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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
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1)

반세기전에,
당신의 섭리로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년의 해에,
저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오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여 주소서.
전주대가 출발할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며
기쁨과 은총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넓혀 나를 넘어 공동체를 보게 하시며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쓰다듬게 하시며,
차이를 넘어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저희의 인생에 여백을 주셔서 
그곳이 타인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이 쉼을 얻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주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내안의 주님으로 안식케 하시며, 
위로와 힘 되어 주소서. 

먼 훗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곳에 함께 하였던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희의 인생의 흔적에서 어리석음과 실수가 발견될 때 
온전히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용서와 위로되어 주소서.

먼 훗날,
천잠동산의 기억이 퇴색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되시는 그리스도만은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옵소서

구원자 되시고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
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호인 총장

기쁨과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의 50년, 100년을 향한 비상!

■ 일시 : 2014. 3. 8(금) PM 7:30
■  장소 :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5일(화) 2014학
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이어 26
일(수)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
였다.  
25일(화) 오전 10시 희망홀에서 개최된

입학식은 2014학번 신입생 및 학부모 3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별로 질서 있게 착석한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입학선서를 시작으로 하여 축
하 행사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동안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미롭게 입
학식에 임하였다. 

고정수 학생지원실장의 사회로 신입생
남녀대표의 입학선서와 이호인 총장의 입
학 허가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순
서에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복지제도와 여러 프로그램들
이 소개되었다.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교내
다양한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대출 안내와
슈퍼스타를 양성하는 Star-T 프로그램소

개, 그리고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로써 신
입생들의 학업에 실제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ROTC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소개로

이어졌고, 입대를 고려하는 남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더불어 선배
들의 입학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총학
생회 임원단들의 뜨거운 환영인사와 함께
학교교가 배우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이호인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

년 동안 치룬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
어서 너무나도 혹독하고, 외롭고, 가장 힘
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흘린 땀과 값진 노력은 반
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고 말하여, 혹
독한 대학입시로 인해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겨웠던 고교생활을 위로하였다. 
또한, “여러분이 선택한 전주대학교에 애

교심과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에게 칭찬
으로 다가서는 전주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즐거운 시간들
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슈퍼스타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
의 자랑스러운 전주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을 갖도록 권면하였다.
입학식 축하행사로는 백마응원단의 화려

한 공연과 힘찬 함성소리로 축하분위기를
북돋우었으며, 태권도 시범단 공연 그리
고, U.C.D.C의 공연으로 자유로운 대학청
년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반대학이

지만 기독교학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사였으며, 학생들을 위해 혜택
을 주고 있는 여러 다양한 장학제도에 대
한 설명으로 등록금에 대한 염려를 한결
덜 수 있었다. 그리고 자세한 국가장학금
소개와 수강신청 및 학사소개로 신입생들
이 궁금해 할만한 것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고 말하였다.
입학식 후에는 단과대학별 전공오리엔테

이션 장소에서 전공교수님들과의 만남을
갖고 1박2일의 전공체험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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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
나님을 대적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사랑하
는 인생이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오히려 미움보다 더 큰 멸시입니
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
는 인생을 살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
면서 무관심으로 살 것인가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시작됩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원 산하 전 학교 식구
들에게 모든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
하는데 집중하라고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패망입니
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
씀처럼 해가 힘 있게 돋는 것같이 축복해주
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1. 예수가 중심 되는 삶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의

식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살고 있는가?
이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페
르니쿠스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
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미쳤다고 했고
죽은 후에도 그의 시신을 불로 태웠습니
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갈릴레이는 재판
을 받고 법정을 걸어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화를 생각은 하면
서도 자기 삶에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의 인생을 삽
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
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깨달아야만 인생의
참 궤도(軌道)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어(主語)가 바뀌는 일입니다. 주님
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에서 ‘주
께서’로 바뀌고 ‘나는’이 ‘나를’로
목적어가 되어 자신이 객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
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가
까이에서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2,000쌍
이상 주례를 했는데 그 부부가 잘 살고 있
는지 보는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주인
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사는가 하는 것
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

내도 아닙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
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태양으로 계시면
남편은 주인 되신 그 분에게 순종하고 아
내도 순종합니다. ‘너’와 ‘나’는 주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서면 부딪힙니
다. 그러나 ‘너’도 예수께 순종하고,
‘나’도 예수께 순종하면서 한 다스림 앞
에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주대학교
가 진정한 평화와 조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학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
림 안에서 우리는 전주대학교의 새로운 시
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50년이라는 놀라

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
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학교의 주
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대학교
가 얼마나 발전하는가는 이 생각의 차이를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각
자 많은 이견(異見)과 생각들이 있지만 전
부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생각들입니
다.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러 이견(異見)들이 거대한 심포
니가 되어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14년 해가 힘 있게 돋음처럼
우리의 주인으로 떠올라 주옵소서!”하고
기도합시다.

2. 통일 한국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밝음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한없는 밝음으로 온 누리가 우리 앞에 아
름답게 드러납니다. 인류가 대단한 것 같
지만 아직도 밤을 낮으로 바꾸는 능력은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불야성(不夜城)
이라 하나 30,000피트 위에서 내려다보
면 반딧불 크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는 엄청난 어둠이 둘러 있습니다.
아무리 발광(發光)을 해도 그 어둠은 사라
지지 않으나 동녘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깊은 어둠은 물러가고 온 누리는 밝아
집니다. 

작년에 남북관계 단절의 문제가 있었습

니다. 거기서 촉발된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 또 앞으로 어떤 어둠으로 닥칠지 아
무도 모릅니다. 정말 예측 불허하며 시계
(視界) 제로의 2014년을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양으로 떠오
르시면 그 모든 어둠이 벗겨지고 통일 한
국의 축복을 이 나라에 주실 거라고 믿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한 해에
‘하나님, 민족에 밝은 빛을 주셔서 통일
한국의 새 시대를 주옵소서!’를 기도제목
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반드
시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3. 힘 있게 떠오르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는 해가 힘 있게 떠오르는 올

2014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찬 것들
을 주실 것입니다. 1984년도에 챌린저호
가 우주로 발사되다 폭발했습니다. 그 다

음에는 컬럼비아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
선 하나 쏘아올린 걸 가지고도 ‘원더풀!
원더풀!’ 하는데 저 큰 태양이 우리 앞에
올라오는 걸 어떤 것으로 흉내 내고 비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상(飛上)시키기 원하
시는 우리 대학교를, 태양을 떠오르게 하
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세워주실
때에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때문에 대
학의 1/3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전능하
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
건과 형편 때문에 ‘가능하다’ 혹은 ‘불
가능하다’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이 변해 강점으로 바
뀔 것이고, 부족한 것이 변해 풍성한 것으
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대학
교를 볼 때 이런 찬송과 고백이 주변에 들
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려고 하면 전주대학교를 보아라.
전주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을 보아라. 하
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다.’ 멀리 이집
트의 노예로 잡혀간 요셉을 보고 그 나라
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
럼,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 대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선지자를 보
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전주대학교
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4년 시무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동
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평소 잘 읽지 않는 성경일겁니다. 그것도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렇게 고백합시
다. “해가 돋음같이 주님의 능력과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란 우리 아버지의 보
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
녀들에게 미래의 보물창고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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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무예배 이사장 설교말씀>

“우리의 중심을 예수께 놓고 화합을 통해 선을 이루어 나가며 해가 힘 있게
돋음같이 떠오르는 한해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전주대학교 구성원이 모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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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간담회 내용 초록>

꿈꾸자! 믿음의 눈으로 Vision을 바라보며
편집자주) 홍정길 이사장은 지난 1월 3일 본관 4층 대

회의실에서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교수회 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학교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저는 일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일하는 분들의 울타
리가 되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선교ㆍ교육ㆍ복지 등 20여개 단체를 섬겼는데
그곳에 좋은 분들을 세워놓아서 그 단체들이 내실 있게 자
라났습니다. 저는 일을 잘할 줄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부탁
해와 지금껏 많은 일의 짐을 지고 살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시간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를 마감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건물을 선정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밀알학교가 일곱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건축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
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세워 놓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 학교의 흥망성쇠는 좋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
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일
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성공되지
예리한 사람들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래서 귀한 교수님들을 모셔오는 일에 정
성을 들였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호(雅號) 하나를 선물 받
았는데  ‘죽리(竹籬, 대나무 죽ㆍ울타리
리)’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는 톱을 대
고 잘라야 하는데 대나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
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됩니다. 제 삶이 본채나 마
당도 아니고 토담도 못되는, 토끼가 밀면 넘어지는 대나무
울타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 일을 한 것 같
습니다. 이전에 받은 무겁고 큰 아호는 잊어버리고 만일 쓴
다면 이것 하나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
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목회지, 복지단체들, 그리고「코스
타」도 제가 설립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좋은 사람
들이 일하도록 장(場)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수립하고 비전을 행하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인 곳이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
대학교는 전주대학교에 비해서 위치와 건물이 모두 미흡합
니다.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한동대학교 교수님들이 짧은
기간에 그곳을 사랑받는 학교로 만들어 냈습니다. 중국에서
는 북경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중국에서 1위입니
다. 그곳 교수님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에 제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
습니다. 그 다음 제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1965년에 김 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꿈을 꾸
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은 아닌데 오
늘 꾸는 게 꿈입니다. ‘비전(Vision)’은 ’본다’는 말입
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전이라는 말
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림(Dream)’은 10년 후, 20
년 후 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 아버지로부
터의 꿈>을 듣고 울었습니다. 마틴루터킹 목사님이 돌아가
신 뒤 40년 후에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틴루터킹 목사님이 앨라배마에서 행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꿈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님들은 아직 현실은 아니나 그것을 오
늘 이 시간에 끌어다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비전(Vision)을 바라보고 드림(Dream)을 이루어 나
가는 교수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입학 정원 감소로 우리나라의 학교가 많이 어려
워질 것입니다. 어떤 학과는 존속되고 어떤 학과는 폐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어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채용하면서 면접을 보면 면접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학교와 학과의 존립 가능여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
다. 좋은 교수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더 좋은 교수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어려운 학교는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제갈량이 삼고초려
(三顧草廬)를 받은 것처럼 좋은 교수님을 모셔오는 일에 함
께 정성을 쏟았으면 합니다. 좋은 교수님들 모셔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 학교의 존립마저 문제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때는 반드시 뒷받침하려고 생각합니
다. 인맥을 통해 지인을 채용하는 한국의 관행으로 교수를
모셔오면 우리 학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
하는 스승을 모셔 와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마음을 합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

