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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설: 전주대학교 본관 옆 철쭉길의 항공 촬영 사진이다. (대외협력홍보실)

전주대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 제도
를 운영한다. 비대면 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
회는 학생 대표 10명, 교수와 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달 13일 이들을 위촉하
고 16일 첫 회의를 가져, 비대면 수업에 따
른 현장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했다.

회의 내용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여 강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회의에선 총학생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비대면 수업 전반에 관한 학생
들의 민원사항을 메인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민원으로는 소리의 크기나 잡음 문

제, 강의의 구성이나 운영 문제, 지나치게 많
거나 심화된 과제 부여, 부여된 강의시간 미
준수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온라인 강의 우수
사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우수사례로는 영미언어문화학과 황요한 교

수가 선정되었다. 황 교수는 학생들의 의견
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
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에 문제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 우수사례는 모든 교수
와 공유해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
획이다. 
한편, 비대면 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는

등교 시까지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는 전 회의 안건에 대한 피드백과 총학
생회의 의견 제시, 토의 등으로 이뤄질 예정
이다. 

김지은 편집장(jieun@jj.ac.kr)

온라인 강의 학사모니터링 실시
‘비대면 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 위촉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팀이 세
계 최초로 4G/5G LTE 통신망 재난드론 상
용화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5G
가 상용화된 지 만 1년 만의 성과로, 이로써
드론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로 재난드론 상용
화를 달성하게 됐다.
이 드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기

가코리아사업단의 재난안전 서비스개발 연구
성과로, 기존 WiFi 주파수 통신을 사용하는
일반 드론과는 달리 기가재난드론은 4G/5G

통신망을 이용하는 조종거리의 제한이 없어
드론 간 충돌 위험성이 낮고 고품질의 영상 전
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기가재난드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태백시 재난안전 분야 현장에 적용된다.
4G 통신보다 20배 이상 속도가 빠른 5G

LTE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가재난드론은 서
울에서도 태백시의 재난드론을 조종할 수 있
다. WiFi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존 드론이 최
대 2.5km 반경 이내에서만 조종 가능했던 것

보다 크게 향상된 기량이다.
기가재난드론은 실시간으로 고품질 영상을

전송하고 음성정보를 드론 스피커를 통해 전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도 위에 경로를 표시하
는 것만으로도 비행할 수 있어 조종자 한 사람
이 한 대의 태블릿 노트북으로 여러 대의 드론
을 조작할 수 있으며, 장애물 회피기능이 탑재
되어 드론 조종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
상되었다. 
김동현 교수는 “아직 세계적으로 드론 전용

5G LTE 모듈이 제품화되지 않아 5G LTE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4G/5G LTE
겸용 비행컨트롤 및 영상전송시스템은 언제든

5G 모듈 교체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가재난드론은 우선 4G/5G

LTE 환경에서 드론제어와 임무 역할을 수행
하는 3단계 수준의 무인비행체를 상용화했다.
앞으로 5G 상용모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면 첫 명령만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5단
계 무인드론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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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교수팀, 세계 최초 4G/5G LTE 재난드론 상용화 성공
‘기가재난드론’ 강원도 태백시 재난안전 분야 현장에 적용 ‘재난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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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주대는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2016년부터 4년간 239명이 참여해, 창업
77건, 시제품 제작 지원 104건, 투자연계
27건(18억 7천만 원)을 달성하며 다수의 기
술창업기업 및 연구기업을 육성해 왔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
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아이템을 검
증해 유망기술 창업자 및 연구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초기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주대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할 예
정이다. 또한 전북엔절투자클럽의 투자연계와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통한 판로개척 세미나,
국내 전시회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도 연계하여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은 전북

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2020년 4월 1일 이
후 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중이며 문의는 전
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063-220-
2840)으로 하면 된다.

지난 3일, 전주대 체육부가 제2캠퍼스에서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헌혈자가 급감했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나타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권장 혈액보유량
은 5일분이지만,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면
서 2일에서 3일분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과 혈액 수급난을 극
복하기 위해 전주대 축구부, 레슬링부, 씨름부
등 체육부 학생 10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 운동은 전라북도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하루에 걸쳐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축구부 진세화 학생(1학년)은
"사람들이 접촉을 줄이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
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학생취업처장 홍성덕 교수는 "체육부 학생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체 헌혈 행사를 준비했
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지
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5년 연속 선정

전주대박물관(관장 김건우)이 2020년 ‘대학
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
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사)한국

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시·교육 연
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전국 100개 대학박물관 회원관 중 17개 대

학이 선정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전주대박물
관이 유일하다. 
전주대박물관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한국전
쟁 70주년 계기, 기억 속에 잊혀 가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좌·우 대
립이 아닌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특별전을 연다.
‘70년 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
란 주제로 2019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
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진
과 출토 유품 등을 전시하고, 국방부·전쟁기
념관·충북대학교 등 다른 기관들의 유물 및

