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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는 지난 12일 대학본관에서 베트남 노
동부 주관으로 베트남 하노이산업경제전문대, 하이
즈엉산업무역전문대, 타이응웬경제기술전문대, 제2
기술공업전문대, 동나이첨단전문대, 호치민산업무
역전문대, 가오타앙기술전문대, 냐짱관광전문대학
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
결했다.
베트남 노동부 및 전문대 총장단은 11일부터 14

일까지 총 3박 4일간 한국에서의 일정을 가졌으며,
이튿날인 12일에는 전주대에 방문해 MOA 체결 및
캠퍼스 투어, 업무 협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협약식은 전주대 이호인 총장을 비롯해 베트남 노

동부 Do Van Giang 국장과 하노이산업경제전문
대 Ha Xuan Quang 총장, 하이즈엉산업무역전
문대 Duong Trung Kien, 류인평 국제교류원장
등 베트남 8개 대학 총장과 각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주대-베트남 전문대학 2+2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들은 베트남 전문대 전문 학사학위 및 전주대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1+4 프로그램’과
‘3+2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전주대 졸
업장을 받는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전주대와 베트남 8개 전문대

는 공동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어학 교육과 맞춤형 실습으로 베트남
노동 시장에 진출한 삼성, LG 등 베트남 현지 기업
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전망이다.
베트남 노동부 Do Van Giang 국장은 “전주대학

교의 학생 교육열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전주대학
교와 베트남 8개 전문대학교가 양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베트남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에 육
성된 인재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베트남 노동부와 인재 육성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 유일의 대학으로 한-베 상호 협
력과 양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사진: 최지혜 기자(cjh1800cjh@jj.ac.kr)

전주대, 베트남 노동부 및 
전문대 8곳과 MOA 체결

후보자 등록 공고문
전주대학교 전학대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중앙동아리연합회 후보자 등록 공고합니다.

단위 기호 선거본부 정 후보 부 후보

총학생회 1 FLOW 이석민 송지수

중앙동아리연합회 7 커넥션 김종훈 박수진

인문대학 5 소확행 이환 고광철

사회과학대학 3 오늘愛 이준택 장나라

경영대학
1 FLOW 강대곤 문별

4 SYNERGY 황예찬 원예진

공과대학
1 FLOW 임창록 윤승연

6 THE BEST 윤승호 유진실

의과학대학 1 FLOW 이우승 문하경

문화융합대학 1 FLOW 오길환 박가인

문화관광대학 2 MOON LIGHT 송가연 윤태승

사범대학 미등록

선거운동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2일(월) (주말제외)
투표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09:00 ~ 18:00
개표 일시 :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에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및 AI 시스템 채용
을 대비하기 위한 ‘VR 면접 교육’이 실시됐다. 
‘VR 면접교육’은 VR(가상현실) 기어를 활용하

여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다. 기기를 착용하면 사전에 촬영된 면접관 영
상을 통해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다.
면접자가 면접 시작 전 입력한 이력 사항과

3,000여 가지 기업별·직군별 기출 질문을 토
대로 면접이 진행되며, 면접자의 답변에 따라
면접관의 추가 질문이 이어진다. VR 모의면접
은 시선 처리, 답변 길이, 음성 녹음 파일 다시
듣기 등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제공된다. 때문에

면접자는 VR 모의면접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
제점을 고쳐가며 자신의 면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면접에 참가한 학생은 “VR 기기를 통해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고, 면
접의 긴장감을 극복하고 꼬리물기 질문을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균철 대학일자리센터장은 “대학일자리센터

는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외협력홍보실(bigtrus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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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으로 전하는 이웃 사랑

전주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기부
받은 사랑의 라면 총 256상자(10,194개)를 전
주시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올해 기부 받은 라면의 양은 총 10,194개로,

작년에 기부된 5,000여 개에 비해 두 배나 많
아진 양이다. 기부 기간에는 교내 각지에서 라
면 기부 독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으
며, 이제는 기부 자체가 전주대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됐다.
전주대 홍보대사 학생들은 동원참치 CF를 패
러디하며 ‘라면~ 기부엔 라면~’이라는 기부 독
려 영상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라면 기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또한, 이에 맞는 현수막
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또

한 이끌어 냈다.
학생회와 교수, 직원, 채플 리더들까지 나서서

각 건물 로비 및 강의실에서 라면 기부를 독려
했으며, 이호인 총장은 “라면 기부는 단순한 지
역 사회에 베풂을 넘어 이제 전주대와 전주시의
문화가 됐다. 학생들의 손길로 시작된 작은 온
정이 전북 지역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모인 라면들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통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전달
했다. 전주대는 2016년부터 1,000여 개의 라
면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만 5천 여 개
의 라면을 지원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VR 면접 시스템 활용한 모의면접 진행

전주대 도서관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
일간 ‘도서관에서 얼마나 놀아 봤니?’를 주제로
제4회 독서 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기존의 무거
운 도서관 이미지 탈피에 기여하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총 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JJ필독서 독후감 공모전’은 기초융합원과 도

서관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 전주대 필독서
100선에 대한 관심 유도와 독서 의지 고취 및
다양한 학문 영역별 양서 읽기를 통해 지식 처
리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독후감은
형식, 문장력, 창의력 등 기준을 나눠 평가했으
며, 시상자는 14일에 개별적으로 통보됐다.
‘자료 이용 다독자 시상’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대출 기록을 토대로 권장 도서 최

다 대출자, 도서 최대 대출자를 선정해 시상했
다. ‘독서클리닉 JJ 읽는 약국’은 학생들의 고민
과 사연을 받고, 추첨을 통해 각 사연에 맞는 손
편지와 책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89명의 학생이 사연을 접수했고, 도서관은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직접 제작한 책 처방전
을 전달했다.
매회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책사랑 도서교환

전’은 본인의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발급받
은 교환권을 통해 행사 기간 중 행사 장소에서
원하는 도서로 교환하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읽지 않는 대학교재, 전공도서 등을 가져
와 새로운 책으로 교환했다. 
도서관은 이 외에도 SNS 이벤트, VR 게임

대회, 도서관 탈출 EXIT를 진행해 도서관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도서관에서 얼마나 놀아 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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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LINC+ 사업단, 전주비전대학
교, 교육부 등에서 주관한 2019 JJ 산학협
력 주간 행사가 11월 13부터 16일까지 4일
간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창업동아리
결과 발표회를 ‘공유’, SAH(4)차 미래 상상대
회를 ‘상생’, HATCH 4차 산업 관련 기술 체
험을 ‘체험’, JJ-Techno Festa를 ‘교류’,

2019 TRIZ 전국 경진대회를 ‘확산’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다.
‘공유’를 키워드로 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회는 LINC+ 사업 참여 학생의 실무 문제 해
결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 사회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전주대 20팀, 전주비전대 10
팀, 총 30팀이 참여했다. 또한, 현장실습 수

기 공모전에서는 현장 실습 우수 수기를 전시
했으며,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현장
실습 성과 확산 및 참여 학생 확대라는 의미
를 두고 있다. 창업동아리 결과 발표회에서는
LINC+ 창업 동아리 10팀이 참여했으며, 성
과 발표 및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의 노하우를
상호 공유했다.
‘상생’을 키워드로 한 SAH(4차) 미래 상상

대회에서는 호남·제주권 LINC+ 10개의
대학 연합을 추진하고 우수성을 공유했으며,
인문/사회/예술 전공 학생들의 4차 산업 혁
명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체험’을 키워드로 한 HATCH 4차 산업 관

련 기술 체험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다양
한 기술 변화를 소개하고, 4차 산업 혁명 관
련 신산업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
됐다. 한 행사 담당자는 “각 분야에 맞는 강사
들을 초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행사
를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가까워질 수 있고,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드론, AR/VR, 로봇
코딩, 3D 모델링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체
험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직접
체험해 본 바,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 도전
을 두려워했지만 조작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교류’를 키워드로 한 JJ-Techno Festa

는 주송 LINC+ 사업단장의 개회사로 시작
했다. 전북의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4차 산업 혁명 관련 명사특강과
가족 기업의 산학 협력 우수 성과 시상이 진
행됐다. 이 행사를 통해 산학 협력에 대한 인
식 재고 및 산학 연관 유기적인 협력 관계의
틀을 마련했다.
‘확산’을 키워드로 한 2019 TRIZ 전국경

진대회는 올해로 5년 연속 개최되었으며, 학
생들의 창의 역량 강화 및 창의 교육 모델
TRIZ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

대를 미리 체험해 보고, 다른 학생들과 아이
디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
는 문화를 확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다섯가지 키워드 내세운 2019 JJ 산학협력 주간 행사

전주대학교는 13일부터 이틀간 ‘2019 JJ 직
무 멘토링 Day’를 운영했다.
이번 2019 JJ 직무 멘토링 Day는 40여 개

의 직무에서 재직하고 있는 졸업 선배를 초청하
여, ‘졸업 선배의 취업 성공 꿀팁’이라는 콘셉트
로 각 멘토별 멘티 8~10명의 소그룹 토크 콘서
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진출 희망
분야를 조사하여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
관광대학, 사범대학 등 8개의 단과대학멘토와
외부 멘토 등 총 40여 명을 초청했다. 참가한 학