상(非常)하는데 좋은 교수 없이는 비상할 수 없다.’ 이 말
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광고만으로
는 좋은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수소문과 평판을 듣고
해야 합니다. 평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학교가 이 시대
스승의 상을 가진, 삶의 본이 될 좋은 스승을 모셔오는 학교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대학 학생정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률이 80%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찾
아봐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사람 취
급을 안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허리가 부러져도 부모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이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에 오지 말라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닙
니다.  어떻게 이 학벌주의를 타파 할 수 있을까 혼자 마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 분야에서 일
가(一家)를 이루고 칭송받는 사람들에게 명예박사를 주면 어
떨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조이스 반다 대통령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 갔더니 모든 명패를 새로
제작해서 ‘Dr. 반다’로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

리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조이스 반다 대통령이 용
기백배하는 것을 보고, 뭐 하나를 줘도 받는
사람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력은 안 되지만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을 전국적으로 가려내서 학위를 수여하면

그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받는 것처럼 생(生)에 위로가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일로 명예박사 학위 수
여식을 일 년에 한 차례씩 하면 좋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여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생각하고 의미와 보람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
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해나간다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일
가를 이룬,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격
려해서 한국사회에 학력 이상의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해봤습니다.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말
만 비상(飛上)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미를 찾고 정성스
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명예박사 수여는 돈이 드는 것은 아
니지만 대신 우리가 줄 때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줘야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앞으로 이 두 가지에만 몇 년 동안 집중해도 이

분야만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수 모셔오는 일에 힘쓰자
명예박사 수여를 의미있게 하자



4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제818호

간호학과(송정희)는 2월 24일
( 월) 시행된 ‘제 54회 간호사국
가고시’에서 간호학과 2기 졸
업생 중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여
2년 연속 국가고시 응시생
100% 합격의 쾌거를 이룩하였
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교육사 국
가고시에도 17명이 응시하여 전
원이 합격하였다.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졸
업생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
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아주대학
교병원, 순천향대의료원, 인하대
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훈
병원, 강남성심병원, 강남차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등에 취업하
여 취업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송정희 학과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임상실
습 및 실무능력 강화는 물론 기독
교 정신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에
도 중점을 둔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전문 인력을 양성하
는 전국 최고의 명문학과로 발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간호학과, 2년 연속‘국가고시’100% 합격

대학원(원장 김종윤) 생명자원융
합과학과(주임교수 김현)는
‘2014년 전라북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사업’ 생명자원융합
과학분야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생명자원융합
과학과 석사과정 1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지자체 최
초로 기업과 대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고급인력난 해결을
위해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을 개
설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김현교수는 “생명자원융합과
학과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김제의 Seed valley에 조
성되고 있는 녹색생명 융합산업 중
심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자원융합과학과, 전북 취업연계형 특성화사업 선정

창업지원단 창업사관학교(단
장 및 학교장 이형규)은 지난 2
월 13일(목) 대학본관 1층에서
성공창업을 위한 축제 스타성공
창업 ’S‘ 쇼와 호남지역유일
의 창업사관학교 1기(회장 이상
진)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48명의 졸업생은 개별
매출 평균 1억원 이상, 총 매출
50억원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
45명, 지식재산권 114개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나타내었다.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된 고
성호씨(독립전원 태양광 전기방
시스템)는 “맞춤형 교육지 전문
책임멘토링, 전담매니저들의 도

움으로 창업사관학교 입소할 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고성호 입소생
은 2013년 매출 8억을 달성하
고, 현재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
고 있다.

또한 창업사관학교는 졸업식
행사와 함께 2월 13일(목)과 14
일(금) 양일간 대학본관에서 전
북엔젤투자포럼, 2기 사관학교
입소상담, 창업지원상담, 졸업생
들의 시제품전시, 시제품판매 부
스운영, 시제품 체험행사를 마련
창업에 관심에 있는 이들의 눈길
을 끌었다.

성공창업은 창업사관학교에서 ...
'S'쇼와 함께 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식

보건교육사 17명 응시해 전원 합격

‘21세기의 언더우드와 아
펜젤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
로 열린 PAUA 2014 국제교
육선교 전주대회가 2월 13일
부터 14일까지 JJ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PAUA(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범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
는 한국 기독인들이 아시아, 아
프리카에 선교를 목적으로 설

립한 대학들의 연합체로서, 현
재 10개의 회원대학과 10개
의 준회원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성택 PAUA 사무총장은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는 나라로까지 성
장했으며, 복음 안에 제대로
선 대학 하나가 한 국가에 미
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잊지 말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AUA 국제교육선교 전주대회 성황

2월 20일(목) 학생회관 대강당
에서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
원, 학생, 가족 등 2천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3학년도 전기 학
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513명, 석사 84명, 박사 19명
등 총 1,616명이 학위 수여를 받
은 가운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재오(소방안전공학과), 일반대
학원 석사과정 김현수(건강과학
과), 학사과정에 박성진(컴퓨터공
학과)이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총

장상(성적 우수)에 노성미(영미언
어문화전공)외 16명, 총장상 공
로상에 이우석(기계자동차공학
과) 외 18명, 총동문회장상에 고
설화(관광경영전공) 외 8명, 산학
관 커플링사업 표창에 진유진(관
광경영전공) 외 34명이 수상하였
다. 그 외에도 학업 및 교내외 각
분야에서 대학을 빛낸 431명의
학생들에게 총장이 상장을 수여
하였다.

이호인 총장은 “빚진 자의 마
음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

사하고 헌신하는 리더로 성장하
길 바란다”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와 유연한 사고로 항상 자신
을 성장시키고 사회의 어느 곳에
서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빛
나는 자랑스러운 수퍼스타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4년 설립인가를 받아 5개
학과로 시작한 우리대학은 현재
67개 학과 9개 대학, 8개 대학원
에 재학생 1만2천명, 졸업생 6만
명 규모의 세계적인 지역대학으
로 제4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사 1,513명 등 총 1,616명 졸업 

201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학위수여식에서 최우등상을 받은 김지우(중국언어문화전공)졸업생이 이호인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OTC 144 학군단(단장 정
해원대령)은 지난 2월 20일(목)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4년
도 학군사관 후보생 52기 임관
식 및 53기·54기 승급·입단
식을 가졌다. 

이호인 총장과 교무위원 등
교내인사와 임관과 승급, 입단
을 하는 후보생의 가족들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
서는  52기 후보생  46명이  소
위로 임관하였으며, 제 53기인
52명의 후보생들이 1년차에서
2년차로 승급했고, 제 54기 48
명의 후보생들이 새로 학군단에
입단했다. 

지난 2월 10일에는 52기 후
보생과 정해원 단장이 학교 발
전을 위해 200만원의 발전기금
을 이호인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학군단 임관식

박정기 교수(평생교육원)가
2월 18일(화) 총장실에서 이
호인 총장과 이방식 교무처장,
김갑룡 기획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인 기부 릴레
이’의 17호 주자로 나서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부동산학전공 강의와 평생
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의를 맡

고 있는 박정기 교수는 우리대
학 부동산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문으로 부동
산 재테크의 저변확대에 헌신
하고 실무 및 인성교육 강화로
우수인력 양성 선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3 대한민
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시
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
한 바 있다.

박정기 교수, 발전기금 5백만원 기탁 

류인평 교수(관광경영학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
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
원’으로 전라북도 대표로 선정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각 광

역자치단체에서 축제 전문가 1인
을 선정하여 문화관광 축제 선정
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
재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은 각
지역별 전문가 17명과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수동정)

류인평 교수‘문화관광축제평가위원’선정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호인 / 편집인 김문택 / 인쇄 제일출판
편집국 220-2442 / 운영실 220-2441

창간 1965년 5월 15일   홈페이지 http://news.jj.ac.kr



5제818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2014-신임교직원

- 주 요 경 력 -
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비정년계열 조교수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전주분원) 강사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HK전임강사

- 학 력 -
서울 한성고등학고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 학사
성균관대학교 한국한문학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계열
고문헌 관리학 박사

김건우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한국 일본어학회 총무이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양학과 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조교수

- 학 력 -
인하대학교 일어일본학 학사
추쿠바대학/일본어학 석사
츠쿠바대학/일본어학 박사

박강훈
(일본언어문화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University of Miami Visiting Scholar

- 학 력 -
중앙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심리학과 학사
고려대학교/상담 및 임상 석사
고려대학교/상담 및 임상 박사

권호인
(상담심리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상무이사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동서대학교 시간강사

- 학 력 -
동래고등학교
부산대학교/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회계학 석사
부산대학교/회계학 박사

공경태
(경영학부·

회계세무전공)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연세대학교 연구원
전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시간강사
KEMA강좌 보조강사

- 학 력 -
동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물리치료학 학사
연세대학교/물리치료학 석사
연세대학교/물리치료학 박사

박규남
(물리치료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가천의과학대학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Yale University Comparative Medicine 
Post Doctoral Associate
Yale University PharmacologyPost 
Doctoral Associate

- 학 력 -
전주신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농생물학과 학사
서울대학교/약학과 석사
서울대학교/약학과 박사

이정상
(대체건강관리학부

·건강기능식품전공)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한국운동역학회 이사
대한운동학회 이사
국민대학교 외래강사

- 학 력 -
능인고등학교
단국대학교/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체육교육 학사
서울대학교/체육교육 석사
국민대학교/스포츠 자연과학 박사

손지훈
(생활체육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경민대학교 태권도외교과 조교수
한국여성태권도연맹/기획분과 부위원장
태권도청지회/경영분과 위원장

- 학 력 -
삼계고등학고
순천대학교/사회체육학과 학사
순천대학교/체육교육학과 석사
경희대학교/체육학과 박사

이숙경
(태권도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전북대학교삼성문화회관 무대감독
전주대학교 영상예술학부 강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 학 력 -
전주공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기계설계공학 학사
전북대학교/국어국문학 석사
전북대학교/국어국문학 박사

류경호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학 력 -
서울명덕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 학사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 석사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 박사

김승우
(국어교육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수원대학교 ESL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학 력 -
서울 현대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학 학사
서강대학교/사학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학 석사
University college London(UK)/Pragmatics MA
University f Sussex(UK)/Semantics % Pragmatics Ph.D