자료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 듣는 토크콘서
트, 전문가들에게 듣는 유해 발굴 전문 강좌,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전주지역 답사와 입
체 지형도 채색하기, 한반도 네임텍 만들기 등
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전시는 9월~10월에 전주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
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전북의 초·
중등학생, 문화적 소외계층, 특수학교, 지역주
민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
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올해는 한국전쟁 70

주년이 되는 해로 피 묻힌 역사에 희생된 분들
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향후 우리에게 남은 과
제로 민간인 학살 현황과 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전시를 마련했다. 전쟁의 비극
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교훈으로 삼아 좌·
우 대립이 아닌 하나로 포용하며 화해하는 시
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전주대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지난 8일, 전주의 외식업체 이중본(대표 김
연님)이 전주대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 원
을 내어놓았다.
이중본은 지난 2004년부터 약 20회에 걸
쳐 전주대에 발전기금 3,400여만 원을 기탁
해왔다.
이중본 이충재 기획실장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기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자 했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매년 꾸준히 학교를

위해 기부해 오시는 나눔의 손길에서 선한 진
심이 느껴진다. 전주대 발전과 학생 학업 증진
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중본은 지난달 24일 전주시에도 이
웃돕기 성금 2,004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
을 계속하고 있다. 

전주 외식업체 이중본, 전주대에 1,000만 원 기부

전주대 체육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 동참

전주대가 지난 2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박
진상 병원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기탁받았
다.
박진상 병원장은 500만 원을 초막교회 건
축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기탁했는데, 그
의 기부금이 사용될 초막교회는 전주대 캠퍼
스 내에 건축되는 5평 규모의 예배당이다. 
건축기금 전달식은 전주대 대학 본관에서 진

행되었으며,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효사랑전
주요양병원 박진상 병원장, 한국감성리더시낭
송협회 이형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박진상 병원장은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ㆍ
경영활동을 해오면서 전주대와도 많은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고 있다. 초막교회가 기독교 이
념을 되새기고, 꼭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추억을 쌓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공간
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박진상 병원장께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좋은 일들을
해 오신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아
낌없이 내어주신 건축기금으로 지역민이 휴식
을 취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초막교회는 올해 말 완공될 예

정이다.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전주대에 초막교회 
건축기금 500만 원 전달

전주대가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연장 시행하고 있
다. 
앞서 전주대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지속

되자 개강을 2주 미루고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
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학생-교직
원으로 구성된 대책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대
응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강의를 5월초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
다.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후속조치들도 진행된다. 전주
대는 구글 MEET 등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
폼을 활용한 쌍방향 강의를 확대하고, 2~3
명 단위 소규모 실습ㆍ실험 수업 방안도 마
련할 예정이다. 
전주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 서버 증축,
학내 방역 시스템 구축, 온라인 강의 질 개선
등 전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학생회와 소통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연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최
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
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 연장 시행 중 2020년 1학기 전 교과목 성적 절대평가 결정
전주대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모든

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
로 결정했다. 
앞서 전주대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지속

되자 지난달 23일 온라인 개강 후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
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대는 절대평가 시행을 통해 중간고사 전

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지은 편집장(jieun@jj.ac.kr)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편집장(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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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020년 4월 22일(수) 9:00~18:00 사이 전주대학교 inSTAR 페이지에서 문화관광대학 학생만 투표 가능한 문화관광대학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후보자로는 MOONLIGHT와 PACE 두 선거본부에서 출마했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페이스북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재호야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재호야, 싸강 듣고 있어?
교수님들이 과제 많이 내주셨어.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있니? 개학 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방학이야?

으음...곤히 자고있는데
왜 깨우고 그래?

내일까지 과제?

뭐?! 나 한개도
안 들었는데!
과제가 있어?!

..이럴 줄 알았어.
사이버 강의지만

똑같이 점수 들어가니까
미루지 말고 들어

그래야 겠어...
강의도 과제도 밀리니까
너무 힘들어..사이버강의

만만히 보지 말자!

사이버강의

●선거하는 방법
4월 22일(수) 9:00~18:00 사이 전주대학교 inSTAR 사이트를 방문 → 
로그인 후 대학생활 탭 클릭 → 문화관광대학 보궐선거 클릭 → 투표 탭 클릭 
※투표 선택 후 스마트폰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친 후 투표 가능 

●유세 관련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게시한 글과 4월 16일 ~ 4월 22일 동안 전주대학교 inSTAR에서 확인
가능한 글 이외의 공약 유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과의 단톡방, 오픈
채팅방, 페이스북 유세, 에브리 타임 유세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타 후보에
대한 비방, 전·현직 학생회 비방, 허위사실 유포, 오프라인 유세 등의 행위도 금지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참고로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니 많은 제보 바란다. 