생들은 멘토와 교류하며 희망하는 분야에 필요
한 핵심 역량을 찾고 생생한 직무 현장 정보를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하나은행 박성현 계장은 “JJ 직

무 멘토링 Day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후배들이
이러한 좋은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했으면 좋겠고, 항상 전주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차례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cjh1800cjh@jj.ac.kr)

JJ직무 멘토링 DAY, 졸업선배의 취업 성공 꿀팁
올해로 4년째 라면 기부 행사 진행, 누적 3만 여 개 전달

제4회 독서 주간 행사 개최

전주대 여교수회(회장 차진아 교수)는 지난
11월 6일 지역혁신관 1층 해치라운지에서 여
교수회 임원진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
생으로 선정된 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내 여교수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구성된

전주대학교 여교수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
하기 위해 회원 교수들로부터 추천 받은 여학
생들을 선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여교수회 장학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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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3시, 우리들의 탐스런 과
실 또는 결실이라는 뜻을 담은 제53회 법학
과 학술제 ‘아람제’가 평화관 평화홀에서 개
최됐다.
아람제는 1, 2,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는 이인학(학회장)과 성진원(기획부장)의
행사 일정 소개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래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 게임을 준비해 재
미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2부는 1980
년대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형사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모의재판이란
실제 재판을 본떠서 논고, 변론, 심리 따위를
하는 일이다.
이번 학술제에서 다룬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장애를 가진 부유한 피해 아
동을 유괴해 돈을 요구하고 살해한 사건이
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법정 공방을
펼치는 내용으로 법학과 학생들이 각각 재판
관(최승호 법학과3, 최창은 법학과2, 성진원
법학과4), 검사(이예나 법학과1), 변호인(권
오태 법학과1), 피고인(김태희 법학과1), 증

인(이규민 법학과1, 정
유혁 법학과1), 교도관
(김서비 법학과1, 김경
서 법학과1), 서기(박민
주 법학과1, 김현지 법
학과1)의 역할을 맡아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하
였다. 
2부 형사 모의재판을

참관한 조수혜 학과장은
“법학과의 가장 큰 행사
인 아람제를 열심히 준
비해 줘서 고맙고,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잘
재현해 줘서 기쁘다.”라며 학과 학생들에 대
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김
윤홍 교수는 “학생들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라
고 말했다. 모의재판을 지켜본 법학과 1학년
학우는 “분위기가 실제 법정인 것처럼 고증
이 잘 되었던 것 같고 증인들의 연기가 좋았
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3부는 법학과 학회장(이인학)과 부학회장

(유지원)의 진행으로 정기 총회 및 학회장 선

거가 열렸고, 차기 법학과 학회장 투표를 끝
으로 학술제가 마무리됐다.
유지원 부학회장은 “법학과의 가장 큰 행사

인 아람제를 준비하며 많은 부담감도 느끼고
힘들었지만 함께해 주신 법학과 교수님들,
학생회, 학우들이 있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
다. 53회 아람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서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일제의 잔재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재호야! 이것봐,
오늘 날 장례식에 쓰이는

'삼베 수의'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래! 일제강점기 이전엔

삼베를 쓰지 않았나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16일 오후 4시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열렸다.
경배와찬양학과 김문택 교수의 기도를 시

작으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동문 및 재학생
들이 모여 연혁과 회고를 통해 소개하고 즐
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

부에서는 이상균(79 동문) 인문대학장의 학
과 연혁 보고를 비롯해 편찬위원장의 ‘함께
걸어온 40년’ 책자 봉정식, 김형수 동문 외
한국어문학과의 학과 발전 기금 전달이 이어
졌다. 40년사는 2019년 캡스톤 활동을 통
해 편찬했으며, 방학 중에도 논문 등 여러 자
료 수집과 각종 인터뷰 진행을 통해 완성되

었다.
행사장 한편에는 전

주대학교 50년사 편
찬을 위한 부록들과
동아리 활동 보고서 등
이 전시되어 역사문화
콘텐츠학과의 지난 40
년을 엿볼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중

일 차장(87 동문)은
“역사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학과를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 계속해서 학과를
사랑하길 바란다.”라며 후배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행사는 소프라노 승재연과 학과 교수들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사회교육과부터 역사문화콘텐츠학과까지

제53회 법학과 학술제,‘아람제’ 개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학과장 홍지영)
는 학과 전공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사회와 함
께하는 리빙랩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현재 진행 중인 리빙랩 사업은 ‘효자5동
행복플러스(LINC+ 사업단 지원)’, ‘생애통합
노인상담(사회적협력센터, 온다라인문학센
터 지원)’, ‘치매애(愛)’ 총 세가지로, 지역 사
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효자5동 행복플러스’는 효자5동 지역 주

민 센터(동장 이상배)를 찾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12시,
14-16시에 스트레스 검사, 성격 검사 등의
심리 검사 및 가족 상담, 진로 상담 등 전반
적인 심리 상담소에서 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지
역 주민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주
시 지역 주민 센터의 대표적인 특성화 사업
으로 인정받고 있다.
‘생애통합노인상담’은 생애 발달 단계별로
긍정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노인들의 생애 통

합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주신광
교회, 전주제자교회 등 노인들의 수요가 있
는 지역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은 6주간의 강사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
관들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애(愛)’는 주간 노인 요양 시설인 ‘금쪽

같은 내 부모님(대표 이승현)’에서 신체, 정

서, 인지 활동을 매개로 자아 통합과 인지 기
능 향상을 도모하는 집단 상담 수행 사업이
다. 매년 상담심리학과 4학년 학생들이 해
당 기관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들과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담심리학과 리빙랩 사업

사업명 효자5동 행복플러스 생애 통합 노인 상담 치매애(愛)

장 소 효자5동 주민 센터 전주신광교회,
전주제자교회

금쪽같은
내 부모님

일  정 매주 화, 목
10-12시, 14-16시

신광교회: 매주 수요일
10:30~11:30

제자교회: 매주 일요일
13:30~14:30

매주 금요일
10시-12시

정말이네? 왜 하필
일제시대에 삼베옷을
입게 된 걸까?

여기에 보면
민족문화 말살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었던
'의례준칙'때문이래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번잡한
의례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이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히려

사용된 비단,모시,무명과 같은 옷감이
죄수나 노비가 입던 삼베로 자연스레

대체되었대. 그때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라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이렇게나 몰랐던 잔재들이
많이 있구나.

응..이거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잔재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어.

▲효자5동 행복플러스

안혜란 기자(ah6038@jj.ac.kr)

▲생애 통합 노인 상담

▲치매애(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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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란?
직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부가세에 대해 아는 것이

다. 무턱대고 주문했다가 관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여기서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
다. 관세는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
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
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
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여기서 주문하는
나라와 품목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는 통관하는 방식이나 수입 물품의 종류
및 가격에 따라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으로 나눠진다.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목록 통관은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며,
자주 주문하는 품목들로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
라고 예상되는 품목들을 말한다. 직구 후 통관을 지날 때 서
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해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빠르면서도 경
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가방, 모자, 인형, 시
계 등이 있다. 일반 통관은 목록 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
목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해당된
다. 대표적으로 식품류, 의약품류 등이 있다.

품목들의 관부가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명한 직구방법
해외 직구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폴로, 아마존, 갭, 아

이허브, 이베이, 노드스트롬 등이 있으며 수백 종류의 대
형 쇼핑몰들이 주둔하고 있다. 평소에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시기를 잘 맞추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미국에는 국내와 비교
도 안 되는 유명 할인 행사들이 존재하는데 ‘블랙프라이
데이’가 그 중 하나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
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말하며 연말 쇼핑 시즌을 알
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
를 통해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경우 블랙프라이데
이가 남의 일 같이 느껴지곤 한다. 실전에서 이용 가능
한 몇 가지 팁을 주자면 우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역시 미리 가입해
야 하는데, 한국으로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나 직배송
이 가능하나 배송비가 비쌀 때, 구매자 대신 상품을 수
령해 안전하게 한국으로 배송해 주기 때문이다. 또, 물
건을 고르다 보면 총 결제 금액이 $2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
세가 발생하니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 초과되지 않도
록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구의 경우도 적립이 가
능하니 캐시백 적립 사이트에 가입하면 더 저렴하게 이
용이 가능하다. 직구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물건을 직접 구매했다면 세관 신고를 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30%이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40%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물건이 오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다소 긴 편

이다. 오랜 배송 과정에서 사기 피해에 대한 두려움, 또
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이 시작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
서비스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카드 회사에 직
접 이전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
청할 때 제품을 주문한 내역, 제품 판매자와의 연락 등
구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해야 한다. 혹은 소비자 상담 센터 및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을 이용해 피해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현명한 직
구를 위해서는 관부과세, 사이즈, 부피, 무게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의해야 한다. 이번 달 29
일~30일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니 참고해서 현명한
직구를 했으면 한다.

글: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 (201873008@jj.ac.kr)

직구란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무역의 일종이다. 2010년 이후부터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고 국내 은행에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내놓으면
서 구매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국내 제품의 구매비 + 운송비 + 설치비 + AS 기회비용보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경우가 점
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독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직구 품목으로는 자동차, 의류, 시계,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금지 품목으로는 대마초 및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제품 등이 있다. 