김대영
(영어교육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용인대학교 시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조교수(비정년) 

- 학 력 -
서문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 학사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 석사
미국 Purdue University
/의사소통장애 Ph.D

채수정
(중등특수교육과)

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전주대학교 건강과학종합연구소 연구교수
전주대학교 대체건강관리학부 객원교수
전주대학교 생명과학부 시간강사

- 학 력 -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전주대학교/생물학 학사
전주대학교/생물학 석사
전주대학교/생물학 박사

송미장
(대학원 생명자원융합과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병동 및
VIP병동 책임간호사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학 력 -
서울여자고등학교
건국대학교/간호학과 학사
건국대학교/간호학과 석사
건국대학교/간호학과 박사수료

강설아
(간호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시간강사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전담강사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인문대학 강의전담교수

- 학 력 -
부안여자고등학교
전주대학교/영어교육학과 학사
전북대학교/영어영문학과 석사
전북대학교/영어영문학과 박사

이은경
(교양학부)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전주비전대학교 전임강사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인천광역시 시민외교관(중국어부문)

- 학 력 -
원주고등학교
침례신학대학교/신학과 학사
홍콩선도신학원/선교학 석사
대만중대신학원/신학 석사

강용일
(경배와찬양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사)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게임아카데미원장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안산1대학 겸임강사

- 학 력 -
중앙고등학교
관동대학교/미술학 학사
중앙대학교/애니메이션제작 석사

고기환
(게임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삼성 제일모직(주) 부장
전주대학교 및 계명대학교 객원 및 겸임교수

- 학 력 -
신평고등학교
서울산업대학교/산업디자인 전문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패션학 학사
경희대학교/의상학 석사

경문수
(패션산업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해동화재 자동차보험부 
국민대학교 강사 및 초당대 조교수
전주대학교 보험학과 겸임 전임강사
좋은차닷컴(주) 이사

- 학 력 -
광주 금호고등학교
전남대학교/회계학 학사
성균관대학교/보험경영 석사
국민대학교/국제경영 박사

이경재
(금융보험학과)
비정년계열

- 주 요 경 력 -
전북완주중학교 감독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
일본 몬테테이오FC 선수
우석대 시간강사, 전주대 객원교수

- 학 력 -
광주 금호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경영학 학사
전북예원대학교/체육학 석사
전북대학교/스포츠사회학 박사

정경구
(축구학과)

비정년계열

·부서 : 국제교육교류지원실
·최종학력 : 고려대  
·학위명 : 석사
·전공 : 중국어학

정성훈

·부서 : 총무지원실
·최종학력 : 충북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영어교육학

이학주

·부서 : 취업지원실
·최종학력 : 한양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영어교육학

민경용

·부서 : 산학연구지원실
·최종학력 : 전주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국어국문

이지연

·부서 : 재무지원실
·최종학력 : 전북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경영학

김승아

·부서 : 대외협력홍보실
·최종학력 : 전남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국어국문

신동원

·부서 : 학생지원실
·최종학력 : 전주대 
·학위명 : 학사
·전공 : 한문교육과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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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을’이라 불리는 ‘전주(全州)’
가 단일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된 것은 685
년 신라 신문왕 5년으로 ‘완산주’를 둔
것이 처음이다. 그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지만 문헌상에 보이는 확실한 치소(治
所)의 명칭은 이때부터 나타난다. 757년
‘전주’로 고쳐졌으니 전주는 천년이 넘
는 전통의 도시인 셈이다. 
900년 견훤이 전주에 도읍하고 ‘후백
제’를 칭한 것은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형
성하게 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주는 후백제 견훤의 땅이었던 셈이다. 견
훤에 대한 이미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로운 세상 ‘조선’을 건국했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대체의 역사상이었을 것
이고 쓰러져 가는 고려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였다.

견훤성 경치가 오르라 하기에 / 옛 것 어
루만지며 시름에 잠겨 쓸쓸히 웃네한 사대
부 구경하려니 지난 날이 슬퍼서 / 괜히 도
참으로 세상을 한탄하네노란 국화에 서리
내릴 즈음 술은 무르익고 / 청산에 해 질녁
발길을 나선다.
옛 영웅들은 날아가는 새와 같으니 / 지
쳐 쓰러지기 전에 일찍이 돌아올 줄을 안
다.

목은(牧隱) 이색(李穡, 1328~1396)의
시로 전해지는 이 시는 남고산성에 올라 읊
은 것이다. 이색은 고려시대 성리학자로 새
로운 사회 개혁을 지향했던 인물이다. 이성
계, 정도전 등의 역성혁명에 반대한 사람으
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1395
년 한산백(韓山伯)으로 봉하여 벼슬에 나올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망한 나라의 사대
부는 오로지 해골을 선산에 파묻을 뿐’이
라 하면서 끝내 고사하였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길을 달리했
던 건국세력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패가 만연했던 고려를 새롭게 만
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리학에 있었다고
믿었던 이색이 견훤성을 보는 소회는 포은
정몽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천길 산머리 돌길 가로 놓여 / 그 산 올랐
으나 스미는 감정 이길 길 없네
청산에 은밀히 서약한 부여국(夫餘國)인

데 / 누런 잎만 어지러이 백제성에 날리는
구나

구월 가을 바람에 깊어가는 나그네 시름
/ 한 평생 호방했던 서생을 그르쳤네

하늘가에 해는 지고 뜬 구름 모이는데 /
머리 들어 하염없이 개경(開京)만 바라본
다.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목대에서 종친
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면서 대풍가를 부르
자 서장관으로 동석했던 정몽주가 말을 달
려 남고산 만경대에 올라 쓸쓸하게 노래한
시이다. 지금도 만경대 바위에 새겨진 이
시는 망국의 아련한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
다. 

역사는 늘 흘러간다. 고려 멸망을 아쉬워
했던 남고산의 천경대, 만경대는 천세 만세
무궁함을 대비한 지명으로 비춰졌다. 전주
가 완산이었던 것은 조선이 온전하고 완전
하게 길이 성대함을 누리고자 한 것으로 인
식되었다. 경기전을 고쳐 지으면서 지은 관
찰사 이경전의 상량문에 나오는 말이다. 조
선 숙종대 명신이었던 문곡  김수항
(1629~1689)은 “땅은 임금을 내어 왕
기(王氣)를 머금고, 산은 걸터앉은 뱀 같아
서 웅장한 성을 수호하네”라 하여 조선의
본향지였던 전주를 위호하는 남고산을 노
래하였다. 또 “명예로운 도회(都會, 전주)
는 성조가 창업한 땅이요 황폐한 보루는 견
훤이 말달리던 성이라”하여 조선의 번성
함과 옛 후백제의 과거를 대비하기도 하였
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은 ‘전주’
의 도시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게 된다. “큰
고을 여러 곳에 있으나, 완산(完山)이 가장
진기하다. 천년 세월 제왕(帝王)의 상서로
운 기운이 모여, 한 시대의 왕업(王業)을 열
었네” 조선의 개국원종공신이었던 양촌
권근(1352~1409)은 전주를 이렇게 노래

했다. 제왕을 낳았던 도시로서의 전주는 그
자체만으로 상서로운 고을이었던 것이다. 

기린봉 형세는 투구와 같고 / 완산은 호
남의 첫째가는 고을이라혼란했던 삼국시대
군비를 담당했고 / 오랜 태평성대에 뛰어난
인물을 내었네백성들은 부지런히 갈고 길
쌈하여 / 배우고 익혀 가문에 전하는 이 공
자와 주공(周公)이네 숙종대 뛰어난 문장가
이 자  시 인 이 었 던  이 사 명 (李師命 ,
1647~1689)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

서 읊은 시의 일부이다. 조선시대 전주는
주나라의 태빈(邰?)으로 한나라의 풍패(豊
沛)로 한 나라의 건국조가 난 고장의 인식
과 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탕목읍(湯沐邑)
으로서의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이 속에
서 만일 황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어
디에서 매서운 위세를 찾을 것인가?” 전
주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조
선왕실이 시작된 성스러운 곳이었던 것이
다. 

/ 역사문화콘텐츠전공

용이 일어난, 이 곳 전주를 읊다

홍성덕교수가 들려주는 ‘전주·전주사람들’이야기 31

‘온고을’이라는 불리는 전주, 천년이 넘는 전통의 도시
말 달리던 옛땅, 제왕을 낳았던 상서로운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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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언어(말)를 창
조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지만(창세기
11장 1-9절), 인간은 이 동일한 언어
를 사용하여 바벨탑을 세워 하늘에 도
달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님이
이를 중지시키시려 하루아침에 서로 알
아들을 수 없도록 서로 다른 말을 사용
하도록 하셨다. 이 후로 인간들은 수많
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Ethnologue:
Language of World 인터넷 판에 의하
면(http://www.ethnologue.com) 세
계 언어는 총 7,413개가 있다. 이 중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 6,909개이며,
이 언어 중 389개(약6%)만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
며 전체 5,959,511,717명의 인류중
약 94%가 이 6%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6,520개 언어는 세계인
구의 6%만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말)를 주셨
다면, 인간은 서로에게 의사소통과 기
록을 하기위하여 글(문자)을 만들었다.
지난 500여 년간 수많은 문자가 인간
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발달하기
도 했으며, 또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인
간이 사용하는 이러한 문자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34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하면 64개의 문자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영
어알파벳 26글자의 기본이 되고 있는
라틴로마자는 현재 총 304개의 언어에
서 자국의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각국
의 공업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과
학적·지적·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
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
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는 국제화, 세계화, 컴퓨터의 발달로 인
한 기계화와 서로의 정보공유를 위해
라틴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의 글자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라틴로마자를 사용
하지 않는 언어의 문자를 라틴로마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라틴자 표준화 작업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틴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도 라틴로마자를 이
용하여 자신의 언어를 문자화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도 여권, 신
용카드, 학생증 등 거의 모든 공용문서
에 우리들의 성과 이름을 영문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씨
의 영문로마자표기는 한심할 정도로 다
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2011년 외교부
여권자료에 따르면, 수집된 성씨 162
개의 성씨 당 평균 영문로마자표기는
17.54개나 된다. 예를 들면,‘권’씨의
경우는 124개의 다른 표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곽 109개, 유 103개, 백 72개,
류 67개, 임 70개, 노 57개, 엄 67개,
전 68개, 정 67개, 강 41개 등으로 표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씨를 다양하게 표기하는 것은 한글
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것
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에
성의 표기가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
만 아니라, 같은 조상을 갖는 성의 기본
정신과 외국인과의 관계에서의 신분확
인 등을 위해서 하루빨리 영문로마자
성씨표기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한 때이
며 우리 스스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
는 성씨 영문로마자를 통일하도록 노력
해야 할 때이다. 