2020년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보궐선거

 

 

투표하기





너랑 나랑 Super Star

휴게공간 개설

#PACE_2020

주차라인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시험 기간 강의실 야간개방 및 야식 이벤트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문화관광대학!
전주대학교만의 특별한 장학제도 ‘STAR-T’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과
대외활동 등으로 경험과 보상을 얻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학포인트를 쌓아 문화관광대학의 수퍼스타가 되는 길,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휴게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대학이 정/후문으로부터 가깝지는 않은 거리여서 공강 시간에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단과대학 앞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진로에 관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 PACE와 함께 도전해 보시겠어요?
토익이나 자격증 혹은 현장답사, 공모전 참가 등 팀별로 다양하고 특별한 주제 
(해시태그 #)를 선정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꿈을 향한 발자국, PACE 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학우님의 안전은 PACE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동 자전거의 활성화로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학우분들이 생겼습니다. 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바이크ZONE'을 만들고 추가로 노후화된 주차라인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관 앞 삼거리에 속도 안전 표지판과 건물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학우 여러분의 안전에 힘쓰고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시험 기간 종합선물세트!
공부는 해야 하고 도서관은 자리가 없어 불편하셨던 학우분들을 위해
지역혁신관 3층 공용 강의실을 야간 개방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시험 기간 가로등을 연등하여 안전에 힘쓰며
마지막으로 야식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우분들의 열정을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대학 체육시설 개선
-쓰레기장 개수대 설치
-물품 보관 서비스
-예비군 아침 사업
-몰래카메라 탐지 및 비상벨 설치
-대여 물품 확충 및 뷰티존 설치
-여성용품 및 상비약 다양화
-프린터 사업 개선
-문화관광대학 제휴업체 활성화

-Pace day (문화관광대학 축제)
-문화관광대학 체육대회
-제1회 39제 (농구·족구·피구)
-Face한 플리마켓
-Pace 북 존

-게시판 활성화 & 월별 일정표 설치
-예산 투명화 및 사업 결산 내용 게시
-학과별 간담회
-문화관광대학 홍보 매체의 다양화
-복/전/편입생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개설
-각종 SNS 이벤트

-장학금 제도 자료집 및 Q&A
-월별 취업 & 공모전 달력
-외국인 멘토링
-대외활동 홍보사업
-맞춤형 취업특강
-어서 와 문광은 처음이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맛남의 광장 
학우 여러분께서 식사와 휴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MOONLIGHT마켓
문화관광대학 연합 플리마켓 팀을 구성하여
일정 기간 혹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합으로 플리마켓 장터를 열겠습니다.

학교시설, MOON제 없지!
방충망 수리 및 보수, 계단 미끄럼 방지, 쓰레기장 개수대 설치, 화장실개선

벌레 차단을 위한 방충망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하고
각 층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며

음식물 쓰레기장에는 개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물비누와 방향제를 설치하여 청결에 힘쓰겠습니다.

CLEAN SMOKING ZONE 
현재 지저분하여 있기 불편한 흡연 구역을 개선하여

흡연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며,
비흡연자분들 또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험기간, MOON제 없지!
야간매점 & 가로등 시간연장

시험 기간에 야간매점 & 가로등 시간 연장으로
학우 여러분의 시험을 응원하겠습니다.

학과별 간담회 실시

체육시설 보수

문광대 멋쟁이

오프라인 월간 알림이

뷰티존 활성화

택배 대리 수령

대여사업 확장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린트 사업 확장

몰래카메라 단속 실시

소방 안전 관리 진행

소통을 위한
학과별 간담회 실시

망가지고 노후된
농구장, 족구장 시설을

전체적 보수 진행

SNS 이벤트로 
패션 콘테스트 진행

SNS뿐만 아니라 
해치라운지 TV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홍보진행

드라이기, 헤어스프레이, 빗, 고데기,
구두약, 면봉, 헤어롤 등 뷰티존 활성화 진행

분실 위험 방지를 위한
택배 대리 수령 실시 및
무인 택배함 설치 진행

우산, 충전기, 고데기, 담요,
핫팩, 목 베개, 족구대, 마스크, 일회용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등 대여 및 제공 실시

인쇄 및 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린트 사업 확장 실시

완산경찰서와 협업하여
몰래카메라 단속 분기별 실시

문화관광대학 학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리 진행

▲PACE 선거본부 후보자 공약 

▲MOONLIGHT 선거본부 후보자 공약

●PACE, MOONLIGHT 각 후보의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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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

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하다. 벚꽃도 만개하고 초
록에 바탕을 둔 화사한 봄 경치가 그립지만 이를 충분히 즐
기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희망에 부풀었
던 신입생들에게는 더욱더 황망할 것이다. 선배도, 캠퍼스
낭만도, 교수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 모
든 것이 다 코로나19 때문이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
나고 싶고, 교수님들 강의도 고등학교 때 까지의 것과 비교
하면서 들어보고 싶고, 동아리도 경험도 해보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배부른 불평일 수 있다. 경제활
동을 해서 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거
리두기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주위의 음식점들도, 카
페도, PC방들도 다 장사가 안 되서 죽겠다고 난리이니 말
이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금 푼다고 하지만 이것
은 사실 조족지혈이고 임시방편이다. 각 국가들은 국경을
틀어막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제화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제적 확
장은 더 치명적이다.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중국, 인
도의 부품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도
함께 가동을 멈추는 상황이다. 비즈니스맨들이 해외여행을
맘 놓고 하지 못하니 수출시장도 수입시장도 다 차단되어
버렸다.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는가. 4월 15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맞고
있는 가장 큰 사태이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
제 참사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1년 동안 9조 달러, 우리 돈
으로 1경 9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 1년 예산의 20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사람 간 물
리적 거리두기(봉쇄) 때문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2% 미

만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경제 폭망이라고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2%로 전망된다고 하니
패닉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더 해서 –6.1% 성장 전망이라
고 하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3%가 될 것이라고 하니 그 나
마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코로나19를 예방하
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이다. 