해외직구의 첫걸음

<한눈에 보는 직구 과정>

관부가세란?
관부가세: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세

과세가격: 상품 가격 +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
관세: 과세 가격 + 과게요율

부가세:(과세 가격 + 관세) x 10%

목록통관&일반통관
목록 통관: 수입 신고 생략하고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 통과(특별통관)
(미국기준) 결제금액 $200 초과 시 부과

일반 통관: 수입 신고서 필수 제출
(미국기준) 결제금액 $100  초과 시 부과

의류, 수영복, 속옷, 신발류
의류(유아용), 스카프, 넥타이, 숄, 장갑, 가방, 악세사리, 선글라스, 펜, 면도기, 다리미

CDP, MP3, 오디오, 스피커, 카메라, 폴라로이드카메라, 손목시계
화장품, 잉크

샴푸 등 헤어제품, 유모차
노트북, PDA, 캠코더, 디자털카메라

관세율 13%(부가세 10%)

관세율 8%(부가세 10%)

관세율 8%(부가세 10%)

관세율 6.5%(부가세 10%)

관세율 5%(부가세 10%)

관세율 0%(부가세 10%)

일반상품 품목별 관세율

기본적인 해외직구 과정
기본 프로세서인 아래 7단계의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OK

미국(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 주는 배송 전문 업체 가입

쇼핑 금액의 일정%를 돌려주는
캐시백 사이트 가입하기

1. 캐시백 사이트 경유하여 구입하려는
해외 사이트로 이동

2. 해외 쇼핑몰 쇼핑 및 결제

3.배송 대행 신청서 작성

4.배송대행지 상품 도착 시 국제 배송비
결제, 한국으로 배송 시작

주문후 수령까지 약 3~14일 소요됩니다.

해외직구
필수준비물

3가지

해외직구 과정 4단계

미국내 배송2~6일 소요

국제 배송3~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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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는 6월 9일에 이르러서는 백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현재까지도 홍
콩 시위대는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법 철폐를 비롯한 5
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위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
다. 본보에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원인과 경과, 중국 정
부의 대응과 한국 및 해외의 반응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
보았다.

■ 시위의 출발점
홍콩 민주화 시위의 출발점은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있다. 2018년 2월 8일 홍콩의 청년이 여자 친구와 대만
으로 여행을 가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오
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빌미로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범죄
인 인도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이란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뜻한다.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소재국에게 주어지는 속지주의
를 채택하는 홍콩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20개 국가와 범
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해당 조약을 바탕으로 범죄인을 상
호 인도한다. 하지만 이번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와도 서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점 때문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홍콩 정부는 이러
한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종교적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들
은 송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인권 안전 장치
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범죄인 인
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홍콩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은
홍콩 정부의 예상보다 더 뜨거웠다. 홍콩 시위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개정안을 시행하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홍콩을 중국의 통치하에
둘 것을 우려한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홍콩 시위대는 범죄
인 인도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를 중국으로 끌
고 가거나 중국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는 지적을 제기했다. 시위 열기가 뜨거워지자 2019년 9월
4일 홍콩 행정의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홍콩 시위대
는 5가지 요구 사항(▲송환법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
회 ▲체포된 시위 대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
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직관 직선제 시행)
중 한 가지가 수용된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모두 수용될 때
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 홍콩 정부와 경찰의 대응
시위가 지속될수록 홍콩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대립이 점

차 격해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첫 사망자 발생을 시작
으로, 최루탄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의식 불명의 상
태가 된 대학생, 경찰이 발포한 실탄에 맞은 14살 학생,
10대 학생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과 무력 진압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월 31일을 기준으
로 체포된 시위대 수가 3,007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시위의 열기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10월 5
일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복면금지법이란 시위 시 마스크
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복면금지법이
시행되어도 시위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우며 시설물이 파괴
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더 과격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하루 평균 35명 정도로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
다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 정부는 10월 31일 인터넷과 매

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대
해 홍콩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홍콩 법원은 “표현은 단순히 절대적인 것이 아
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홍콩 정부는 질서 유지 차
원에서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를 잇달
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더
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요구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
발과 파장은 중국 당국의 예상보다 크고 뜨거웠다. 지속되
는 시위에 중국은 홍콩 시위를 폭도로 단정하고 강력히 대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무력
을 사용하여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수 없는 데에는 이유
가 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다. 중국의 경제는 고속 성장
에서 중속 성장 구간에 위치해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성장률은 전년
대비 7.1%P가 하락했고, 그 다음 해인 1990년에도 하락
세를 유지하며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선
례를 고려해 본다면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때, 경제 성장면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국양제 정책은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대만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무력
진압을 강행한다면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결과
를 낳게 된다. 즉, 일국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과의 관계에 있어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
후 대만을 통일해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는 계획에도 큰 차
질이 생길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 비교
홍콩과 한국에서 일어난 두 시위 모두 민주화를 향한 투
쟁이며, 직선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갖
는다. 하지만 한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반면 홍콩
은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를 요구하며 발생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 독재 정
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6.29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와 달리 홍콩은 일국양제에 의한 중국의 자치구로 대통령
이 없다. 단지 중국 정부에 의해 선출된 행정장관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통해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
구하는 중이다. 이번 송환법 사건을 계기로 홍콩 시위대와
시민들은 현 행정장관인 캐리 람 장관의 사퇴와 함께 행정

장관 직선제 시행을 5가지 요구 사항에 넣고 민주주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 민주화 시위를 향한 타국의 관심
‘민주화’를 요구하는 만큼 해외 언론과 사회에서도 이 시

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영국 BBC에서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기사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으며, 미국 AP통신에
서도 이 사태를 굵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홍
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
국 정부에서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사
건에 대해 외무부 대변인이 "홍콩에서의 사건들은 매우 충
격적이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시위대와 경찰
간 갈등 고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홍콩 시
민들이 타국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
다. 홍콩 시민의 이야기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페
이스북 등 SNS에 공유했으며,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타국에서 시위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지난 9
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홍콩 시민들과 시위를 지지하는 한
국 시민 단체가 한국의 관심과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
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홍콩 시민 사회 단체 모임 ‘민간인권
전선’의 얀 호 라이 부의장은 한국 역시 비슷한 민주화 투
쟁을 거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지금의
홍콩처럼 과거에 아픈 역사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콩에 와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관심을 가져 줄 것
을 호소했다.

■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한국의 입장
이러한 요구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

해 별다른 의견을 내비치지 않은 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
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외교
부 부대변인이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
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남긴 것
이 정부의 공식 입장 전부이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
는데, 한국과 중국, 홍콩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과 홍콩 모두 한국
의 10대 무역국에 포함되어 있고, 이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
관 자료에 따르면 무역 흑자국 중에서 중국과 홍콩이 1위, 2
위를 나란히 기록했으며, 이들과의 무역으로 발생한 흑자액
은 각각 556억3,600만 달러, 439억9,900만 달러로 이
두 국가의 흑자액이 10개국 흑자액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한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별다른 입장
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송환법 폐지 이후에도 지속되는 시위는 1997년 중국 반
환 이후 시작된 살인적인 주택난, 소득 격차의 지속적인 확
대 등의 경제 상황 변화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반중 감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홍콩 물가는 한국에
비해 약 40%가 높으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한국보
다 3,000원 정도 낮은 한화 약 5,800원 정도이다. 주택
가격 역시 3.3m2(평)당 1억 원에 가깝다. 따라서 홍콩 시
위에 대한 젊은층과 중하층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고현 기자(rhgus0307@jj.ac.kr)

계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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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자들은 이번 호에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오래된 전통시장 속 청년들이 멋지게 어울리며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장 속에 가 보았다.

전주 청년몰은 남부시장 2층에 자리 잡고 있어, 

청년몰이 운영하는 시간과 야시장이 겹치는 날엔 

인산인해를 이루니 젊음의 활기를 느끼고 싶다면 

가 보는 것을 추천! 

직접 가 보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었어.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화 기자(201915015@jj.ac.kr)

청년몰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을까?

가게가 상반기, 하반기에 변하는 것 같으니, 

정확한 정보는 청년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는 게 확실해! 

그리고 우리는 몇몇 가게만 살펴볼 거야. 

분옥제과
사람들이 점점 찾기 시작한 디저트 ‘다쿠
아즈’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라고 해. 달
달한 다쿠아즈와 쌉쌀한 커피 한 잔이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구!

오늘, 또 젤라또
젤라또 말고도 아이스크림, 사탕 등 다양
한 디저트를 팔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
이 찾는 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토핑
도 가능하니 가서 맘대로 먹어 보자. 아이
스크림은 원래 겨울에 더 맛있는 거 알지?

바, 차가운 새벽
‘어른들의 아이스크림’이라는 문구가 가
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 왜냐하면 술
이 들어 있기 때문이야. 미성년자는 출입
이 불가능하니, 성인이 아닌 경우엔 옆집
젤라또를 먹자!

나는 나무, 당신은 꽃
다양한 나무 재료로 만들어진 공예품을
판다고 해. 각인을 통해 자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함도 지니고 있는데?

캘리마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캘리그라피를
이용한 공예품들이 많아, 어른들이 좋아
하실 것 같은 선물로 딱인 것 같다.