성씨의 영문표기 문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이다.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냈던 나무들은 새싹
이 움트기 시작하고 지난 2월25일(화) 새
내기 3,000여 명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천잠인으로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
고 드디어 개강을 맞이하였다. 매년 느끼
는 것이지만 올해도 엮시 천잠벌 곳곳에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각
강의실마다 외국인인 넘쳐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
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귀
화한 전체 외국인수가 2011년 1월 10
만명을 돌파한 이래, 새로 한국 국적을 취
득하는 귀화자 수는 2011년 1만6090
명에서 2013년에는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00년도에 49만명이던 주한 외
국인이 지금은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뀌기 위해 성과 본을
신청한 창성창본 건수는 2010년 7,038
건에서 2011년 7,770건, 2012년
7,823건, 2013년 7,612건에 이른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늘다보니 희귀한 성
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봉황 신씨,
태국 태씨, 무주 황씨, 몽골 몽씨등이 새
로생긴 성씨들이다.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지구촌 곳곳에서 전주대학에 학문을 연마
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함
께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자. 외국인
학생들이 외국인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같
은 천잠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편한 마음
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자. 전주대학은 더 이상
지역대학이 아니며 세계속의 하나님의 대
학임을 명심하자.

희망의 2014학년도 1학기가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우울한 소식만이 들려온다.
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확대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경쟁력제고에 대한 시
대적 요청이 있으며, 내적으로는 학령인
구 감소에 따른 양적, 질적 대학구조개혁
이 화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의 영
향으로 2018년부터는 대입정원과 입학
자원이 역전되며 2020년 이후 약 16만
명의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고등
교육시장 전망때문이다.‘10년 안에 대학
100개는 없어져야’,‘대학구조 조정 피
할 수 없어’,‘미 충원 인원의 96%가 지
방대학’,‘대학생 6년만에 줄고, 초등생은
10년째 감소’라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우
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V자 비행을 하는
철새로 부터 교훈을 본받아야 한다. 지난
1월 15일 영국왕립수의대 스티븐 포르
투갈 박사팀은 국제학술지인 네이쳐에 발
표한 논문을 통해, 철새들이 혼자 날 때
보다 V자 대형을 이뤄 날 때 심장박동과
날갯짓 횟수가 11~14% 감소하며, 뒤
따라가는 새가 앞서가는 새의 박자에 맞
춰 날개짓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V
자 대형을 이룰 땐 앞서가는 새와 평균

45도 각도, 0.49~1.49m 거리 간격을
뒀고, 날개 끝단의 위치는 서로 약
0.115m씩 겹쳤다. 새가 날 때 날개 끝단
에는 위, 아래의 공기흐름 차이로 인해 소
용돌이가 생긴다. 이 소용돌이는 뒤쪽으
로 튜뷰형태로 늘어지며 난류를 형성한
다. 이 기류는 아래쪽을 향하다 중간쯤으
로부터 위쪽으로 흐름을 바꾼다. 선두를
뒤따르는 이 새가 이 위치에서 날갯짓을
하면 추가 양력을 받아 더 쉽게 날 수 있
다. 연구팀에 의하면 새들은 비행내내 이
같은 최적의 위치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
였으며 앞서가는 새의 날갯짓‘박자’에
맞춰 날개를 움직임으로써 수만,수천 km
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새로부터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각각 방향으
로 날아가서는 얼마 날지 못하고 추운겨
울을 이겨내지 못한다. 앞선 선두의 지시
에 따라 정확한 간격을 두고 박자를 맞춰
날갯짓을 함으로써 수만, 수천 km의 긴
거리를 날라 따뜻한 남쪽나라에 머물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철새로부터 지혜
를 얻자. 그리하여 새로운 50년, 미래의
50년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학 전주
대학을 우리 모두 만들자.

국제화시대에 글로벌캠퍼스를 만들자

철새의 V비행의 교훈

사  설
교수칼럼

양병선 교수
(영미언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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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지난해 9월 초순 마감한‘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BS,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새
로운 이야기 발굴의 장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신화가 될
스토리 콘텐츠를 뽑는 경연이다. 
<왕의 초상>은 국적, 연령, 장르 구별 없이 접수된 총 1,423

편의 응모작품 가운데‘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는 자유공모 18편, 지정

공모 6편 등 총 2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왕의 초상’은 조
선 건국 초 왕의 초상을 그리는 화사가 왕의 목숨을 노리는 내용
의 역사 스릴러로“섬세한 표현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상징에
대한 해석이 돋보였다.”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정공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문화콘텐츠닷컴’

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의‘스토리테마파크’사이트가 제공하는 한
국의 전설, 민담, 설화,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
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스토리를 말한다. 

<왕의 초상> 스토리의 핵심

왕을 제외한 모두는‘루저’(loser)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
에서 이야기는 출발한다. 조선 초기 태종의 어진(御眞-왕의 초
상) 제작을 둘러싼 국가적 음모와 반역, 멸망한 고려 유민들의
불굴의 저항을 그린다. 팩트와 픽션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
진 <왕의 초상>은 주인공‘명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 화가로
서 일정한 정상에 오르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칙릿(chick-liter-
ature) 성격을 띤다. 결국 이 이야기는‘루저’들에 의해 국가의
전통이 일어서고, 개인의 자질이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며, 개인
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성에 주목한다. 

■창작의도 - 한류의 힘과 전통의 저력
이 창작 스토리의 근본 원칙은 어진(御眞),‘왕의 초상(肖像)’

에 담긴 민족적 얼과 그 계승에 있다.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한류(韓流)의 대세 속에, 조선왕조 어진과 관련한 콘텐츠는
새로운 한류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국가적 도감을 설치하면서까지 어진을 제작한 것은,

그 자체부터가 왕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역사적 본류에서 결
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콘텐츠이다. 
2012년 6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국보 317호로 지

정된‘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은 조선초기 선묘 위주의 초
상화 기법이 잘 간직되어 있다. 대규모 화면, 표제, 장황, 용문이
직조된 풍대(風帶), 낙영(絡纓)과 유소(流蘇) 등이 온전하게 구비
된 상태로 진전(眞殿) 봉안용으로서의 격식 또한 잘 갖추고 있
다. 
당대 최고의 화사들에 의해 제작된 태조어진은‘경기전의(慶
基殿儀)’,‘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模都監儀軌)’등의 자료를

통해 제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태조어진은 예술성, 희소성, 상징성, 전통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왕의
초상>은 조선시대 어진 제작에 따른 내용을 진술하고, 어진의 본
보기에 이르는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한민
국 지닌 전통의 저력과 한류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의 배경과 원천
이 스토리의 배경은 조선 태동기, 태종 때를 거슬러 올라간다.

멸망한 고려 왕족과 유민들은 신생국 조선에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잔존을 척살하는 과정에, 고려 왕족과 내통한 도
화서 화원 명현서(明賢嶼)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전개된
다. 
명현서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딸 명무(明楙)는 노인의 손에 이
끌려 산장으로 피신한다. 산장에서 노인에게 회화를 전수받으며
유년시절을 보내는 명무. 주인공 명무를 통해 아비 잃은 슬픔,
회화 입문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그려 나간다. 
여러 해가 지나 어엿한 여인이 된 명무, 회화에 남다른 자질을
갖추게 된다. 어느 날 왕궁에서 어진(御眞) 경연을 위해 외방의
화가들을 불러들인다. 노인과 함께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길 떠
나는 명무. 대관령 넘어 경복궁에 입궁하면서 어진 경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조선 왕실과 어진 제작의 사실적 재현 
왕궁에 입궁하면서 비로소 어진 경연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명무. 이를 통해 명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패배자로서 닫혀있는
구조만이 아닌,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열린 세상이라는 것
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어용화사(御用畵師) 선정을 위한 시재(試才)를 거쳐 명무는 어
렵사리 동참화사로 임용된다. 어진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초본
(草本)에서부터 비단에 윤곽을 그리는 상초(上肖), 색을 입히는
설채(設彩)에 이르기까지 어진제작의 전반을 수행하면서 명무는
경연에 기치를 올린다. 
어진은 단순히 왕의 얼굴과 전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신과 전신을 화견(畵絹)에 담는 숭엄한 작업이다. 어진 제작에
따른 전 과정이 명무를 통해 밀도 있게 펼쳐지는 것도 어진이 품
고 있는 국가적 고결성에 값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어진 제작
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반역에 관한 국가적 음모와 치정
어진 경연이 끝난 후 심사관들은 여러 날 고심 끝에 명무의 어

진과 선비화가의 어진을 선정한다. 두 축의 어진을 선정하면서
도화서 화원 하나가 경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 왕은 왕실의
안전과 신하들과의 마찰을 무마하고자 부정한 화원을 발색하지
않는다. 

경연의 모든 과정이 막을 내린 그날 저녁, 선비화가가 피살되
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 현장에 버려진 붓 한 자루, 그것은 명
무의 아비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다. 누명을 쓴 채 급작스런
사건에 휘말리는 명무. 
급히 궁에서 빠져나오지만, 명무의 뒤를 쫓는 예문관 대교에

의해 다시 궁으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반역에 관한 국가적 음모
와 우국에 끓어오르는 정치적 치정은 엄혹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다. 

■왕의 자비와 그 너머의 빛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과 만나는 명무.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축의 어진을 놓고 왕과 대화한다. 
명무의 어진과 선비화가가 그린 어진의 차이에서 왕에 관한 비
밀스런 관점이 드러난다. 용의 발톱, 그 하나로 천지간 갈라놓는
왕의 존휘는 엄중하고 가혹하다. 이로써 불충과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선비화가의 죽음이 설명된다. 왕은 그 모든 것을 덮
고자 했어도, 반역의 명분은 왕가의 법도에 의해 어김없이 적용
된다. 
그 와중에 왕은 명무가 명현서의 딸임을 알게 되고, 왕은 명무

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와 동시에 명무는 지난날 품어 온
원한이 모두 허황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왕의 진언(眞言)
앞에 어진 경연에 참가한 목적이 시해에 있었음을 자백하는 명
무, 지금도 시해는 유효함을 암시한다. 시해를 예비한 이상 참형
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왕과 명무. 그러나 왕은 명무의 목
숨을 살려준다. 명무에게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달아날 것을 당
부하고 왕은 독대를 종료한다. 

