people ever
knew. You see, Ray can’t swim. Don’t you
want to be a part of something amazing
where God is actively at work? That potential
exists, so will you cross over?

“Crossing Over” (Joshua 3:1-8)

By Scott Radford

Our school year has started and
students are now adjusting to their
routines as they become accustomed
to their schedules, their workloads,
and all the other factors that make up
university life.  Before we know it, it
will be time for midterms, which for
many of the new freshmen, will be the
first big challenge of their university
lives.

The challenges of university can be
difficult for students to deal with.
Whether you’re a freshman or a sen-
ior, all levels of school have their own
unique issues that students must deal
with.  Freshmen must adjust to the
realities of a whole new way of life.
Sophomores will find their department
programs to be getting much more
difficult, while juniors may find their
third year to be the most academically
challenging yet.  Finally, seniors are
balancing a school work load with the
need to prepare for employment.  

Dealing with all the things students
deal with requires taking care of one’s
mental health.  There has never been
a more complicated time to be at-
tending university than right now.  Add

to this the fact that students are now
in a very delicate part of their lives.
Many have moved away from home
to attend, many will have moved out
on their own.  Most students are cre-
ating new relationships and adjusting
to new responsibilities. Coping with all
this requires skills which students
need to learn.

One of the most important coping
skills students need is how to deal with
stress.  Properly managing stress is
exceptionally important for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We will look at 5
tips from Dr. Michael Van Ameringen.
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at McMaster University in
Canada.  He suggests these tips for
staying mentally healthy.

1. Manage expectations: Students
need to learn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expect themselves to move in and
out of the various university environ-
ments and be perfect at everything.

2. Take a break: Allow yourself
fixed times to relax when you are
studying or working.

3. Build your social network:  Being
with other people helps to reduce your
stress.  Do not allow yourself to get
isolated.

4. Get some exercise: Any type of
physical activity can help a person feel
better, mentally and physically.

5. Ask for help:  This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for students.  It is im-
portant to recognize when there is a
problem, and most importantly when
you need to talk to someone.  Jeonju
University has several services avail-
able to students to help with this.

I hope students will take this advice
to heart and look after their mental
health, and have a great year at Jeonju
University. 

Staying Mentally Healthy

“disconnecting
from our technology
to reconnect with
ourselves

is absolutely es-
sential for wisdom”

- Arianna Huff-
ington

I hate how much I
depend on my ipad
and on the internet.
So why is it so hard
to unplug?

Every day, when I
walk to university or

simply go about my day to day life, I am constantly
avoiding knocking into people.  These people are
completely engrossed in whatever it is that is going
on in their phones than what is in front of them. 

Every day, I look around and see so many people
texting, browsing, flicking, scrolling and chatting on
their devices. Not only while walking, but waiting, sit-
ting alone in cafes or restaurants and even, frighten-
ingly, whilst driving.  We refuse to turn off our
computers, turn off our phone, log off Facebook, and
just sit in silence, because in those moments we might
actually have to face up to who we really are. Has it
really come to the point where we are too afraid of
our own minds that we need to be constantly dis-
tracted by the online world? So many of us treat life
as a constant status update. It’s as if we’re more con-
cerned with how our lives look than how we feel. 

Don’t get me wrong, I am no angel when it comes
to being distracted by a technological device. I con-
stantly fight the impulse to check my email, Facebook
and Instagram before I can even get through my
breakfast ? my brain has too many tabs open. I can’t
even watch a full movie without googling some actor
to see why I recognise him.  I’m not alone in this pur-
suit to feel constantly connected and in the loop. Going
for dinner with a friend/colleague and he/she whips
out their phone, like a gun from a holster, as soon as
we sit down. Since when was there a designated
mobile phone space on the table? News to me! 

Would I be so wrong to suggest we are all addicted
to our devices? I honestly believe technology is con-

trolling everyone around me, myself included.  I often
wonder how I’d get on if I disconnected from my ipad
for a short while. So, with that said, I vow to go on a
3 day digital detox ? watch this space. I believe it will
be live changing. You think it will be easy? Give it a
go, then share your success story! 