더식; the  食

청년몰 안의 수많은 음식점 중에 눈에 띄
는 간판, 떡볶이는 질릴 수 없는 불변의
음식이지! 메뉴가 다양하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추천 문구가 눈에 띄지?

책방토닥토닥
청년몰 내의 유일한 서점이야. 우리가 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서점이 아닌,
독립 서점만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라 구경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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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낱말퀴즈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1월 25일(월)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1.
1.

3.

3.

2.

2.

4.

7.

6. 4. 5.
5.

6.

7.

8. 8.

축하드립니다! [893호 퀴즈 정답자 1인] 1. 정지선 (사회복지학과)   

가 로 세 로

1.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2. 영어로 Republic of Korea인 국가의 이름
3. 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있는 곳.
4. 한국의 넷플릭스.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애니메이
션 등을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 영국 드라마 킬링이브를 단독 공개
중이다.
5. 전 jtbc의 아나운서로 프리 선언을 한 뒤 수입이
10배 증가했다. 38선 빼고는 다 넘는다고 하여 선넘
규라고도 한다.
6. ‘나는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을 남긴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
7.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국내에서 커피 프랜차이
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악마의 음료라 불리는
메뉴들로 인기가 있으며, 일명 관장라떼=돌체라떼로도
유명하다.
8. 작가 조남주가 쓴 소설로 출간 후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오르며 국내에서만 총 200만부를 판매하였다.
배우 공유와 정유미가 영화로 출연하여 화제 중이다.

1) 신라 문무왕의 해중왕릉이다.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
해 있다.
2)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
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
로 매년 5월 8일이다.
3) 롯데푸드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으로, 원래 오리지널
은 미국의 구구 크러스트이다. 초코 아이스크림에 머
쉬멜로우와 카라멜 시럽과 땅콩이 들어간 형태로 단맛
이 강한 아이스크림이다.
4)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 마카롱, 에끌레어, 몽블랑 등 디저트로도 유명한
나라이다.
5) 꽃하면 이것. 빨간색 잎의 가시 돋힌 줄기. 영어로
Rose라고 한다.
6)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예능 프로그램인 강
식당3과 신서유기에 출연했다.
7) 2015년에 tvn에서 나온 드라마로 쌍팔년도 쌍문
동, 한 골목 다섯 가족의 왁자지껄 코믹 가족극이다.
8) 사람이 태어난 날 또는 해마다의 그날. 나이가 많은
웃어른의 경우는 생신이라 높여 말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매주 금, 토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는 야시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남부시장 안은 더욱 활
기를 북돋게 되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지. 하루로는 그 음식들을 다 먹지 못할 만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하지만, 음식을 먹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는 게 단점이긴 해. 그래도 그것이 바로 길거리 음식의 묘미이지 않을까?

사진만 봐도 다양해 보이는 음식점들과 어딜 가든 넘쳐나는 사람들! 
북적북적한 따뜻함이란 이런 걸까?
그래도 어딘가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청년몰 옆쪽 ‘하늘정원’이라는 곳에 몇 안 되지만
앉을 공간이 마련돼 있어. 그곳에서 종종 문화 공연과 행사도 진행되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눈요기도 할 수 있을 거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굿모닝 준모닝’이라는 
라디오 생방송을 직관할 수도 있어.
아직도 수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남부시장 청년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 보자.

남부시장 청년몰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Fchungnyunmall
남부시장 청년몰 인스타그램 : @chungnyunmall

▶1회 후원 안내
나눔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따뜻한 겨울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후원에 참여하시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3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후원기금 납입증명 발급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시 아래 연락처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220-3073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3-042202 전주대학교
/ 입금자명과 [장갑]을 입력해주세요. 
예) 홍길동 [장갑]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Youtube에서  ‘유학생 겨울나기’를 검색하시
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전액 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겨울 장갑
및 용품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
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

유학생 겨울 장갑 후원 안내 (‘차가운 유학생 손에 당신의 사랑을 포개어주세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유
학생들에게 장갑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1구좌: 3천원(    ) / 2구좌: 5천원(     )
3구좌: 1만원(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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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는 정보, 기술, 자본에 의해 발생하게 될 융합 시스템의 효율
적인 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본 학과는 생산,
물류, 정보, 인간 등 복잡한 시스템의 성능 제고와 효율 극대화, 그리고 공
학과 관련한 경영 전략, 정책 및 관리과학을 다룹니다. 또한 학제 간 연구
로 각 영역을 서로 융합시켜 최고의 연구 결과 도출과 인력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과의 교수, 직원, 학생과 객원교수 등을 대
표해서 국내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뜨거운 격려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현대의 산업 공학은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학 지식과 경영 기법을 융합한 폭 넓
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공학과는 첨단 공학 기술 경영을 통합하는 미래
지향적 학과로서, 최신 실험·실습 장비들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형식의 능동적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공학과는 산업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유망한 전공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견학
일  시 : 2019. 05. 22 
기관명 : ㈜한국토미

지난 5월, 학생의 경험이 전공 교과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토미에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기업 실무자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현장 견학을 실시해 ㈜한국토미
의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한 생산 공정 시스템을 직접 확인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RoboCell Software를 활용한 CIM 구동 이론 및 실습
일  시 : 2019. 07. 02. 13시 ~ 17시 (총 4시간),

2019. 07. 03. 10시 ~ 17시 (총 6시간)

지난 7월, 4차 산업을 위한 소규모 공장 자동화 이론과 로봇셀
을 이용한 로봇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을 내용으로 하
는 ‘RoboCell Software를 활용한 CIM 구동 이론 및 실습’을 실
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MRP, 생산계획, Order entry system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어떻게
생산 처리에 최적화되어 사용되는지 학습하고 여러 유형의 생산
기술을 시험함으로써 최적 생산 기술을 탐색하고자 했다.

Q. 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유민수(학회장) : 대학교 진학을 위해 찾아보
던 중 산업공학과에 진학하면 체계적인 시스템
과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
해 효율성을 높여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대 안의 경영학이
라는 특성에 매력을 느껴 입학을 결심했습니
다.

이정준(부학회장) : 전주대 취업박람회에 견학
을 다녀온 뒤 ‘공대의 마에스트로’라는 산업공
학과에 관심이 생겨 산업공학과에 대해 찾아보
게 됐습니다. 이 중 생산체제를 관리한다는 점
에 매력을 느껴 입학하게 됐습니다.

Q. 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및 본인의 꿈은 무엇인
가요?

유민수(학회장) : 졸업한 선배들은 생산관리,
품질경영, 농기계, 역설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
출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의 품질
을 관리하는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정준(부학회장) : 산업공학과를 졸업하면 정
말 많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에 관련된 직종과 생산관리 시스템, R&D 연
구 직종, 경영 관련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
다. 저는 졸업하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직종으
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산업체 현장에 직접 나
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안전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는
산업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Q. 학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유민수(학회장) : 대학 생활은 긴 것 같으면서

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시
간을 잘 활용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두려
워하지 않고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현장
실습 등 많은 기회들을 활용하여 더 발전하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준(부학회장) : 학교에 아무 생각 없이 다
니지 말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과 많
은 대외활동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멋있는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Q. 이번 독일 현장견학을 다녀와서 느낀점 및 
보람된 점이 있나요? 

유민수(학회장) :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견학
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진로에 대해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중요시하는 안전을 독일
시민들의 인식이 독일의 자동차에 반영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
게 운행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
는 데 참여하고, 자동차 품질 관리와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학생 인터뷰

2019 학과 주요 행사

산업공학과 : 4차산업의 미래 인재를 꿈꾸다
정호연 학과장 인사말학과 소개

지능형 기계 부품 사업 국외 현장 학습
일  시 : 2019. 8. 18 ~ 2019. 8. 26 / 7박 9일
장  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뉘르부르크링, 벤츠박물관, 

벤츠공장, BMW벨트, BMW박물관, 에르딩어 양조장, 
아우토슈타트, 볼푸스부르크, 드레스덴 폭스바겐 유리공장

지난 8월, 지능형 기계 부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함으
로써 제조 공정 혁신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견문을 확
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능형 기계 부품 사업 국외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외국 기업 견학을 통한 참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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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는 물리학 전공과 화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1학년 2학기 말에
전공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졸업 후 교사 임용, 대학원 진학, 기업체 등의 분야로 취업하
고 있습니다. 과학교육과는 매년 5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
기 위해 교수들과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비정규 시간을 활용해 학생 자신들의 스터디 활동, 3~8
명의 학생과 교수의 전공 내용 논의, 학과 자체 경연대회,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
한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강의실 내 교육에서 벗어나,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 및 관련 회사 견학을 연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과는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할 것입니다. 과학교육과에서는 부여받은 과제를 스
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과학교육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보는 것이 어
떨까요?