■시대적 갈등 & 루저들의 삶과 죽음 
이 스토리는 어진을 둘러싼 시대적 명분과 정치·사회·문화

적 사건과 조우한다. 모든 대립은 양면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왕
과 신료들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 외교적 명분과 실리적 명
분, 태동의 조선과 몰락의 고려왕조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왕
을 향한 적대감과 왕을 향한 지극함 등 수많은 사건과 사건의 전
개가 그러하다. 
이 모두는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큰 사유 속에 형성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각 자의 삶은 각각의 죽음을 향해 치닫는 불
꽃같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그 나름의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명무는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뇌한다. 특히
나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독립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이야
기의 파격과 진취성, 절망과 희망, 고뇌와 번민에 찬 인생을 생
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
시대마다 괄목할 경연과 겨룸은 있어 왔다. 본질 면에서 진보

적이며 발전된 성과를 발굴하는 것이‘경연’의 취지이다. 따라

서 이 스토리는 어진 경연에 큰 의미와 비중을 두고 있다. 누명
을 쓰고 쫓기는 자의 비애 속에 국가적 음모와 망상으로 들끓는
조선을 떠나고자 하는 고려인의 당위는 숨어 있다. 이는 살아남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조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조선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려인의 비애, 이것이 시대 저편에 펼쳐
진‘루저’들의 삶과 죽음의 진경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왕을 제외한 모두는‘루저’(loser)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에서 이 이야기는 출발하지만, 결국‘루저’들에 의
해 국가의 전통이 일어서고, 개인의 자질이 나라의 문화를 일으
키며,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성에
주목한다. 

■과거 모순, 현재적 시점에서 재현 
모두는 과거의 사건과 직면하거나 조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불변의 시대좌표에 의한 동시성
원칙에 따라, 시대적 인물은 현재 시간대에서의 과거 관측자인
동시에 과거 시간대에서의 미래 예측자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
좌표는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든 변환되지 않으므로, 과거 관
측자에 대한 동시는 미래 예측자에 관해서도 동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거가 현재의 시간을 이루었듯, 모든 현재

가 과거 시간대로 뻗어가는 단순한 구조 속에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 모든 어제가 현재의 과거이며, 모든 현재가 어제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동시성의 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
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명무라는 고전적 캐릭터를 통해 과거의 수
많은 사건과 사건에 직면한다. 삶과 죽음조차 스스로 규정짓기
보다, 왕에 의해 연속되거나 단절될 수밖에 없는‘루저’들이 처
한 시대적 모순이란 때도 가혹하고 때도 처절하기도 하다. 이러
한 모순을 이 이야기는 현재적 시점에서 말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로서 향후 계획

향후 단행본 소설로 완성시켜 출간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영
화로도 제작하였으면 한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매력있지 싶
다. 망설이기보다 먼 가능성을 타진하여, 대한민국이 지닌 전통
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들끓는 한류
의 저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계획이
다. 
역사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단편의 비사(秘事)일지라도 어느

부분에선 소중한 스토리가 되고 콘텐츠가 된다. 나의 작업은 세
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좌표에 의한 동시
성 원칙에 따라 보다 견고한 역사적 기둥의 콘텍스트를 세상 앞
에 세우는 일이다. 모두의 알 권리를 채워줄 수 있는 탁월한 콘
텐츠로서 역사적 진경과 그 가능성을 열어가겠다. 

■ 21세기 아는만큼 보인다
/전통의 힘 & 한류(韓流) 콘텐츠

”

콘텐츠로 승부한다. 대한민국이 쓰고, 세계가 즐긴다!! 
2013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작 <왕의 초상>은 국보 317호로 지정된‘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을 

기본 모티프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어진은 선묘 위주의 초상화 기법이 잘 간직되어 있다. 이 스토리는 어진의 본보기에 

이르는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닌 전통의 저력과 한류의 힘을 보여주려 한다.

서철원 작가
(국어국문학과 86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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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지난해 9월 초순 마감한‘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BS,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새
로운 이야기 발굴의 장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신화가 될
스토리 콘텐츠를 뽑는 경연이다. 
<왕의 초상>은 국적, 연령, 장르 구별 없이 접수된 총 1,423

편의 응모작품 가운데‘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2013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는 자유공모 18편, 지정

공모 6편 등 총 2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왕의 초상’은 조
선 건국 초 왕의 초상을 그리는 화사가 왕의 목숨을 노리는 내용
의 역사 스릴러로“섬세한 표현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상징에
대한 해석이 돋보였다.”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정공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문화콘텐츠닷컴’

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의‘스토리테마파크’사이트가 제공하는 한
국의 전설, 민담, 설화,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
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스토리를 말한다. 

<왕의 초상> 스토리의 핵심

왕을 제외한 모두는‘루저’(loser)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
에서 이야기는 출발한다. 조선 초기 태종의 어진(御眞-왕의 초
상) 제작을 둘러싼 국가적 음모와 반역, 멸망한 고려 유민들의
불굴의 저항을 그린다. 팩트와 픽션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
진 <왕의 초상>은 주인공‘명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 화가로
서 일정한 정상에 오르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칙릿(chick-liter-
ature) 성격을 띤다. 결국 이 이야기는‘루저’들에 의해 국가의
전통이 일어서고, 개인의 자질이 나라의 문화를 일으키며, 개인
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성에 주목한다. 

■창작의도 - 한류의 힘과 전통의 저력
이 창작 스토리의 근본 원칙은 어진(御眞),‘왕의 초상(肖像)’

에 담긴 민족적 얼과 그 계승에 있다.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한류(韓流)의 대세 속에, 조선왕조 어진과 관련한 콘텐츠는
새로운 한류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국가적 도감을 설치하면서까지 어진을 제작한 것은,

그 자체부터가 왕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역사적 본류에서 결
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콘텐츠이다. 
2012년 6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국보 317호로 지

정된‘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은 조선초기 선묘 위주의 초
상화 기법이 잘 간직되어 있다. 대규모 화면, 표제, 장황, 용문이
직조된 풍대(風帶), 낙영(絡纓)과 유소(流蘇) 등이 온전하게 구비
된 상태로 진전(眞殿) 봉안용으로서의 격식 또한 잘 갖추고 있
다. 
당대 최고의 화사들에 의해 제작된 태조어진은‘경기전의(慶
基殿儀)’,‘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模都監儀軌)’등의 자료를

통해 제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태조어진은 예술성, 희소성, 상징성, 전통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왕의
초상>은 조선시대 어진 제작에 따른 내용을 진술하고, 어진의 본
보기에 이르는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한민
국 지닌 전통의 저력과 한류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의 배경과 원천
이 스토리의 배경은 조선 태동기, 태종 때를 거슬러 올라간다.

멸망한 고려 왕족과 유민들은 신생국 조선에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잔존을 척살하는 과정에, 고려 왕족과 내통한 도
화서 화원 명현서(明賢嶼)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전개된
다. 
명현서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딸 명무(明楙)는 노인의 손에 이
끌려 산장으로 피신한다. 산장에서 노인에게 회화를 전수받으며
유년시절을 보내는 명무. 주인공 명무를 통해 아비 잃은 슬픔,
회화 입문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그려 나간다. 
여러 해가 지나 어엿한 여인이 된 명무, 회화에 남다른 자질을
갖추게 된다. 어느 날 왕궁에서 어진(御眞) 경연을 위해 외방의
화가들을 불러들인다. 노인과 함께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길 떠
나는 명무. 대관령 넘어 경복궁에 입궁하면서 어진 경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조선 왕실과 어진 제작의 사실적 재현 
왕궁에 입궁하면서 비로소 어진 경연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명무. 이를 통해 명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패배자로서 닫혀있는
구조만이 아닌,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열린 세상이라는 것
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어용화사(御用畵師) 선정을 위한 시재(試才)를 거쳐 명무는 어
렵사리 동참화사로 임용된다. 어진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초본
(草本)에서부터 비단에 윤곽을 그리는 상초(上肖), 색을 입히는
설채(設彩)에 이르기까지 어진제작의 전반을 수행하면서 명무는
경연에 기치를 올린다. 
어진은 단순히 왕의 얼굴과 전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신과 전신을 화견(畵絹)에 담는 숭엄한 작업이다. 어진 제작에
따른 전 과정이 명무를 통해 밀도 있게 펼쳐지는 것도 어진이 품
고 있는 국가적 고결성에 값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어진 제작
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반역에 관한 국가적 음모와 치정
어진 경연이 끝난 후 심사관들은 여러 날 고심 끝에 명무의 어

진과 선비화가의 어진을 선정한다. 두 축의 어진을 선정하면서
도화서 화원 하나가 경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 왕은 왕실의
안전과 신하들과의 마찰을 무마하고자 부정한 화원을 발색하지
않는다. 

경연의 모든 과정이 막을 내린 그날 저녁, 선비화가가 피살되
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 현장에 버려진 붓 한 자루, 그것은 명
무의 아비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다. 누명을 쓴 채 급작스런
사건에 휘말리는 명무. 
급히 궁에서 빠져나오지만, 명무의 뒤를 쫓는 예문관 대교에

의해 다시 궁으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반역에 관한 국가적 음모
와 우국에 끓어오르는 정치적 치정은 엄혹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다. 

■왕의 자비와 그 너머의 빛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과 만나는 명무.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축의 어진을 놓고 왕과 대화한다. 
명무의 어진과 선비화가가 그린 어진의 차이에서 왕에 관한 비
밀스런 관점이 드러난다. 용의 발톱, 그 하나로 천지간 갈라놓는
왕의 존휘는 엄중하고 가혹하다. 이로써 불충과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선비화가의 죽음이 설명된다. 왕은 그 모든 것을 덮
고자 했어도, 반역의 명분은 왕가의 법도에 의해 어김없이 적용
된다. 
그 와중에 왕은 명무가 명현서의 딸임을 알게 되고, 왕은 명무

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와 동시에 명무는 지난날 품어 온
원한이 모두 허황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왕의 진언(眞言)
앞에 어진 경연에 참가한 목적이 시해에 있었음을 자백하는 명
무, 지금도 시해는 유효함을 암시한다. 시해를 예비한 이상 참형
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왕과 명무. 그러나 왕은 명무의 목
숨을 살려준다. 명무에게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달아날 것을 당
부하고 왕은 독대를 종료한다. 