WHO의 대응
WHO는 보건분야의 유엔전문기구로 국제보건과 무역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국제기구
이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동 전염병의 보건학적 위
험성과 동시에 경제적 위험성을 함께 고민했다. 동 기구는
2005년 채택돤 국제보건규칙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에 관
한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감염병
사례가 발생한 국가는 발생 사실을 WHO에 보고하여야 하
고, WHO는 이 발생국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제
공 가능한 정보를 회원국들에 전달한다. 또한 감염병의 전
세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진단백신 및 치료를 위한 연구 개
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WHO내 설치된 긴급위원회
의 조언을 받아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당사국
들과 국제사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WHO는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팬데믹' ; pan-
demic)’를 선포했다. 펜데믹이란 감염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하여 세계적 유행이 되었을 때 WHO가 하는
선언이다. WHO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
루' 발생시 펜데믹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펜데믹 선
언은 WHO헌장은 물론 2005년 국제보건규칙 등 WHO
관련 문헌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거 감염병
의 세계적 유행 사례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경각심을 촉구
하기 위해 선언했던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번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금년 1월 30일에 이미 감염병
6단계 위험등급 중 최고 경고 등급을 선포한 바 있고, 3월
11일에는 다시 펜데믹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WHO
는 금년 1월은 물론이고 3월 펜데믹을 선포할 당시에도 사
실 펜데믹 선언을 망설였다. 그 이유는 펜데믹 선언이 세계
시민들에게 오히려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켜 국제경
제는 물론 세계 보건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을 우
려했기 때문이었다. 즉 과도한 공포가 과도하게 세계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가 걱정한 것이다. 그래서 WHO는 금년
1월 말 감염병 최고등급을 선언하면서도, 3월 펜데믹을 선
언하면서도 각 회원국들에게 “개인의 해외여행과 무역의 제
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즉 감염병
의 전파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과도한 개인들의 해외 여행
제한이 가져올 세계 경제체재의 나쁜 영향을 경계했던 것
이다. WHO의 이러한 고민과 우려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경제문제도 감염병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강제 아닌 강제적 권고
WHO는 금년 1월 30일 최고등급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

황 선포와 함께 임시권고조치(temporary recommen-
dations)를 발표하였다. 이 임시권고조치에서 분명히 ‘여
행 및 무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이
것이 여행 및 무역에 대한 제한을 하지 말라는 권고는 아니
다. 또한 이 권고조치는 글자 그대로 권고조치이므로 각 국
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WHO
의 바램은 가능한 한 개인의 입출국과 무역에 대한 제한을
안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
러나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코로나 발생 초기인 금년 2월 중국인과 중국
여행자들의 입국 금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는 143
여개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입국자 모두에
대하여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함으로서 단기여행자의 입
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입국제한은 국제법상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인권법도 외국인의 입국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인 외국인의 입국금지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효

과적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각 국가의 처해
진 지리적, 경제적 상황, 각 국가의 방역 및 의료 시스템,
전염병 유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무역
및 여행제한 조치는 경제적 이해 당사국들에게 경제적 피
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국이 의도적으로 감염
병 관련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며,
경제주체들에게 제한조치를 비공식 루트로 우회하려는 노
력을 야기 시킴으로서 오히려 전염병을 통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WHO는 전염병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각 국
가가 취해야 하는 외국인이나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조치의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회원국들의 의
료 및 공중보건 역량 등에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의료시스템 내지는 검역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입국의 자유 보장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금년 1월 초 중국이 WHO에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보고를 한 이후 WHO와 호흡을 잘 맞추어 오
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WHO의 권고와 한국의 조치가 일
치하고 개인들의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 하면
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보건적 차원에
서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감염 차단의 차원을
넘어 국제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 까지도 최소화하는 조
치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피해
WHO의 입장과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의 기본 정신은 감염병의 차단과 동시에 경제, 사회활
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시적으로 방
역 쪽에 비중이 좀 더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회
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력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전염병 차단에 역효가를 초
래할 수도 있다. 인도에서는 직장 폐쇄에 대항하여 일용직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고
향으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염
병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기도 하였다. 한편  의학자들은 앞
으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은 더 많이, 더 자주 발
생할 것이라고도 한다. 