Right now, for me, it feels like an impossible feat.
I’m actually trembling at the thought of leaving my
ipad at home while I’m at work. There are too many
things I need to use it for. Or is there? So I ask myself,
“Will my world really fall apart if I let go of my ipad, or
should I say, my security blanket, for just a few days?” 

From searching on the wondrous internet, I have
found programs and digital detox retreats set up all
over the world to help people unplug and to become
connected to themselves and those around them. 

Digital addiction has become an epidemic. People
are suffering from digital distress or a case of SMAD
(Social Media Anxiety Disorder). You might also be
in need of a digital purge. From the looks of things, I
know I am.

We think we are in control with having a plethora
of information at our finger tips.  However, that is far
from the truth. We’ve reached the point where all of
our technological devices are using us. They are
making us sick. Just to scratch the surface, using our
devices too often increases stress, anxiety and de-
pression. They zap us of our energy and decrease
our immunity. Did you know that 75% of mobile de-
vices carry E.coli? Simply because most of us use our
phones when we use the toilet! Gross! There are also
claims to suggest that because of our increased use
of mobile phones, we are at a 50% higher risk of di-
abetes, decreased vitamin D production, increased
weight gain and increased symptoms of A.D.D. the
list goes on. Quite simply, by leaving our phones at
home is clearly a sure-fire way to undo all of this,
right?

It’s time to get offline and go outside, people! 
So, with that, I will post this article, turn off my

computer, put down my ipad, take a deep breath and
head outside to reconnect not only with myself but
also to those around me. 

“When we spend too much time touching screens,
we have little time left for touching lives”

- Jill Savage

Disconnect to Reconnect

By Joel MacDougald By Susan 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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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외식조리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료 (1인분) 

- 식빵 2 조각      - 설탕 1 큰 술
- 버터 2 큰 술    - 마늘 1 큰 술

1. 따뜻한 물이 담긴 볼 위에 버터를 담은
그릇을 놓고 버터를 녹인다.

2. ①에 마늘과 설탕을 넣고 섞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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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을 위한 간단 조리법

Tip!! ※ 버터는 가염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무염 버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②의 소스 만들기에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것이 좋다.

※ 마늘빵 소스를 만들 때 파슬리 가루를 함께 넣어주면, 맛과 향이 더 좋아진다.
※ ⑤의 후라이팬에는 약간의 기름만 두르도록 한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식빵이 기름을 모두 흡수하여 자칫 마늘빵이 느끼해질 수가 있다. 

3. 식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마늘빵으로 변신한 식빵!남은 식빵을 활용한 마늘빵 만들기!

◈ 모집대상 및 인원
전주대학교 재학생(멘토30명/ 멘티30명)
| 멘토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 

외국인 유학생 학부생 중 3,4학년
| 멘티 : 외국인 유학생

◈ 전형일정
| 모집기간: 2016.3.14(월)~3.18(금)
| 면접(필요시) : 2016. 3.22.(화)~23.(수)
| 합격자발표: 2016. 3.24(목)
| 오리엔테이션: 2016. 3.25(금)

오후6시 스타센타 온누리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최종 합격처리됨)

◈ 활동기간
2016. 3.28(월)~6.10(금) 11주간

◈ 활동내용
팀 및 그룹별 자율활동,
중간 및 최종 보고서, UCC(선택) 제출

◈ 활동혜택
멘토링 활동비 지원
우수팀, 우수그룹, UCC우수작품시상,
CP점수 부여 등
(상세 금액 및 시상 내역은 공지사항 내용 참조)

◈ 지원서 다운로드 및 제출
www.jj.ac.kr
(커뮤니티 - 알림방 - 공지사항 (일반))
국제교류원 방문 제출(국제교육관 203호)

◈ 기타 문의:이지선(Tel. 063-220-2319)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2016-1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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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③의 식빵 윗 면에 ②의 소스를 발라 준다.

5. 약한 불로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④의
식빵을 얹어 놓는다. 이때 소스를 바른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올려 놓는다.

6. ⑤의 아랫면이 어느 정도 구워지면
식빵을 뒤집어 준다. 그 위에 ②의
소스를 발라 준다.