■시대적 갈등 & 루저들의 삶과 죽음 
이 스토리는 어진을 둘러싼 시대적 명분과 정치·사회·문화

적 사건과 조우한다. 모든 대립은 양면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왕
과 신료들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 외교적 명분과 실리적 명
분, 태동의 조선과 몰락의 고려왕조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왕
을 향한 적대감과 왕을 향한 지극함 등 수많은 사건과 사건의 전
개가 그러하다. 
이 모두는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큰 사유 속에 형성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각 자의 삶은 각각의 죽음을 향해 치닫는 불
꽃같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그 나름의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명무는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뇌한다. 특히
나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독립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이야
기의 파격과 진취성, 절망과 희망, 고뇌와 번민에 찬 인생을 생
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
시대마다 괄목할 경연과 겨룸은 있어 왔다. 본질 면에서 진보

적이며 발전된 성과를 발굴하는 것이‘경연’의 취지이다. 따라

서 이 스토리는 어진 경연에 큰 의미와 비중을 두고 있다. 누명
을 쓰고 쫓기는 자의 비애 속에 국가적 음모와 망상으로 들끓는
조선을 떠나고자 하는 고려인의 당위는 숨어 있다. 이는 살아남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조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조선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려인의 비애, 이것이 시대 저편에 펼쳐
진‘루저’들의 삶과 죽음의 진경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왕을 제외한 모두는‘루저’(loser)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에서 이 이야기는 출발하지만, 결국‘루저’들에 의
해 국가의 전통이 일어서고, 개인의 자질이 나라의 문화를 일으
키며,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성에
주목한다. 

■과거 모순, 현재적 시점에서 재현 
모두는 과거의 사건과 직면하거나 조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불변의 시대좌표에 의한 동시성
원칙에 따라, 시대적 인물은 현재 시간대에서의 과거 관측자인
동시에 과거 시간대에서의 미래 예측자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
좌표는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든 변환되지 않으므로, 과거 관
측자에 대한 동시는 미래 예측자에 관해서도 동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거가 현재의 시간을 이루었듯, 모든 현재

가 과거 시간대로 뻗어가는 단순한 구조 속에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 모든 어제가 현재의 과거이며, 모든 현재가 어제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동시성의 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
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명무라는 고전적 캐릭터를 통해 과거의 수
많은 사건과 사건에 직면한다. 삶과 죽음조차 스스로 규정짓기
보다, 왕에 의해 연속되거나 단절될 수밖에 없는‘루저’들이 처
한 시대적 모순이란 때도 가혹하고 때도 처절하기도 하다. 이러
한 모순을 이 이야기는 현재적 시점에서 말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로서 향후 계획

향후 단행본 소설로 완성시켜 출간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영
화로도 제작하였으면 한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매력있지 싶
다. 망설이기보다 먼 가능성을 타진하여, 대한민국이 지닌 전통
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들끓는 한류
의 저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계획이
다. 
역사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단편의 비사(秘事)일지라도 어느

부분에선 소중한 스토리가 되고 콘텐츠가 된다. 나의 작업은 세
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좌표에 의한 동시
성 원칙에 따라 보다 견고한 역사적 기둥의 콘텍스트를 세상 앞
에 세우는 일이다. 모두의 알 권리를 채워줄 수 있는 탁월한 콘
텐츠로서 역사적 진경과 그 가능성을 열어가겠다. 

■ 21세기 아는만큼 보인다
/전통의 힘 & 한류(韓流) 콘텐츠

”

콘텐츠로 승부한다. 대한민국이 쓰고, 세계가 즐긴다!! 
2013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작 <왕의 초상>은 국보 317호로 지정된‘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을 

기본 모티프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어진은 선묘 위주의 초상화 기법이 잘 간직되어 있다. 이 스토리는 어진의 본보기에 

이르는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닌 전통의 저력과 한류의 힘을 보여주려 한다.

서철원 작가
(국어국문학과 86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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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전발협 신임회장 오성택목사(남전주성결교회 목사)를 만나다

- 먼저 전발협 회장으로 선출되심을 축
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
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 <전발협>은 어떤 모임인지요?   간단
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목회자들께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
학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대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 <전발협>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1997년에 전주시에서 조직되어 점차
로 익산, 군산, 정읍에 이어 임실까지 확대
되었으며, 각 지역 협의회 마다 전주대 발
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
고 있습니다.

- 1997년 당시 전주지역의 목회자로 시
작된 전발협 출범후의 발전과정에 대해 말
씀 해주신다면?

처음에 조직되어 고인되신 김용칠 목사
님과 김동건 목사님, 유병곤 목사님을 비
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 회원들의
노력으로 목회자 세미나, 해외 유학생 장
학사업, 캄보디아 해외선교, 캄보디아
NPIC 장학사업, 전주대 감사축제 협력,
채플 봉사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서 (순창 ·남원), (김제·고창), (무주·

진안·장수), (완주) 4개 지역에 전발협을
확대 조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발협에서는 전주대학교를 위한 해
외선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해외선교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지요?

캄보디아 NPTI 후문에 JAM선교센터
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캠퍼스 선
교사역을 해왔습니다.

- 이외에도 전발협은 많은 지역선교와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좋은 세미나 등 교육 기회가
적은 호남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
들을 위하여 교역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 중 선교차원으로 엄선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양성에 도움
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계의 학
교 발전기금(기부금) 모금에도 협력을 유
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주시기독교연합회(전
기연)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북기독
교근대문화유산 자료수집위원회 위원장등

전북교계의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데, 신천
지에 대해 전주대학교 구성원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천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대상으
로 합니다. 특히 새내기들이 집중공략 대
상입니다. 설문조사, 문화행사, 봉사활동
을 한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최신 포교 트
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없이
타기관을 사칭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
인정보를 확보해 갑니다. 학복협(전북 학
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선교단
체나 성경공부 모임등에 특별히 주의가 요
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 동쪽에 한동대학교가 있다면 한국
서쪽에는 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수
퍼스타를 키우는 전주대학교에 대한 자긍
심을 갖고 세계적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비전을 통해서 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주대학교 발전목회자 협의회(전발협)

는 지난 1997년 우리대학이 기독교대학

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주, 익산, 군산, 정

읍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된 목회자 협의회이다. 이번 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전발협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남전주성결교회 오

성택목사를 만나 앞으로 전발협의  활동

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한국 동쪽에 한동대학교

가 있다면 한국 서쪽에는

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수퍼스타를 키우는

전주대학교에 대한 자긍

심을 갖고 세계적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

기 원합니다.”

■주최 : 교수선교회 / 직원신우회 / 선교봉사처
■주관 : 교수선교회 / 직원신우회 / 선교봉사처 / 경배와찬양학과
■일시 : 3월 27일(목) - 오후7시 JJ아트홀
■강사 : 홍정길 목사 (신동아학원 이사장)
■대상 :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참석을 원하는 학생

-신동아 학원 교직원(전주대/비전대/영생고/전주대사대부고)및 
참석을 원하는 학생

최근 급속히 성장한 전주대학교의 위상과는 달리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이란 이름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임을 인정하고영적 내실이 채워지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내실은 전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건강함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야 공동체의 내실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 은혜의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가득해져 영적 내실을 이루어 가는 귀한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귀한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의시간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섬김의 실천으로,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전주대학교 ! 

“ 福 杯 滿 溢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주대학교 교직원을 위한 1일 심령부흥 사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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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3월 코끝을 스치는 꽃내음 가
득한 어느 따스한 봄날 꽃향기 좆아 팔랑
이는 나비처럼 향긋한 봄바람 사이로 나
에게도 'serendipity(뜻밖의 행운)'가 찾
아왔다. 차디찬 바람으로 코끝 시리게 하
던 매서운 겨울 밀어내고 찾아온 소식이
라 반가웠고, 졸업을 한 후 ‘취업’이라
는 막막한 관문과 1:1로 겨뤄야하는 우
울한 상황에 향긋한 봄바람타고 다가와
준 행운이기에 나에겐 더할 나위없이 고
마운 소식이었다. 

거친 사회로부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나를 보호해주던 학교와 안녕을 해야 하
는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나는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교 공지사항을 열
심히 뒤적였다. 그 끝에 나는 'serendip-
ity'를 만날 수 있었다. 호주로 워킹홀리
데이를 갈 수 있도록 졸업예정자를 대상
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솔깃한 제안이
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
다.

일도양단하여 드디어 2013.04.09 내
꿈과 희망의 날개가 달린 시드니행 비행
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몸을 실었다. 23
년간 따뜻한 부모님 보호막아래에서 온
실속 화초처럼 자라왔던 내가 국내도 아
닌 해외로 나간다는 상상치도 못했던 눈
앞의 현실이 하늘을 나는 듯 한 착각에 빠
질 만큼 황홀하고 설레었다. 물론 익숙함
을 좆는 내가 1년간 따스한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당시의 나에게는 너무나

도 커다란 도전이고 과제였기에 혹시 중
도하차버스에 오를까하는 기우도 들었지
만, 이게 꿈이라면 누가 내 볼을 아프게
한다해도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달콤
한 마음이었다.

오랜 비행시간을 견디다 녹초 가된 몸
이 향한 곳은 바로 여행자의 숙소인 ‘백
팩커스’! 그동안 상상만 했던 곳에 드디
어 온 것이다. 편한 생활을 뒤로하고 낯
선 곳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
야한다는 사실에 걱정스런 마음이 앞섰
지만, 같은 공간에서 세계각지에서 온 외
국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기에, 내 마음은 이
내 얼떨떨하고 설레는 기대로 가득 찼다.
오고가는 많은 외국친구들과 추억을 쌓
았던 파란만장한 한 달간의 즐거운 백팩
생활 끝에 나는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호
텔에 취직하게 된 것이다.