생활 방역의 전환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와 함께 살

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바이러스 전염을 막
으면서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한 방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 일일 발생건수가 50인 미만인

지금, 감염 경로 차단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던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에서, 경제활동의 유지 쪽으로 조금 비중을 옮
기는 ‘생활방역’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다. 즉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무증상전파’와 ‘완
치 후 재양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으로
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작지 않다. 그러나 용어
의 개념정의와 상관없이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가능케 해
야 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앞으로 자주 경험
하게 될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의 예상과 맞물려 꼭 검
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WHO의 입장이기도 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회원국들
간, 필요한 상호 흐름(교류) 유지 및 장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을 촉구하였다. 즉 코로나19 전염병 차단
을 목적으로 한 봉쇄(사회적 거리두기의 국제화) 보다는 상
호 교류와 기업인들의 출입국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하루 수 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
의 국가들도, 미국도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를 부
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 노멀 시스템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수적인 인간 간 사회적 교류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지
연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
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
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시스
템, 뉴 노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가능한 한 ‘비대면’ 또는 비말에 의한
호흡기 감염 방지가 가능한 사회생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혁명, 4차 산업혁명 등의 도움
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인터넷강의도 이러한 뉴 노멀 시스템중 하나
가 될 것이다. 요즈음 바둑도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 마우스를 움직여 대국하는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 또한 뉴 노멀 생활방역 시스템이다. 그 이외에도 관광,
외식, 공연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뉴 노멀 생활방역 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월 15일에 실시되었던 우리나라
선거를 세계가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뉴 노멀 선거 제도의 가능성 여부인 것이다. 학교도, 직장
도, 교회도, 각종 지역사회도 호흡기 전염을 방지하면서 사
회생활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개발해 나아
가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거나 게을러지지 말고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을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서 허송세
월 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주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하면서 생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신용호 교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마마스스크크를를  쓰쓰고고  달달리리자자마스크를 쓰고 달리자



5사회제898호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코로나19와 심리적 변화
최근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염병이 얼마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위기상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당
연히 해오던 각종 사회활동과 경제적 활동 등 모든 활동이
올 스톱되는 것은 물론이고 2020년 4월 21일 현재 세계
적으로 약 2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 약 16만 명
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약 1만 명의 사람이 확진, 약 200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심리적 충격과 공포상
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수준을 현실

적, 신경증적, 실존적 수준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현실
적 공포와 불안은 정상적인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위험
과 위협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증적 공포와 불
안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매우 주관적이고 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생각과 판단, 행동하는 것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대처이다. 이 경우 적절한 대
화와 소통,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처를
하게 할 필요가 크다. 실존적 수준의 공포와 불안은 인간이
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음
에 대한 공포, 상실에 대한 불안 등은 누구나 느낄 수 있으
며, 이는 삶에 대한 관조, 철학적 사고와 대처, 종교와 예술
활동, 건강한 사회관계와 활동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

한 국민 마음건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얻자,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자,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
아들이자,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자, 7) 가
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자, 8) 규칙적인 생활을 하
자,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갖자, 10)
서로를 응원하자 등 10가지이다. 또한 한국상담학회나 한
국심리학회 등 심리상담 관련 전문단체와 학회에서도 코로
나블루(코로나 우울증) 등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파
생된 심리사회적 박탈감, 우울과 불안 등에 대해 여럭지 심
리상담적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신건강이나 심리상
담 전문가들의 견해는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에 대해 현
실적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대비와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현실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상황과 주변 사람에 의해 인간의 인
지, 정서와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 심리학
의 한 분야이다. 특히 사회심리학의 한 분파인 군중심리학
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어 불특정 개인들로 구성되
는 군중의 경우, 개인의 인격이나 도덕성보다는 전체 군중
이라는 또 다른 실체가 형성되어 매우 위험하고 독특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군중이 한번 형성되면, 그 군중을 형
성하는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과 상관없이 피암시성, 충동성
(변이성), 과장성(단순성), 편향성 등이 강해지게 되어 약간
의 잘못된 정보나 선동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과 혼란에 빠
질 수 있다. 군중을 의미하는 ‘Mob’은 폭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국의 인종차별과 갈등, 유럽의 축구 광팬인 훌리
건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정부나 지자
체, 각종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정확
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매우 필
요하고 중요한 조치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 질병의 특성상 전염성과 치명성이 매우 강해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지양하고 마
스크와 손세척 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서 상당히 근거 있
고 과학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전체 사회와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잘 따라가
고 순응해 주면 특별히 강조하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건전

한 집단압력이 생겨 순응하게 돼, 굳이 강압적이고 법적인
복종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므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순식간에 많
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아 정책적 실패를 하기 쉽
다.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 중의 하나인 애쉬(Asch)의 실
험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일치해서 한 가지 견해를 유지하
면 그 영향력은 여러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주지만, 한
사람이라도 틀린 견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이탈자나 비동
조자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위기의 지속과 심리적인 대처법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학 공동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까? 앞서 정신건강이나 심
리상담 전문가들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정확한 정보와 비전을 제
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소통하고 단합하여 함께 헤쳐 나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도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필자가 어떤 정답이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우
리 대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
민해야 할 점이 이런 것들이 아닌지 제시하고 싶다.    
첫째,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와 책임지기의 마음가짐