이호성(1학년)  : 과학교육과에선 선후배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선배들에
게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섭(2학년, 물리전공) : 전공 수업을 통해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험 수업이 있어 지식의 구조화에 좋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 지식 교류와 화
합의 장으로 전공 동아리, 스터디가 운영되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단비(3학년, 화학전공)  : 과학교육과는 분과가 이루어져 과별 인원이 적습니다. 그 덕
분에 동기 및 선후배 간 친밀도가 높아 학교생활을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과라
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또한 교사라는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조언은 물론 그 외
의 진로를 고려해 주셔서 연구소나 산업체 견학을 통해 폭넓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많은 경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꿈꿀 수 있
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진(4학년, 물리전공)  : 과학교육과는 학부 4년 동안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 동기 부여가 잘 됩니다.수업 활동: 수업은 이론 수업과 실험 수업으로 구분돼 있다. 이론 수업은 담당 교수의  주

도하에 팀별, 개인 발표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강의로 진행된다.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한
실험 수업은 2~3인이 하나의 조로 편성해 진행한다. 정규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에서는
임용 기출 문제 분석 및 풀이를 비롯하여 전공 분야의 보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외 활동: 과학교육과 학생들은 첫째,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그곳의 학생들과 어울
리며 예비 교사로서 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수업의 현장감을 쌓아 나가고 있다. 둘째, 학생
들은 국립과학박물관을 견학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
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장난감 자동차의 구동과 같이, 한 아이템을
정해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넷째,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활
동을 이해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 예비과학교사 현장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주와 전북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단결정 성장 콘테스트(임애란 교수)’,
‘청소년 과학 캠프(봉필훈 교수)’, ‘찾아가는 과
학실험(김유영 교수)’, ‘서비스 러닝(윤마병 교
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서 교수법을 배우고 과학교사로서의 역량을 함
양하고 있다.

● 임용고시와 물리/화학 자격증, 전공 학습을 
위한 사제동행 특강

학기 중 및 방학에 임용고시를 대비한 학습
과 자격증, 전공 공부를 위해서 교수 5명과 함
께 비학점 특강을 진행한다. 2019년에도 1학
기와 여름 방학 동안 7팀이 20시간 이상의 학
습 모임을 진행하여 진로와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글로벌 리더십 해외 교육봉사 및 파견교사
예비교사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해외

취업을 모색하며 브라질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
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브라질 교육 봉사’를
201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상파울
루한국교육원과 MOU를 통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한글과 한류 및 과학 체험
의 교육 봉사 9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
한 글로벌 리더십 교육으로 3명의 브라질 학
생이 우리 대학에 한글 교육 연수를 이수하였
고, 교육부의 과학교사 해외 파견에도 도전하
여 2015년과 2016년에 아프리카 파견 교사
로 취업하였다. 올해에도 2명의 졸업 예정자가
도전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과학교육과 특성화 사업

과학교육과 : 창의융합 과학교사 양성의 요람
김유영 학과장 인사말 재학생의 과학교육과에 대한 생각

학과 활동

과학교육과의 졸업 후 진로 방향

졸업생의 과학교육과에 대한 생각

김범준 05입학/11졸업/전주영생고/교사
2005년 교사의 꿈을 안고 과학교육과 첫 신입생(1기)으로 들어와 교사가 됐습니

다.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4년의 시간 동안 수업에 필요한 많은 실험과 답사, 견
학을 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교육 탐방을 통해 넓은 견문을 갖출 수 있었습니
다. 또한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웠고, 이
를 토대로 최종 면접을 통과해 결국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내가 아
닌 남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전주대 과학
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고수영 07입학/14졸업/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원
과학교육과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선후배들의 끈끈함을 바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

대의 핵심인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과 심화(대학원) 교육을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었던 곳입니
다. 

김종원 10입학/16졸업/데크카본/주임
과학교육과의 기초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대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으로 높

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고 탐구심 강한 학생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폭 넓은 진로와 기회로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에 진학하여 연구원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준모 10입학/17졸업/케이씨텍 소재연구소/사원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여러 선배들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실무에 있습니다.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학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탄소융합대학원
농생명환경대학원

과학교사
중등 공립학교교사
중등 사립학교교사

대안학교 교사
해외파견 교사

학원 강사

기업 공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 과학관 연구사
연구소 및 과학기관

과학관련 기업

▲ 기전여고 서비스 러닝

▲ 동암고 찾아가는 과학캠프

▲ 2014년부터 매년 4~8명씩 브라질 교육 봉사 참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0여 년 전 전주의 변두리, 황량한 벌판의 건물 두 동에서
이제는 전주의 센터,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캠퍼스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대학, 전국에서 주목하는 대학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고 싶은 대학으로
그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적을 따라, 베푸신 은혜를 따라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임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주도할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숙 실장(기획처 대외협력홍보실)

‘피할 수 없는 선택’, 우리 인생살이
가 그러하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하다. 선택에 이은 선택을 반복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
니라 선택이 곧 인생이다. 문제는 ‘무
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무엇을 선
택하느냐?’에 더 관심을 둔다. 

▼ ‘책을 읽을 것인가, 낮잠을 잘 것
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실은 어
떻게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
론 책을 읽는 시간이 낮잠을 자는 시
간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책을 읽기가 싫
은데도 읽어야 한다는 당위에 눌려 책
을 읽는다면, 또한 그냥 오랜 습관에
서 아무 생각 없이 책 읽기를 선택했
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선택에
는 두 가지가 있다. 알면서 하는 선택
과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선택이다.
깨어있는 선택과 잠든 선택이다. 책을
읽기로 선택하되 잠든 상태에서 선택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깨어있는
선택에서 시작한 책 읽기여야 한다.
잠든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 꿈같이
헛됨을 전도자가 노래하고 있다. “헛
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신앙생활도 마찬가
지이다. 잠든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
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까?
왜 살기가 힘들다고 할까? 하루하루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분열의 악한
영이 난무하는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
믿는 우리,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깨
어나야 한다. ‘무엇을’ 보다 ‘어떻게 선
택하느냐?’가 중요함을 모범으로 보이
기 위해 ‘깨어있는 전주대학교’가 되었
으면 좋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
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10

지난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교직원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한병
수 목사(대학교회 담임)의 인도로 다 같이 축복
송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고, 뒤이어 김명식
학장(사회과학대학)이 기도로 섬겨 주었다. 
이날은 특별히 게스트를 초청하여 찬양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게스트는 ‘좋은이웃’이라는
팀으로, 시각장애인 팀원이 본인들의 삶을 간증
하고 이야기하며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전하
는 찬양팀이다. 이날 ‘십자가’라는 찬양을 비롯
한 ‘친구에게’, ‘사랑은’ 등의 총 4곡의 찬양을 부
르고, 사이사이에 삶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를 통

해 많은 감동을 전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애 대한 영상을 재생함으로
써 시각장애인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왔다. 40분 가량의 찬양 토크 콘서트를 마
치고, 영상을 보며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진 뒤 축
도로 예배를 마쳤다.
추수감사 특별 헌금은 한국에 막 도착하여 자

전거로 추운 겨울을 날 국제 학생들에게 장갑을
선물할 예정이다. 예배를 마친 후 특별 순서로
교수선교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10명으로 전달식을
통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대학교회 잔디밭에 마련
된 가든파티에서 식사와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
간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예배가 마무리됐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추 수 감 사 예 배

기 도 문

신앙과 선교 제895호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대학교회에서 목요아침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학교를 위해서, 각 부서와 캠퍼스 사역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매주 드려지는 목요아침기도회를 통해서 전주대학교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전주대학교가 되
길 소망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목요아침기도회 안내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
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일 시 : 12월 11일(수), 11:00
- 장 소 : 대학교회 

교직원 예배 안내
일 시 설 교 자

11월 21일(목) 유병근 목사
11월 28일(목) 유병근 목사

예배안내



교황청의 부패에 대항하며 시작된 종교 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억압이 있었다. 이
들 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박
해를 피해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로 피해 다니
다가 결국 신대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청교
도들이 생사를 건 위험한 항해를 감행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청교도들은 미국 상륙전에 ‘시민정
치단체’ 결성을 결의하고 41인이 서명하였는
데, 그들의 서명 (신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건립
하려고 항해를 시도했으며, 본 증서를 통해 우
리의 좀 더 바람직한 질서 수립과 보존, 그리
고 전술된 목적들의 촉진을 위해 신과 서로의
면전에서 엄숙히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적 정
치 단체로 결속한다. 이에 바탕하여 식민지의
일반적 복지를 위해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
고 생각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률과 결정, 관
직을 수시로 제정하고 구성하고 조직하기로
한다.) 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
력을 기울인 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사
회를 건설해 나갔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

도들은 뚜렷한 신념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
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는 것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 등 순수한 신앙 열정으로 미국을 발
전시켰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700년도 초
반에 무역이 번성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의 영적인 열정이 식게 되었다. 이로 인
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나
마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
르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
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목회자들도 신실한
주의 종으로 헌신하지 않고 인기를 우선시하
여 설교 내용보다 설교 기법에 더 신경을 썼
다. 

그러나 1720년 네덜란드 목사 데어도어 프
렐링하이젠(Theodore Frelinghuysen)이
미국으로 건너감으로써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미국인들이 영적으로 냉담한

것에 놀랐지만, 뉴저지 설교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웠다. 영적인 불은 중부를 지나
남부까지 퍼지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교파를 초월하는 열풍을 일으켰다. 프렐링하
이젠이 붙인 영적운동의 불은 결국 조지 휫필
드(George Whitfield)와 조나단 에드워드
(Jonathan  Edwards)에게 옮겨 붙었고 두
부흥사는 이를 확산시켰다. 