초반에는 경험 없는 호텔에서의 일이
나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기에 짜릿
한 마음으로 마냥 즐겁게만 다녔다. 그러
나 즐거운 마음만 너무 앞섰던 나머지 내
몸이 상하고 있다는 신호조차 무시하며
일했다. 그렇게 몸의 신호를 무시해버린
끝에 사단이 일어났다. 무릎통증과 동시
에 허리통증까지 겹쳐 제대로 걷지도 못
할 만큼 큰 아픔이 온 것이다. 지금 돌이
켜보아도 그때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싫
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다. 아픔을 겪은
후 에야 나는 뼈저리게 건강의 중요성을

느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제아무
리 화려한 부귀영화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변화가 필요했다. 내 친구와 나
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우
린이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
니었고, 일자리를 다시 구한다는 것이 얼
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를 악물고 버텨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를 꾹 참아내니 이제 어떤 일이 닥쳐
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생겨났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오갔던 호텔에서
동료들과 8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그만큼 힘들고 지친생활의 반복이었기에
내 친구와 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아시
스 같은 존재였다. 마치 군대생활을 함께
한 전우처럼 언제 만나도 애틋했다. 희로
애락을 함께했던 호텔과 안녕을 고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빨리 한국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싶을 만큼 큰 아픔

을 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
을 성장 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준 곳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욱더 값진 성
장 통을 위해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어학
공부 및 여행을 병행하며 유종의 미를 거
두려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번의 기회, 단한
번의 선물, 그러기에 소중히 다뤄야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리
없이 스쳐지나가는 아우성중 우리는 현

명한 시각으로 “천재일우”를 선택해야
한다. 학교를 통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 “천재일
우”였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굳은 다짐과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시
기에 나 혼자만 빛이 들지 않는 어둠속에
갇혀있다는 생각은 졸업을 앞둔 학생이
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꽃도 저마다 피고 지는 시기가 있
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 ‘인간만사 새옹지
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어
보기로 했다. 거친 사회의 문턱에서 훌륭
하게 자기자리를 찾아가며 성장 통을 겪
고 있는 후배님들에게도 'SERENDIPI-
TY'가 함께 하길!!̂ ^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시드니가 내게 준 선물
“SERENDIPITY”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학교를 통한‘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젝트’는 
내 인생에 있어“천재일우”
자기자리 찾느라 성장통을 겪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SERENDIPITY'가 함께 하길!

정다은 동문
(멀티미디어 전공, 2013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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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꽤 익숙한 소설 중에 ‘큰 바
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큰 바위 얼굴을 흠모하며 살았던
한 소년이 결국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바
라보면 닮는다.’ ‘바라보면 그와 같이
된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의 인생은 바라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바라며 혹은 바라보
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삶
의 고민에 대해 답을 주는 글이 기재되
어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망하
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인은 ‘과
거의 좋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의 골
자로 답해줬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
다. 하지만 실체 없는 미래를 희망의 눈
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
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
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힘
을 다해 바라보며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바
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가?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
한 것인가?

영화 쿼바디스를 보면 잊을 수 없는 놀
라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
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잡혀 사자
밥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형경기장으로 나올 때 관중들은 야유
를 보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들 앞에
있을 때, 이들은 홀연히 찬송을 부릅니
다. 놀랍게도 그 다음 차례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더 크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지켜본
네로가 이들의 시체를 확인하러 내려옵
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확인하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거 봐. 또 웃
고 있다! 죽어가면서 웃다니! 사람이 아
니야”

처참한 현실 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이들이 바라본 것은 지금
의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
니다. 순교자들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까지 왔
기에 이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
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는
이 때, 전주대학교의 구성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직위
와 환경에 따라 서로 바라보는 것은 다
르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얼굴과 삶에 드러나고 있을 것입
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있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과
낙망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가 자
리 잡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
해 지십시오. 나와 같은 자를 위해 십자
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본다
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
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
전히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2014
년도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전
보다 더욱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진
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2)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장,허파,팔,다리 등
등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새 학기를 시
작하는 전주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마치 이와 같은 줄
기세포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실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
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
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건강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줄기세포가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씩 하나씩 각자의 사명을
따라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부
분으로 이루어져 가듯이 이제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그 때를
만난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것
을 할 수 있다는 힘찬 야성을
갖고 대학생활을 하십시오. 하
지만 인생의 경험이 없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
러분의 귀한 멘토가 되시는 교
수님들의 소중한 도우심을 이
곳 전주대학교에서 경험할 것
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학인 전

주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은 교수님들의 소중한 섬김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외침과 무
모한 도전은 자칫 자신과 어울
리지 않는 조합과 분화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하
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
한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가 나
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겸손입니다! 희생
입니다! 외식하는 겸손이나 일
부분의 희생이 아닌, 완전한 겸
손이시고 완전한 희생을 따라
야 합니다.

그 능력의 주인공은 예수 그
리스도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소중한 요리의

이름표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의 재료

를 최고로 사용했다 하여도 불
로 뜨겁게 끓이지 않으면 그것
은 끝까지 재료일 뿐, 절대 요
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온전히 완성시키
는 길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대학생활을 최선을 다
해 열심히 그리고 후회하지 않
도록 열정을 다해 끓이는 것입
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인간의 욕
심으로 기본양념이 된 것이라
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

다.(약1:15)
순수한 열정, 순수한 능력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아나가는 삶이야말로 2014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
두의 능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
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
니라.(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문택 교수
(교수선교회장·
경배와찬양학과)

진리의 샘

김승훈목사
(전주대학교회, 교목)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동남
쪽으로 약 9km 지점, 이스르
엘 평원 가장자리에 둥그런 모
습으로 우뚝 서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산 정상에 서면 아름다
운 갈릴리 바다가 보인다. “남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
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
하여 즐거워하나이다”(시
89:12). 다볼산은 헤른몬 산
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
운 능력을 찬양할 때 언급되었
다.

▼ 또 유대 전승에 다볼산
은 예수께서 변화하셨던 곳이
다. 다볼산으로 제자를 부른 예
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 20). 이 말
씀은 다볼산에 올랐던 열한 제
자에게 주신 명령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
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이렇듯 성도에게 주
어진 가장 큰 사명은 ‘모든 족
속’을 ‘제자 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자신들
이 언어와 전도자를 통하여 복
음을 들을 수 없는 문화권에 살
고 있는 족속, 미전도종족
(unreached people)에게 있
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1만
2,000여 미전도종족이 있다.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북
위 10~40도에 위치한 서아프
리카부터 동아시아 지역, 즉
‘10/40창’ 지역에 모여 있
다. 세계문명의 발생지에 분포
해 있는 이들은 불교, 힌두교,
이스람교, 유교 등 전통적이고
강력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
다. 이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
속되어 온 신들의 전쟁사였으
며, 오늘날에도 그 전쟁을 계속
되고 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10/40창’ 지역을
끌어안는 일은 당연히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전주대학교의
몫이다.

▼ 하나님이 이 땅에 전주
대학교를 세워주신 50주년을
맞는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
시는 ‘앞으로 50년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가 되
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복음
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리
하여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이
서로 손잡고 다볼산에 올라 주
님의 지상명령을 마음 판에 새
기는 것으로 2014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오
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되리라”(행1:8). 아멘.  

/ 장선철 교수(상담심리학과)



13제818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나의 어린 시절은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보내졌
다. 우리 집은 1년에 10번의 제사를 모시는 종가집이었으
며, 가부장적 사고와 남아선호의 사고가 투철한 집안이었다.
때문에 거의 매달 있는 제사 때가 되면 집안 분위기는 삼가
는 것이 많아졌고, 특별히 오빠들보다는 딸인 나에게 단속
되는 것이 많았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 많고 덜렁대
는 내 품성 탓도 한 몫 한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
라다보니 나는 튀지 않는 행동을 덕목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기 정체성이나 삶의 가치에 관한 고민은 아예 차단된 채
심심한 모범생답게 중고등의 학창시절을 지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큰 혼란에 빠졌다. 기
대와는 달리 대학 생활은 시시하기만 했고, 무엇을 위해 이
곳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확
신이 서지 않았다.  그동안은 한번도 느끼지 못했던 허탈감
이 물밀 듯 밀려왔고, 내 인생은 푯대를 잃은 배처럼 마구
흔들리며 심한 혼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늘 주어진 길
로만 걸어오다가 주체적인 인생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답을 찾을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문을 들어서려는데, 어느 기독교
동아리에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볼펜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
고 있었다. 나도 무심히 받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문득 그
볼펜에 쓰여 있던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인생의 목표
는 창조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심장이 쿵하고 내려
앉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끙
끙거리고 있는데 우연히 교실 벽에 누가 써 놓은 해답을 보
고 만 기분이라고나 할까? (사실 난 그런 행운을 가져 본 적
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와 트랙을 달려갈 때 목표점을 알고 달리는 것과

목표점을 모르고 달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나는 그
동안 트랙 위에서 목표점도 모른 채 좌충우돌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꾸역꾸역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다른 사
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점을 향해 여유롭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 비밀과도 같은 해답을 받아 안고서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몇날이나 밤잠을 설치며 번민하면서 끙끙 앓았
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종탑소
리가 어둠을 뚫고 내게 들려왔다. 그 전에도 간간히 듣던 종
탑소리였건만 그날의 종탑 소리는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
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았다. 그날처럼 날이 더디 밝은 적이 또 있었으
랴... 나는 날이 밝자 그날로 동네 교회에 출석하였고, 그렇
게 내 신앙생활의 첫 발을 떼게 된 것이었다. 

그 후 교리반에 등록도 하고, 학내의 기독교 서클에도
가입하여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
는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은
구습의 윤리적 세계관에 있던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체험하
고 난 후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었다.  