이 필요한 것 같다. 보통 위기나 재난상황에서는 재난과 사
고도 문제이지만, 준비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
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그 집단이나 조직의 능력이나 대처자원이 매우 감소하
거나 낭비되기 쉽다.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위기의 순간
이 오면 잘잘못에 집착하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책
임을 지고, 힘을 합쳐 난관에 대처하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
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둘째, 심리적, 생활적,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원래 안정화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극단적인 외상 경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될 때까
지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개
발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생활도 조금 단순하게 하
고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렇게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기 쉬워,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의 인지적 대처, 정서·사회적 대처,
과각성 감소와 이완,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인지적 대처는 생각을 더욱 넓고 유연하게 갖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현실적 인지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현재
의 위기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 어려
운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동
안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서 소홀히 했던 어떤 일이나 노
력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해가면서 조금씩 실
천해 나가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서·사회적 대처는 음악이나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을 통해 본인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발산시키고 대처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주변 동료나 친지들 등 인간관계를 통해 솔
직한 대화와 격려 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지지해 주고 도와
주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
고 좋은 조언도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 노
력이 중요하다. 
과각성 감소와 이완은 심리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음 챙
김 등의 명상법이나 이완법 이외에도 생활에서 과로나 피
로를 줄이고, 좋은 음악이나 산책, 취미생활 등을 통한 몰
입의 경험을 통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칙센미하히(Mihaly Csikszentmihalyi)는 “몰
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다.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
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약간의
잡념이나 빈틈없이 집중하고 몰입해서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 신체적 건
강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몰입의 효과는

각종 취미생활과 전문적인 활동은 물론 종교적인 묵상과 기
도,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과 노력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변화는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인지적, 정서·사회적 대
처, 과각성 감소와 이완 등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3가
지 노력들을 충분히 한 이후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정신분석이
론에서 과거의 사건이나 역동을 강조하는 Freud에 반해,
Jung은 목적론을 강조했다. 과거의 사건이나 영향도 중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미래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갖게 됐는지 해석이 돼야 그 목적을 알 수 있고 심리치료적
효과도 크다고 했다. 또한 Adler는 허구적 목적론을 강조
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비전이나 계획은 모두
허구나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특히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
이 열악할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좌절에 굴하지 않
고 끊임없이 꿈을 갖고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점
진적이고 미미하지만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때, 언젠가
그 꿈과 비전이 허구적인 것에서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을 갖고
부단히 어려움을 견디며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인간적 공감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 등을 공유하고 교
류하는 과정과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위기상황일수
록 소통이 보다 빈번히, 명확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또
한, 이 과정에서 소통을 통한 결과나 효율성보다는 과정적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나 효율성 위주의
소통은 자칫 분노와 비난을 가져오기 쉽지만, 과정적 결과
위주의 소통은 상호 협력과 보완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
다. 또한, 소통을 촉진하려면 심리학적 기술이나 대화법 못
지않게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인간적 공감이 매
우 중요하다. 서로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고 대화하
는 자세가 모든 소통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식 전환의 필요성

올해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공포가 약 2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확진자도
10명 아래로 줄어들어 조금 해이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
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감소하고 안심되기까지는 1~2
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도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인류의
역사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그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헤쳐나가느냐 하
는 것이 조직이나 사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에만 의
지하기 쉬워 새로운 방안이나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한다
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토인비의 역사와
위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김명식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코코로로나나1199가가  우우리리  사사회회의의  정정신신건건강강에에
미미치치는는  심리적 영향과과 대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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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실천하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이례 없는 대학의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강의를 듣
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밖에서 운
동하기도 쉽지 않다. 집에만 있으니 몸은 찌뿌둥하고 공부 외에 재
밌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최근 SNS에서  달고나
커피가 크게 유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진 우리는 정신
차려보니 400번을 젓고 있었다고 한다. 저번 호에서 추천해준 영화
를 보면서 먹을만한, 카페에서나 팔 것 같은 커피와 디저트를 간단
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직접 만들면서 뿌듯함도 느
끼고, 당 보충을 하며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학점도 올리길 바란다. 지
금부터 우리 집에서 오픈하는 나만의 홈 카페 메뉴들을 소개한다.
(장소제공:비레레)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1. 믹서기에 얼음 6~7조각을 넣어준다. 
2. 얼음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우유를 부어준다. 
3.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5~6번(아이스크림은 더 넣어도 된다) 넣어준다. 
4. 죠리퐁을 종이컵에 가득 담아서 2번 정도 부어준다. 
5. 모든 재료를 한 번에 갈아준 후, 컵에 2/3 분량 정도만 따라준다. 남은 공간에 죠리퐁을 넣어준다.
6.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달함과 죠리퐁의 고소한 맛이 만나 아주 맛있는 미숫가루 맛이 난다. 과자로만 먹던 죠리퐁의 새로운 변화. 