(참조 : 기독교역사 100장면)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joayo7kim@hanmail.net)

청교도들의 미국 건설

▲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대를 이어 정박해 있는 메이플라워호

진리의 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
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의로움
을 추구하고, 원수와도 더불어 지내는 평화를
추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늘의 영
원한 희락을 추구한다.

민족과 언어와 영토에 근거한 인간의 나라는
로마제국 혹은 신성로마제국 같이 고작해야
하나님의 계산기로 보면 하루에 불과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장구한 역사
의 소유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민족과
국가 개념을 초월한다. 모든 민족이 참여하고
모든 문화가 참여하고 모든 언어가 참여하고
모든 시대가 참여하고 모든 지역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
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가히 측량을 불허한다. 당연히 전 세계
에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경계도 초월한
다. 특정한 진영이나 정당이나 이념에 의해 국
경선이 그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테두리
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어떠한 민족과 나라
와 방언과 진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됨
이 없이 포용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 비
록 우리의 적대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의를 추

구하면 그 나라와 동맹국이 되어 동행하고, 원
수라 할지라도 그가 평화를 추구하면 그 사람
과 친구가 되어 동행한다. 우호적인 국가라 할
지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꾸짖고 책망하고 멀
리하며 절친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화를 일으
키면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
한다.

적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
면 얼마든지 섞여서 함께 기뻐하고 이념적인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공존이 가능하다. 같은 나라에 있더
라도 개별 공동체을 분별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더라도 개개인을 분별하고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을 분별하고 의와 평
화와 희락의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고 '우
리가 남이가'의 지역주의 갈등이 조장되고 보
수통합 진보통합 따위의 이념적 구호 속에서
온갖 불법과 거짓과 불의를 저지른다. 하나님
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좋지만 너
에게는 불쾌한 의가 아니라 나와 너가 더불어
누리는 즐거운 의를 추구하고 타인을 희생하

는 불의한 평화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마련
되는 의로운 평화를 추구하고 너의 슬픔을 담
보로 기뻐하는 부당한 희락이 아니라 너와 내
가 함께 기뻐하는 평화로운 희락을 추구한다.

의와 평화와 희락을 발견하는 방법은 열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다. 불의와 부당함과 거짓이 있다면 거부해
야 한다. 의와 평화와 희락을 판단하는 근거는
뉴스, 그 뉴스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관건이다. 뉴스를 분별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1차자료 확인이다. 그리고 1차자료 중에서도
조작이나 위조의 여부를 가리는 진위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1차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매체들의 뉴스, 1
차자료를 조작하는 권력 기관들의 발표, 1차
자료를 인멸하려 하는 피고인의 증언, 모두 거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 단순하
지 않고 용이하지 않다. 진실을 감별하는 지혜
자가 심히 목마른 가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11

대학교회 담임목사 
한병수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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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머스의 초기 청교도 정착촌 입구와 전경 그들은 이곳에서 미국건설의 초석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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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 내년 2월에 퇴직 예정인 천문정(통계학과
동문)이라고 합니다.

Q.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사 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도와주

기 위한 부서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지원실은 학생
들을 위해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행
정실과 학과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통
합사무실이라고 해서 조교 선생님들과 같이 통합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도 큰 틀의 범
위 내에서 보면 학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직
은 행정 업무에 대해 익숙지 못합니다. 같이 근무하
며 서로서로 의지하고, 이로 인해 행정 부분에서 오
류를 범하는 일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주로 어떤 용건으로 행정지원실을 찾아
오나요?
개인적으로 휴학, 복학, 시험에 관련된 것 등 학사

행정에 대해 문의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회
아이들이 단과대학 학생회 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을
할 때는 행정실장들이 주로 일종의 지도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행정지원실 일을 하면서 힘드셨던 점은 무엇인가
요?
힘들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도 없

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힘들었다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보면서 지내온 것이 나름
대로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조언해 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상담 목적으로 자주 오는데, 대부분 취업

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
을 물어보면 80%가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습
니다. 본인 인생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스
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한 목
표를 가지고 도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36년 4개월의 직원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람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이 즐거웠
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년간 학생들을 보며 깨달은
점도 많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습
니다. 학생들이 남들보다 빨리 꿈을 갖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민지 기자(wining616@jj.ac.kr)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달력은 어느새 12월을 향해 가고, 2학기 생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본보는 2019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시는 교직원을 위한 특집면을 마련 하였다.
이번호는 우리대학 직원 선생님편이다.

사 유 발령일자 및 기간 소 속 / 부 서 직 급

입사 1987.05.01 중앙도서관 -

전보 2001.03.01 생애개발지원처/진로지원실 -

전보 2003.04.01 기획처/기획예산실 -

전보 2005.07.13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지원실 실장

전보 2009.04.01 국제교류원/국제교류지원실 실장

전보 2013.03.01 사회과학대학/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전보 2014.07.01 의과학대학/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전보 2016.01.01 기초융합교육원/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사 유 발령일자 및 기간 소 속 / 부 서 직 급

입사 1984.04.01 중앙도서관 -
전보 1986.04.07 지역개발대학/교학과 -
전보 1988.02.22 경상대학/교학과 -
전보 1990.10.08 중앙도서관 -
전보 1993.03.01 중소기업대학/교학과 -
전보 1995.09.01 대학본부/학적과 -
전보 1999.09.27 생애개발지원처/진로지원실 -
전보 2002.08.14 행정처/총무지원실 -
전보 2008.02.01 문화산업대학/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전보 2012.09.01 인문대학/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전보 2017.01.20 경영대학/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천  문  정  실장

길 떠나며

가을은
바람처럼 왔다
구름처럼 떠나려 하는
길 나그네의 계절.

계절의 길섶에서
한 해 결실을 맺게 한 
태양과 땅의 소중함 알게 하시고,

이 가을 
한 톨의 작은 알갱이 땅에 떨어져 맺은 
열매의 진실을 겸허히 깨달으며 길 떠나게 하소서.

추수한 자의 기쁨보다
두메 골 씨 뿌리고 거둘 것 없는 자의 아픔을 
함께 헤아리게 하시고,

고통받은 육체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와 안식의 계절이게 하소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전
지난 갈바람이 실어다 준 상큼한 계절 내음을 
조금만 더 느끼게 해주시고,

계절의 기스락에서 
떠나려 하는 자의 빈자리엔 
그리움의 흔적보다 새봄 푸른 새싹 돋아나게 하소서.

정년퇴임에 즈음하여 이 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영석 실장님 약력> <천문정 실장님 약력>

김  영  석  실장

우우리리  대대학학을을  위위해해

힘써주신 정년퇴직 예정 직직원원  선선생생님님  특특집집
우리 대학을 위해

힘써주신 정년퇴직 예정 직원 선생님 특집



사    설

최근 전주대학교는 베트남 전문대 8곳과 글
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
결하였다. 지난 12일에 베트남 노동부 고위 관
료와 베트남 8개 전문대학교 총장단은 우리 대
학을 방문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MOA
를 체결하고 한국과 베트남 상호 협력과 양 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해
전주대학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체결한 합의각서에는 ‘전주대-베트남 전
문대학 2+2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베트남 전문대 전문 학사학위
와 전주대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대학과 베트남 8
개 전문대는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LG 등의 한국 기업에 필요한 현
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합의 베트남 노동부와 인재 육성
협약을 체결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깊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을 천명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
화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강력하
게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으로 베트남
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재 양성 및 교
육 협력이 강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주대학교가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베트남 노
동부와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아세안 국가와의 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 분야에서 우리 대학의 역할이 강
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
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및
베트남 8개 전문대학교와의 글로벌 인재육성
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시킨 우리 대학의 부
서는 국제교류원이다. 그동안 국제교류원은 외
국 유학생의 유치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
두었으며, 외국 유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국내
에서 모범적인 부서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입학  자원 감소 현실에서 전주대학교의
발전은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 유학생의 내실
있는 유치를 활성화할 때 가능한 측면이 있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국
제교류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화려하게 드러나
지는 않지만 묵묵히 어렵고 고단한 길을 개척
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대학의 국제 교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
는다.

국제교류로 개척하는 
전주대학교의 미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교수칼럼

현대 사회에선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실
재(實在)로서 마주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
이다. 사람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
어, 자신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서술한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루머로 인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적 발언이 현실에서까지 피해를 야기하면
서 명예훼손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사이버) 공
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
며,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해
야 처벌을 받는다.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
다. 블로그나 뉴스 기사의 댓글에 악플 등
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한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 내용
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에 비해 피
해 회복 속도가 더뎌,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을 안겨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이
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형량으로, 최대 5년인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강하게 처벌된
다. 날이 갈수록 악플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이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
한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10월 28일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고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처
벌을 위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내
용을 정리해 수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
에 처벌 건수가 많지 않다. 또한 악플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형량이 높은 편임에도 실제 처벌
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즉, 처벌의 실효
성이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
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량 강화는 사이버 명
예훼손에 대한 진정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본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단 처벌의 실
효성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악플에 대
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
고 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사
회 구성원 모두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책
임감을 갖는 것이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
과 같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
동에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기자칼럼

온전한 배움의 길, 신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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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우리 대학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운동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신체 활동 공간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안
에서 땀 흘리며 여가를 보내는 학생들을
만나긴 쉽지 않았다. 