그때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이
미지, 인간과 단절된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설
명되지 않는 삼가함들에 대한 강박증, 등등이 얼마나 가당
치않은 무지에서 온 생각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을 원하시는 찬양의
대상이었고, 자연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창조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과 함께 채우며
동역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 관계 안에
서 수동적으로 주어졌던 자아 정체성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
계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에 대
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
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확
실히 알면서도 목표로 향하
는 여정 길에서 만만찮은 유
혹에 자주 노출되곤 한다. 육
신이 원하는 것과 영혼이 갈
망하는 것이 대립되고, 눈 앞
에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기면서 신앙의
파도타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지난한 여정 길을 홀로 걷게 된다
면 얼마나 낙망함이 컸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
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놀라울 뿐이다. 
늦깍이 나이에 전주대학이라는 임지로 부임하게 된 후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된 것
은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멘토 교수님의 배려 속에서 타지
에서의 새로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
이 갈급할 때마다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부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주 봉착하는 딜레마 중
의 하나는 신앙과 학업(학문)의 균형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기도와 결단 가운데 계획을 세
운다. 일 년간 성경일독하
기, 새벽예배 드리기, 매일
아침 QT 하기,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충성하기, 일
년에 한명은 전도하기, 한
달에 한번 어려운 이웃 돕
기, 매주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기 등. 1월, 2월엔
이러한 계획을 무리없이
잘 지켜내곤 한다. 문제는
3월 개강과 동시에 바쁜
학업과 일정속에서 이 결
단들이 봄바람에 눈 녹듯
스르르 약해지곤 한다는
점이다. 중간고사, 기말고
사 기간에 꼭 새벽예배를 드리고, 바이블스터디를 해야 할
까? 하나님께서 바쁠 때는 조금 이해해주시 않을까? 아니,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의
지해야하지 않을까? 이처럼 신앙과 학업을 둘 다 잘 병행하
고 싶으나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점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하게 하곤
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자주 봉착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읽어보
면 좋을 책으로 양승훈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을 권해주고 싶다. 이 책은 공부가 주된 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좋을 것이다. 저자 양승훈 교
수님은 KAIST에서 반도체 물리학 석사·박사과정 중에 삶
과 학문의 모든 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셨다고 한다. 이후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
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1997년 캐나다로
떠나셔서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책은  부제 ‘학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를 발견하는 과정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예배, 성경, 기도, 찬
양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학문에서
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나의
책상 앞에 놓인 전공책이나 논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현상, 자연현상들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속에 놓인 하
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라고 한다. 그
렇게 되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
립자의 세계까지 정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
한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을 어떻게 회복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학문 속
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부
하는 그 시간이 곧 예배시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명령(Mission mandate)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환경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명령만
중요하게 여기고 문화명령(창세기 1:28, 2:15)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p.8). 그러나 이
사야 선지자는 학문을 하면
약한자들을 돕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이사야
50;4).

이 책은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
다. 학문을 하는 것도 예배이
기 때문에 교회생활은 조금
덜 해도 된다고 하거나, 그
반대로 이야기 하지도 않는
다. 다만 세상의 학문을 예배
라는 생각으로 경건하게 대하라고 한다. 그리고 꼭 한 분야
를 깊이 있게 공부하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
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학구적이라는 말은 머리
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하였다(p.
249). 학문에서 뛰어난 실적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신의 분야를 깊이 있게 학구적으로 공부하는 태도가 그리스
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에서 하나
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는 불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역사, 철학, 경제학, 교육학,
자연과학, 공학, 응용학문 등 어떠한 분야이든지 한 분야를
깊이있게 공부해야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발
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3장과 11장의 제목을 빌어 당부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공부하는 것도 예배이니, 부디
학문의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숙 교수
(한국어문학과)

김보경 교수
(교육학과) 

<신앙서적>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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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imes, I suppose,
when things start to go wrong
and you wonder what is going on.
Jesus says that part of the solu-
tion to a troubled heart is trust,
and He tells His apostles to trust
in 3 things. 

I. TRUST IN MY PRESENCE.
First of all, Jesus tells them,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
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What Jesus is saying,
“You trust in God, now it’s time to
trust also in me” Or, “I know you
trust in God, and you also trust in
me. Now remember, when you
can no longer see me, don’t stop
trusting in me.” You see, we have
always found it easier to trust in
things that we can see and touch.
We all have a little bit of Thomas
in us, don’t we? Remember,
Thomas said,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John 20:25).
So Jesus shows him and he be-
lieves.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John 20:29).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things
we can see are only temporary.
The car you ride in is temporary.

The school we study in, the
chairs on which we sit, all are
temporary. The cell phone in
your hands, all are temporary
and subject to decay.                                                                                                                                   

I remember when I was
younger, my mother was always
very busy. There were four
children she had to take care of
and my older brother and I were
a big handful. One night my
mother was putting my brother
and I to bed and after tucking us
in and saying our prayers, she
bid us “good night” and heaved a
sigh of relief saying, “Now I can
have some time to myself.” So
she went into the bathroom, took
a nice warm bath and washed her
hair. Stepping out of the bath, she
put on her old robe, wrapped her
head in a towel, applied a thick
layer of white moisturizer on her
face and then headed to the t.v.
room. But just then she heard
sounds of a pillow fight coming
from our bedroom. Irritated, she
threw open the door, flipped on
the light and yelled, "You boys
get right back in bed and don’t
make another sound. You RE-
ALLY don't want me to come in
here again!" Then she turned off
the light and slammed the door.
My brother and I turned to each
other and said, "Who was that?"
We didn't recognize her with all
of that stuff on her face as she
was trying to stop the aging
process. We all can look in the
mirror and see our aging bodies
and as hard as it is, we must re-
alize, these bodies are just tem-
porary. All the things you can see
and touch are only here for a little
while and then are gone. But the
things you can’t see last forever.
This is a hard lesson for us to
learn, isn’t it? Yet it is an impor-
tant lesson because when we
face troubles and difficulties in

our lives, we need to remember
as Christians that Jesus has
promised, “I will be with you al-
ways.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Trust in My pres-
ence.”                                                                                                                  

II. TRUST IN MY PROM-
ISES. Then Jesus tells them, you
can trust in My promises. In
verses 2-3 Jesus says,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God gave many promises both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He promised the children of Is-
rael a land where there would be
milk and honey. It took a while
for the promise to be fulfilled, but
finally it was fulfilled. He prom-
ised a Messiah, and that took a
long time. But it, too, was fulfilled.
Jesus the Savior was born. Now
God promises that He is coming
back for us. Someday we’ll be
with Him forever and ever.
Sometimes we grow impatient,
but the scripture says, You can
trust the promises of God. This
promise will be fulfilled, too. The
Bible uses a lot of different words
to describe heaven. In one place
it is called “a country” indicating
the vastness of heaven. In an-
other it is called “a city" indicating
a large number of inhabitants. It
is called "a kingdom” indicating
that there is a governmental
structure to it all. It is called
“paradise” indicating its beauty
and desirability. But here it is
called, “My Father’s house,” and
that is another way of saying, "It
is home." Home is a place where
you can be yourself. Home is

where you can relax in any type
of outfit you like to wear. Home
is where you can say what you
are thinking.                                              

Home is where you’re ac-
cepted and loved. You’re not just
a guest. You are a resident. You
live there. That is home. Jesus is
saying, I’m going to take you to
My Father’s house, and it will be
your home, too. You’ll be a part
of the family. You’ll be home
where you belong. He says,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The KJ version says,
“many mansions.” We like that
word, mansion. But “mansion” is
not the best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Jesus used. Proba-
bly the best is "dwelling place" or
“rooms.” You see, the word that
Jesus used comes from the
eastern custom that when a son
grows up and gets married, he
brings his bride back home again.
Then the father adds another
room onto His house for them.
When another son grows up and
gets married, they add another
room. The house just keeps
getting bigger and bigger, as the
family stays together. “In My
Father’s house,” Jesus said, “are
many rooms…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Stop and think about
heaven. Much of me is already
there; my name is written there,
my citizenship is there, my God
is there, my Savior is there, my
inheritance is there, my grand-
parents are there. So much of me
is already there! Soon His
promise will be fulfilled, and we’ll
be in our Father’s house. We’ll
get new bodies, and we wo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old
and sick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plague us here on Earth.
We need to trust in His promises.  

III. TRUST IN ME! 
Thirdly, Jesus is saying, “Trust

in Me.” In verses 4-6 Jesus
says,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What a GREAT
promise! This is a promise we
can believe in and KNOW it is
true!                                                           

Here are some simple truths
that I've learned; “Never try to
baptize a cat.” “When your dad is
mad and asks you, “Do I look
stupid?” don’t answer him.” “Felt
markers are not good to use as
lipstick on your sisters.” “Don’t
pick on your sister when she’s
holding a baseball bat.” “Never
trust a dog to watch your food.”
“When a woman says just a
minute, it is not even close to 60
seconds.” These are truths that
I've learned and the truth that
Jesus is saying is, “I’m not just
going to show you the way, or
tell you the way,
or write out the instructions on
how to get there. I’m going to
come and take you by the hand
to My Father’s house. Then
you’ll be home. Trust in Me!”
I have had the wonderful oppor-
tunity to assist with the English
portion of this newspaper for a
few years now and if there is
anything that I can pass on to the
students of JJU, it is this. Trust
in the promises of God and I am
sure that the year 2014, will be a
very good year! My God's face
shine upon each of us this new
year and be gracious to us.                        

“Solution to a Troubled Heart” John 14:1-6

By the time this goes to print,
the New Year will be upon.
Before moving on to the new
year, lets quickly reflect on
some of the good and bad

things that happened in 2013.
In February, the Pope re-
signed, being the first to do so
since 1415. Also the North
Koreans conducted their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In
March, Pope Francis became
the first Pope from the Amer-
icas and the first Pope from
south of the equator. In April
two bombs exploded at the
finish line of the Boston
Marathon, killing three and in-
juring others. In June flash
floods in India killed more than
5700 people. In July, Prince
George was born into the royal

family of England as eventual
heir to the throne. July also
brought much violence to the
Muslim world, in Egypt and
Tunisia. In November, Hurri-
cane Yolanda devastated the
Philippines and Vietnam killing
over 6000 people. 

It is common for people
from my country to make New
Year’s resolutions. Every year
people make the standard
promises to lose weight, ex-
ercise more, eat better, drink
less or stop smoking if they
haven’t already. Most of these
resolutions have been dis-

carded or forgotten by the first
of February. So I was thinking
about what I should plan to
improve myself next year. The
first resolution that I decided to
make for the new year was to
stop wasting time. I usually can
put things off until the absolute
last minute. I can watch tele-
vision or play cards instead of
doing more important things
like cleaning my home or doing
laundry. The second resolu-
tion, I will make for 2014 is to
take more interest in the world
around me. As I live in a foreign
country, I pay very little atten-

tion to the happenings in my
own country. In 2014 I prom-
ise to be more informed about
Canada. Finally, my last reso-
lution will be to be better at
communicating with friends
that don’t live in this city. It is
time for me to write to friends.
Well let’s wait and see how I
did in April. I hope your reso-
lutions will make your life bet-
ter and that you can keep them
throughout the year. Once
again Happy New Year .

Happy New Year

By Stuart Scott

By Scott Rad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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