재료 : 죠리퐁, 우유, 얼음,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1. 카스텔라의 갈색 부분을 제거해 준 후, 나머지 부분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잘라준다. (카스텔라의 모양은 그릇에 맞춰 잘라준다)
2. 블랙커피 3포를 뜨거운 물에 녹여준다. (뜨거운 물은 종이컵 기준 2/3가량)
3. 마스카포네 치즈 200g에 설탕 3스푼을 넣고, 덩어리 없이 풀어준다. 

크림의 농도가 적당히 되직해지도록 생크림 200g을 넣고 살살 섞어준다. 
4. 깊이가 있는 그릇 또는 글라스락에 카스텔라를 넣고 커피를 바르듯이 적셔준다. 
5. 커피를 적신 카스텔라 위에 만들어 놓은 크림을 숟가락으로 두툼하게 올려준다.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카스텔라와 커피 원액, 크림을 교차로 쌓아준다. 
6. 완성된 티라미수를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 숙성 후, 코코아 파우더를 체로 쳐서 뿌려준다. 

커피를 먹은 카스텔라는 촉촉하면서 블랙커피의 쌉싸름한 맛과 마스카포네의 부드러운 치즈 맛이 섞이면서 훌륭해진다. 
영화를 보면서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기에 딱 좋은 맛이다. 

재료 : 카스텔라 2개, 마스카포네 
치즈 또는 크림치즈, 생크림, 

설탕 3스푼, 블랙커피 3포, 코코아 파우더

1. 오레오의 쿠키와 크림 샌드를 분리해준다. 장식용 오레오를 2개 정도 남겨준다.
2. 큰 볼에 크림 샌드와 크림치즈 200g을 넣고 주걱으로 덩어리를 풀어준다. 그 다음 준비한 설탕을 넣고 섞어준다.
3. 생크림 200g을 크림치즈와 섞어준다. 맛을 보고, 크림이 덩어리지거나 잘 섞였는지 확인한다.
4. 깊이가 있는 용기에 오레오 쿠키를 깔아준다. 그 다음, 완성된 크림치즈를 얇게 펴 발라준다. 

크림 위에 다시 쿠키, 크림을 반복적으로 올려준다.
5. 원하는 높이가 되면 냉장고에서 4시간 숙성시켜준다. 남겨둔 오레오 2개를 부숴 장식해준다.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파는 것 같은 오레오 아이스박스가 완성된다. 냉장고에서 숙성된 오레오 쿠키가 촉촉하면서 달콤한 
크림치즈와 어우러져 한 입만 먹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맛이다. 친구에게도 선물하기 좋다.

재료 : 오레오 2팩, 마스카포네 치즈 또는 
크림치즈, 생크림, 설탕 3~5스푼

라떼는 말이야~ 죠리퐁 라떼

투썸공간 오레오부스러기케익

소개팅에서 못 먹는 티라미수, 집에서 만들어 먹수

집콕



7문화제898호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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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수)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8.

7. 7.

8.

축하드립니다! [897호 퀴즈 정답자 5인]

1. 고명성 (토목환경공학과)   2. 고은지 (행정학과)   
3. 배수연 (호텔경영학과) 4. 오가은 (행정학과)
5. 정승리 (경기지도학과) 6. 최유진 (사회복지학과)
7. 강은비 (시각디자인학과) 8. 곽소라 (운동처방학과)
9. 서가은 (시각디자인학과) 10. 최예림 (보건관리학과) 

가 로 세 로

1)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비세포성 생물.

2)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만들어,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의 금액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종류의 회사.

3)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이르는 말.
4)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5)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지키기 위하여 배치된 군대.
6) 모양 없이 아무렇게나 쓴 글씨 혹은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7) 경기도 파주시의 군사 분계선에 있는 마을.
8)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으로 사회적 ○○○○ 
캠페인이라고 불린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고 불리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

2) 전주대학교에 위치한 건물로 2011년 개관. 강의실, 
푸드 코트, 서점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물.

3) 자주성이 없어 세력이 강대한 자에게 붙어 자기의 
존립을 유지하는 경향.

4) 대한민국 외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5) 나라를 위한 일에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이바지하려는

높은 뜻을 가진 사람 혹은 애국자의 북한어를 뜻하는 명사.
6) 돈을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기계.
7) 막대그래프라고 불리며 도수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8)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확립한 이론. 인간의 
요구는 생리적 요구, 안전요구, 사회적 요구, 존경요구,
자아실현요구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

지난 
897호
(2020년

4월 1일

발행)

퀴즈 
정답

가 로 세 로
1. 식이섬유 1. 깨진창문이론 

2. 문화통치 2. 치안본부

3. 성냥갑 3. 지성감천

4. 텔로미어 4. 어불성설

5. 상평통보 5. 탑골공원

6. 세계보건기구  6. 인플루언서

7. 골다공증 7. 골품제도

8. 이기주의 8. 보이콧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는 세균이 감염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핸드폰을 만지거나 문을 열 거나 무언가를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손은 청결의 1순위다. 
외출 후 30초 이상 손 씻기는 필수이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비누를 내가 좋아하는 향을 첨가하여 만들어보자.