‘여가’는 그리스의 ‘schole’, 로마의
‘schola’를 어원으로 둔 영어의 ‘leisure’
를 번역한 것이다. 학교와 학자를 의미하
는 이 단어는 몸과 마음의 배움을 넘어 영
혼의 배움까지를 목적에 둔다. 따라서 여
가는 심신과 영혼을 위한 공부라 할 수 있
다. 단순히 일과 공부에서 벗어나 쉰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참된 깨달음을 위한
안식(安息)’이 바로 여가이다. ‘너희는 가
만히 있어(‘여가를 가져’로 번역되기도 함)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46:10)라
는 영원한 존재와 하나 되는 경지, 불교
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도의 깨우침(得道)
은 온전한 쉼인 ‘여가’로써 얻을 수 있다.
신체 활동도 묵상, 참선과 같은 여가의 한
방식이다.

곳곳에 ‘짐(gym)’이 넘친다. 요즘의 김
나지움(gymnasium)은 흔히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김나지움은 체육
이 중심이 되는 고등 교육 기관이다. 고
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참된 교
육의 목적은 ‘영혼의 성장’이며, 스포츠와
인문적 지혜를 통합해야만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김나지움에서
이루어지는 인문 교육과 체육 교육은 ‘영
혼의 성장’을 위함이기에 그에게 김나지
움은 육체만을 가꾸는 곳이 아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였다.

자신의 온전한 여가와 온전한 배움을 위
해, 학교에 마련된 신체 활동 공간을 김
나지움으로 적극 활용해 보자. 운동과 성
찰을 함께 실천하는 배움터로 캠퍼스와
마주하고, 운동을 체험하며 생각을 키우
면 심신이 조화되고 영혼은 한층 더 성숙
해질 것이다. 곧 추운 겨울이다.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대학 캠퍼스 곳곳의 김나
지움에서 신체 활동으로 온전한 여가를
보내며 영혼의 성장을 위해 성찰하는, 온
전한 배움을 실천하는 전주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진연경 교수
(문화융합대학 생활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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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d has arrived! We were lucky to
have had a few warm days where we
could enjoy the last beautiful fall colors
God put on display at Jeonju University
this November. Soon, a different kind of
beauty will be on display. With it will
come a shiver and a 'brr', scarves, beanies
and hot coffees, and it will be none less
beautiful. I love winter in Korea and can't
wait to see the magic of snow-covered
trees and mountains. However, I also look
forward to the less glamorous bare and
barren side of winter with its pale browns
and grays and crisp and chilly air, be-
cause it brings with it the end of another
busy year.

I miss you,
But I will keep myself in patience

Until the stone I put on the frozen  
surface of the river
Touches down the bottom.

(Translated by J.C.S.)

Until the Spring Comes

By Ahn Do-Hyun

Wintertime
by Prof. Marli van Vuuren

Being a foreign professor at Jeonju University is like
wearing a set of golden handcuffs. This is an accu-
rate description of what it is like to work in a Korean
university. Anything made of gold is valuable and is
to be desired. But handcuffs are restrictive and make
escape hard. Being a university professor in Korea
is a good job. There is a shortage of university jobs
for foreigners especially in more rural areas like
Jeonju and in comparison to other ESL jobs in Jeonju,
university jobs are held in high regard. The job is too
good to let go, but over a number of years in the po-
sition the reality becomes that you are actually a
prisoner.

Part of the feeling towards being trapped is because
there is zero room for promotion or improvement.
You do not get rewarded with the perks afforded to
Korean professors and should feel happy to have a
job at all. The English department is constantly
changing under each and every new Dean that
comes along, and little or no insight is wanted from
the foreign professors who actually do the teaching
in the department. People who do not teach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make decisions and the foreign
teaching staff are forced to make it work so some
higher up can feel important regardless of the prob-
lems that surface out of the decisions they made.

There is a famous American movie called Ground-
hog’s Day. In this movie, each day is exactly the
same, and, when the main character goes to bed
each night, he awakes to see the date hasn’t changed
and this day is exactly the same as yesterday. Prob-
lems with properly leveling the students, it will be
exactly the same year after year. Unrealistic goals
of raising student’s TOEIC scores to above 700, it
will be exactly the same year after year. 

Now there remain questions: Can you live a life out
under these conditions? Can you want what is best
for your students and your department, but go
through years of no improvement at best while
management working against your being able to do
your job properly? Are the benefits of having a cov-
eted job worth the feelings of knowing you will not
be able to do the job properly? Can you take off a
pair of golden handcuffs?

Golden Handcuffs
by Prof. Leon Rose

A New Tool of Public Transportation: Kakao T Bike
by Yim Jeoung Hun, Reporter 

Kakao T bike first started its test-run in March
2019 and it came to Jeonju for trial runs on July
23. This electric bicycle spins its pedals the same
way as a normal bicycle does. There are two kinds
of Kakao T bikes: One type has 24-inch wheels
and the other 20-inch wheels. They both have in
common a front lamp, a rear lamp, and a basket.
The 24-inch wheel bicycle has a seven-speed hub
gears and has Kakao-Friends painted on the
body: LION, TUBE, and MUZI. The 20-inch wheel
bicycle has a single speed hub gear and shows off
another Kakao-Friend, APEACH. They look sim-
ple and elegant.

At first, they charged 1,000 won for 15 minutes,
but now essential insurance is included to make
1,130 won. If you run over 15 minutes, you have
to pay additional 500 won per 5 minutes. The
first time user should deposit 10,000 won as a
key money. If you stop using Kakao T Bike, you
can get a refund of 9,500 won because the com-
pany charges 500 won commission. If you leave
a bike in a place out of the designated returning
spots, the company charges extra 20,000 won. I
think every user’s manner is also important.
Some people get off a bike and walk away in their
apartment complex, in front of stores, and so on.
Then people in immediate need can’t use a bike. A

small tip: You had better check the battery level
before you take off because a bike with low bat-
tery power doesn’t work smoothly and can’t go
far. You may hope to find a fully charged bike.

I met a JJU student who has an experience using
Kakao T Bike. He said, “When I first saw a Kakao
T Bike, it was painted in yellow and one of the
faces of Kakao-Friends was drawn. I talked to
myself, ‘It’s for kids!’ Over time, people began to
ride one by one. Interesting! So I tried riding a
Kakao bike and found out that I could save my
money and move around very fast if my desti-
nation is a short way away. Recently, however,
the advantage of the Kakao T Bike has disap-
peared. I was able to return the bike anywhere if
it did not get in the way of traffic. Now it takes a
long time for me to find the bike parking lot. I
mean the returning spot. I think they should in-
stall a new system that tells users the bike’s lo-
cation. Hopefully, with a picture of the bike and
a map that shows the exact location where the
bike is waiting for a user. Then, I think we can
find out a Kakao T Bike easily.”

Have you ever ridden a Kakao T Bike? If not,
would you try riding it sooner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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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Mình tên là
Nguyễn Thị Ngân hiện tại mình đang theo
học chuyên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năm thứ 2 tại trường đai học Jeonju.

Qua trung tâm Hanngu Seoul ở Hải
Phòng nhờ sự giới thiệu của các thầy cô ở
đây thì mình biết đế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ày. Không phải là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lớn
nhưng nếu như bản thân mỗi học sinh biết
cố gắng thì nhờ sự giúp đỡ nhiệt tình của
thầy cô giáo của các giáo sư ở trường thì
các bạn sẽ thành công. 

Mình viết bài viết này với mục đích là giới
thiệu về chuyên ngành kinh doanh khách
sạn ngành mà mình đang theo học ở
trường đại học này. Bản thân mình là một
người rất thích đi du lịch, tìm hiểu các nền
văn hóa và phong tục tập quán cũng nhiuw
con người ở các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ngoài ra mình còn là một người rất thích học
và giao tiếp ngôn ngữ nước ngoài nên
chuyên nghành mà mình hướng tới là quản
trị kinh danh khách sạn, lữ hành. Vì thế sau
buổi định hướng chuyên nghành thì mình
quyết định chọn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bởi vì ở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hì đây
là một chuyên nghành khá nổi bật về hình
thức dạy học hay những lợi ích mà mình
nhận được trong quá trình học cũng như
sau khi tốt nghiệp. Cụ thể có những lợi ích
nào thì hãy cùng mình tìm hiểu nhé. Vậy
trước hết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là
gì?

Theo như một số nhà chuyên gia về
khách sạn thì đây là nghành giúp cho
chúng ta những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trở

thành một quản lý khách sạn giỏi, muốn
làm việc trong một môi trường sang trọng
cao cấp biết về các bộ phận trong khách
sạn bao gồm phòng khách(front of office),
quản lý bộ phận nhà hàng, đưa ra nhữ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hay quản lý bộ phận
phòng(house keeping)... những bộ phận
này cần những kiến thức chuyên môn gì,
kĩ năng gì, cách giải quyết các tình huống
khó khăn của từng bộ phận... khi theo học
chuyên nghành này bạn sẽ được luyện tập
nhuần nhuyễn với mục đích nhờ những
kiến thức này những bài học hay trải
nghiệm sẽ giúp bạn trở thành một nhân
viên khách sạn tốt một quản lý giỏi. 