7.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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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취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으나 그보다는 ‘캐치 더 월
드’(해외탐방)를 더 선호했다. 자신의 전공 경쟁력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
와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청춘의 꽃인 ‘미팅’이라고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여행에 참여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터 떠나 현재보단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
해본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장학생이 되고 싶은 참여율이 비례했다. 커피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고, 커피 매니아들은 한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일이다.
반대로 근로장학생은 학교공부를 하면서 공강시간을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다 .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과(전공)공부를 택했다. 아마도 새내기들에게는 학교 선택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학과 수업이었을 것이다. 이를 볼 때 많은 신입생
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친구와 교수님에 대한 비율
이 높았다. 청소년 때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큰 기
대감이 보였다. 

지난 3월 10일 (목) 학생회관에서 신입·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중
가장 해보고 싶은 공부 외의 학교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대
다수의 학생은 캐치 더 월드(해외탐방)와 여행을 다녀오길 원했고, 커피숍 아르바
이트생과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기타에는 편의점 아르바이

트가 조사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51%가 학과(전공) 공부 때문에 전주대학교에 잘
왔다고 생각을 했다. 기타로는 꿈, 학교분위기, 집과 가까운 거리로 조사됐다. 이 설
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전주대학교의 수퍼
스타가 되길 기대해본다.                                            _ 취재: 김하선, 박주경기자

열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 100명 대상 설문조사 -

2016년 1학기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신입·재학생들의 목표 점검을 위해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주대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 공부 외에 전주대 프로그램
중 가장 해보고 시픈것은?

<<참여율>>

캐치더월드(해외탐방)

해외봉사

Star T 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나는 전주대에 OO때문에 
잘 왔다고 생각한다.

<<참여율>>

학과(전공)공부

친구 교수님

캠퍼스 풍경

기타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것은?

<<참여율>>

■대학생활 중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참여율>>

여행

동아리

학과 MT

미팅

학생회활동

커피숍

근로장학생

전공관련

과외

기타

52%

23%

16%

9%

49%

20%

17%

11%
3%

33%

33%

24%

8%

2
%

51%
35%

8%
6%

전주대학교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전주대의 얼굴”
“SNS를 타고 지구한바퀴를 도는 내 기사 자랑스럽다”
“장학금혜택도 받고 대학생활을 맘껏 누린다”

| 모집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 지원방법 :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방문, 지원서 작성 후 제출

| 선발절차 : 지원서 검토(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면접 / 수습1년 / 정기자채택

| 혜      택 : 정기자채택 시 매월 장학금 지급

| 문의 및 연락 : 063)220-2441

| 홈페이지 : news.jj.ac.kr    | Facebook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검색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신문방송국
홈페이지

JJ-EBS
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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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오후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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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1 1

조강주 (문헌정보학과 졸업, 2015 JEBS교육방송국장 역임)

“와~ 신문이 컬러로 나오니까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전보다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들이 나와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알찬 내용으로 꾸며주세요~화이팅!”

최누리 (태권도학과 4학년)

“이제는 전주대신문을 올칼라로 볼 수 있게 되다니 신기하
네요. 전주대신문 칼라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신
문이 기대됩니다.”

고유진 (경영학과 4학년)

“하얗게 물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색색깔 계절이 한껏 우리
앞으로 다가왔네요. 전주대 곳곳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
에서 새 계절처럼 화사한 색으로 단장한 올칼라 신문으로
찾아온다고 하니 너무나 축하드려요. 신문사 화이팅!”

김민재 (제43대 총학생회장, 물류무역전공 4학년)

“전주대 신문이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흑백에서
전면컬러로 바뀐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학교 소식
들을 알리고자 열심히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님들 감사드리
고, 앞으로 더 학생들이 찾는 학교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석주 (축구학과 4학년)

예술관 신자채플 팀장 이석주입니다. 전주대학교 신문 매
번 잘 보고있구요, 이번 학기부터 칼라로 인쇄된다고 하니
더 생동감있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문방송국 늘 응
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발로 뛰며, 학교 구석구석 취재
하여 멋진 신문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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