Ở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ại sao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lại nổi bật đối với tôi?
Vâng, theo như những gì mình đã trực tiếp
trải qua, đã được học đang học và sẽ học
thì mình nhận thấy rằng nếu những bạn có
nguyện vọng và mong muốn được trở
thành một nhân viên khách sạn tốt hay cao
hơn là một quản lý giỏi...và có thể cao hơn
nữa thì vào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là một lựa chọn đúng đắn với một điều kiện
bạn phải chăm chỉ và nỗ lực không được
từ bỏ đấy là điều cần thiết nhất mà mỗi
người cần có theo mình nghĩ sau 2 năm
theo học chuyên nghành này. Mình chưa
theo học ở trường đại học nào ở Hàn Quốc
cũng như ở Việt Nam vì thế cách dạy và
cách giúp đỡ sinh viên trong việc tạo điều
kiện để sinh viên có những cơ hội và tiền
đề tốt sau khi tốt nghiệp như thế nào vì thế
mình không thể đánh giá hay so sánh
được. Nhưng ở khoa mình thì mình nhận
thấy rằng đội ngũ giáo sư hầu hết đều có
kinh nghiệm làm việc và giảng dạy ở các
khách sạn hay những trường đại học nổi
tiếng trong và ngoài nước. Thứ 2 giáo trình
90% hầu hết bằng tiếng Anh đây là một
cách giúp sinh viên làm quen dần với môi
trường làm việc, thứ hai giúp học sinh nâng
cao trình độ tiếng Amh của mình. Thứ 3 ở
khoa có đa dạng các giáo sư người ngoại
quốc đến từ nhiều quốc gia khác nhau với
kinh nghiệm giảng dạy lâu năm và có uy
tín. Thứ 4 bắt đầu từ năm 2 thì sinh viên có
cơ hội được đi thực tập ở những khách sạn

có uy tín và nổi tiếng trong và ngoài nước (
nhưng vì vấn đề visa gặp khó khăn nên rất
là tiếc vì sinh viên ngoại quốc không thể
tham gia được chương trình đào tạo này,
nhưng hiện nay thì mình với một số các
bạn đang đề ra một vài ý kiến để giáo sư
xem xét với mục đích là tạo điều kiện để
chúng mình có thể tham gia các khóa thực
tập tại các khách sạn ở Hàn Quốc). Thứ 5
có rất nhiều câu lạc bộ cũng như chương
trình dành riêng cho sinh viên ngoại quốc
với mục đích giúp đỡ và gắn kết các sinh
viên ngoại quốc lại với nhau. Tiếp theo là
một năm học thì mình sẽ được đi đến các
khách sạn lớn ở Hàn Quốc để tham quan,
tìm hiểu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và thực tập
những gì mà mình đã được học. Cuối cùng
điều mà bạn nhìn thấy điểm nổi bật rõ nhất
của chuyên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chính là bộ đồng phục của khoa mà mỗi
ngày vẫn mặc đi học một cách chỉn chu để
đến trường. Còn rất nhiều lợi ích nữa
nhưng mình chỉ kể ra những lợi ích mà
mình cảm nhận được rõ ràng nhất trong 2
năm học vừa qua. 

Mình sẽ nói khái quát một vài đặc điểm
về kĩ năng, những bằng cấp, tính cách
những thứ cần thiết để trở thành một nhân
viên, quản lý khách sạn giỏi. Theo như
những gì mà mình đã được học thì đây là
nghành thuộc nhóm nghành dịch vụ,luôn
luôn coi khách hàng là thượng đế... nói một
cách khách quan thì chúng ta đang sử
dụng dịch vụ để trao đổi với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mua dịch vụ là khách hàng mà
chúng ta là một ông chủ người bán người
cung cấp dịch vụ. Vì thế, thái độ phục vụ
khách hàng là yếu tố cơ bản nhất để người
ta nhận ra thế nào là một người nhân viên
tốt quản lý tốt. ở đây thái độ bao gồm tính
cách ( tính cách của mỗi cá nhân ảnh
hưởng tới thái độ làm việc của họ) dù bạn
nội tâm của bạn có đang bực tức hay khó
chịu chuyện gì nhất là với khách hàng thì
trước hết bạn phải nhẫn nhịn chịu đựng,
kết hợp với nụ cười đây là một yếu tố quan
trọng ảnh hưởng đến thái độ và phong
cách làm việc của cá nhân bạn đây được
gọi là hình thức bề ngoài... để trở nên

chuyên nghiệp thì cần trang bị cho mình
những kiến thứ chuyên sâu về chuyên
nghành khách sạn,(được thể hiện qua các
bằng cấp), và đây là nghành rất cần tiếng
ngoại quốc không chỉ tiếng Anh mà còn ít
nhất nếu bạn có thêm một ngôn ngữ nước
ngoài nữa thì sẽ giúp bạn nắm chắc cơ hội
hơn trong công việc, một yếu tố thiết yếu
nữa là kinh nghiệm! Không nhất thiết là bạn
phải làm trong khách sạn mà kinh nghiệm
ở đây dù chỉ là một công việc làm thêm
ngoài giờ học bình thường thì điều đấy
cũng đã góp phần giúp đỡ bạn được một
phần nào rồi đấy ~ ...

Cuối cùng là một số khó khăn mình gặp
khi học chuyên nghành vì là một học sinh
Việt Nam đầu tiên của khoa nên lúc đầu
vào bầu không khí bao trùm là sự lẻ loi và
đơn độc, làm gì cũng thấy một mình... cảm
giác ấy thực sự rất khó quên. Tiếp theo là
trình độ tiếng Anh của mình khá là kém nên
từ lúc bắt đầu vào học từ năm nhất thì mình
khá là sốc và có ý định từ bỏ vì nghĩ rằng
nó quá khó để mình vượt qua được.
Nhưng thực tế thì không phải vậy bởi vì vốn
dĩ không có một cái gì từ lúc bắt đầu đã dễ
đâu nên phải biết kiên trì và vượt qua thì
mình sẽ nhìn thấy được đích đến, thứ 2
không phải giáo sư Việt Nam nên việc
không hiểu hết bài là điều không thể không
xảy ra cho những sinh viên ngoại quốc như
chúng mình vì thế ngoài giờ học trên lớp thì
chúng ta phải tìm hiểu thêm ở nhà nữa.
Thứ 3 hoạt động nhóm với sinh viên người
Hàn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khó khăn mà
mình thấy khó để làm quen nhất vì rào cản
văn hóa và ngôn ngữ...

Trên đây là một số hiểu biết và những
kinh nghiệm cũng những khó khăn mà
mình học được qua 2 năm học chuyên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ở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gay từ những bước đầu tiên
khó khăn luôn là rào cản lớn nhất đối với
tất cả mọi người trong đó có tôi nhưng đối
với tôi thành công sẽ đến với người không
ngừng kiên trì và cố gắng. Hi vọng rằng bài
viết sẽ giúp đỡ cho những bạn đang học và
cũng như sẽ học chuyên nghành này. Chúc
các bạn may mắn 

Nghành kinh doanh khách sạn ~ Những điều cần biết



Superstar College

* 신청기간: 매학기 1~2주, 13-14주
* 신청방법: ① inSTAR 접속      ② 학사관리     ③ 연계.융합전공 신청     ④ 희망전공 신청     ⑤ 승인

- 신청방법: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청 후 선발된 자에 한함
-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요

(2학년 때 하림그룹 장학생 선정 및 졸업 후 취업 확정)

연계전공 
독서.논술교육
벤처창업
보육학
식품영양학
일본IT융합
중국비즈니스

융합전공
경영법학
국토정보학
농생명-ICT
대물차량손해사정
라이프스타일기획
보컬퍼포먼스

사회적경제
스마트팜
스토리미디어
탄소
Food R&BD
하림산학(*별도의 선발절차 있음)

프로그램명 하림그룹-전주대학교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목적

- 선진국형(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 인력양성 교육모델 도입 필요성 산-학 공동인식
- 직무별 적성에 맞는 인재의 조기확보 및 집중육성
- 실무교육 및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신청 및 선발대상 - 2학년 1학기 이수자(매년 3월 기준), 전공무관
* 최종 하림beSTAR로 선발된 자에 한해 하림산학융합전공 이수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3월 초 ~ 3월 중순
- inSTAR를 통해 참여 신청

선발과정

직무트랙
(가나다순)

합격자 특전

IT(정보전략) 경영혁신 공무설비 구매(내외자) 구매(설비구매)
기획 노사인사 디자인 마케팅 물류
법무 사육부화관리 생산관리 수출입 영업

재무회계경리감사 제품개발(R&D) 품질 홍보 환경안전

구분 내용 비고

학기 중 - 매학기 하림 장학금 일백만원 지급 일정학점 이상 취득 시

방학 중 - 현장실습 3학점 부여 및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졸업 시 - 하림산학융합전공 복수학위(또는 트랙이수) 부여
- 하림그룹 계열사 취업

기타 - 하림그룹 캠프 참여        - 하림장학생 인증 수여
- 하림그룹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비교과 프로그램, 연수 등)

[ 하림산학융합전공 ]

새로운 시대 맞춤형 인재, 수퍼스타를 위한 혁신적 융합교육시스템

연계.융합전공 이수로 복수학위(주전공 학위 + 연계.융합전공 학위) 취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