1. 비누 베이스 500g을 최대한 작게 조각낸다.
2. 조각낸 비누 베이스를 두꺼운 종이컵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30초 간격으로 녹인다. 

이때 비누 베이스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넘쳐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3. 녹인 비누 베이스 종이컵 반 컵 분량에 녹차(또는 카카오) 분말을 넣어 천천히 저어준다. 
너무 빠르게 저으면 기포가 생기니 천천히 저으면서 위로 떠 오른 덩어리를 최대한 으깨어 뭉치지 않게 해야한다. 

4. 분말을 섞은 액체를 나머지 녹인 비누 베이스 액체와 섞어준다. 레몬 에센셜 오일 2~3ml(약 30방울),  
비타민 E, 1/2 ts, 히아루론산 2 ts를 넣고 잘 섞어준다.

5. 몰드에 준비된 재료를 부어준다(작은 채 망을 이용해 거르면서 부어주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이나 
굵은 재료 덩어리들을 걸러낼 수 있다). 

6. 비누액 위로 공기 방울이 떠 오르는데 이때 에탄올 스프레이를 두세 번 뿌리면 공기 방울이 사라진다. 
단,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누액이 굳기 때문에 비누 액을 붇고 바로 뿌려야 한다. 

7. 비누액이 굳을 수 있도록 약 20분간 서늘한 곳에 둔다. 20분 뒤, 냉동실에서 10분가량 굳혀준다
(냉동실에 너무 오래 넣어두면 온도 차로 인해 비누 표면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한다). 
단단히 굳은 비누를 몰드에서 빼 낸다. 완성된 비누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장기간 보관 시 비누를 랩으로 감싸준다.

녹차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살균 및 트러블 예방과 치료에 탁월해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에 위험한 시기에 사용하기 적절하다. 레몬 에센셜 오일이 첨가되어 나는 은은한 레몬 향기가
자꾸만 손을 킁킁거리게 만든다.

재료가 많고 만드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만들어보니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터넷에서 비누 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니 이번 기회에 내가 만든 비누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재료 : 비누 베이스, 녹차나 카카오 분말, 비타민 E, 
히아루론산 1%, 피마자 오일, 레몬 에센셜오일, 몰드, 

나무 막대, 에탄올 스프레이(생략 가능)

사회적 향기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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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제47대 FLOW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석민, 부총학생회장 송지수

[메인 공약]
- 진행중: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사회봉사 시스템 확대/학우
여러분과 같이 만드는 공약 
- 등교 후 진행: Tonight, To-
gether/제1회 JJ워터밤 축제 개최

[세부 공약]
진행함: 총학생회 외부 게시판 설
치/전학 대회 월별 실시 및 보강/
공개토론회 소통게시판 설치/화
장실 물비누 설치/물품 대여사업
/의약 구급함 구비/학생회실 택배
서비스 

진행중: 가로등 점진적 설치/국토 대장정/농촌봉사활동/스탠딩 책상 구비/
화장실 환경 개선/전주대학교 백과사전/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야외 강의
실 설치 문의/CCTV 추가 설치/장학금 확대 
잠정 연기: 단과대학 연합행사 추진/스포츠 경기 시즌권 대여/JJ체전/토크
콘서트/심야극장/한 학기 뒤의 나에게 편지 
등교 후 진행: 찾아가는 소통 서비스/휴게실 및 취식 공간 확보/단과대학 분
리수거함 설치/미화경비 선생님 복지/중고장터 개최/기념일 이벤트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직접 만나 뵐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아
쉽고 힘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
리 두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등교가 미뤄지고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지만 등교 후에는 더 좋은 행사를 진행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 수용하여 학교에 건의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만
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인문대학 
제16대 소확행 인문대학 학생회장 이 환, 부학생회장 고광철 

[메인 공약]
진행함: 진리관 치안 개선, 학술실
편의물품 설치, 판매사업 확대, 에
어컨 필터 청소, 진리관 내 시설물
관리 적극 실천, 택배사업, 지폐교
환 복지사업(인문ATM), 프린트 복
지사업, 질문게시판 설치, 제휴업
체 홍보 강화

등교 후 진행: 자판기 카드리더기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찾아가는 간식이벤트, 우유급식,
월간인문지, 자전거거치대 설치,
진리관 벤치 파라솔 설치, 진리관

좌우 출입문 개방시간 연장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소확행 인문대학 학생회가 1학기 동안 추구하는 방향은 학생 분
들의 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는 상황이지만, 학생 여
러분이 등교하고 난 후 즉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
지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리관 내의 CCTV는 20대 정도 늘
렸으며 1층부터 5층까지 여자화장실 각 칸에 선반 설치와 비상벨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술실마다 휴지나 방향제 같은 편의물
품들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판매사업의 경우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이용을 못하였는데 저희 소확행 학생회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인문대학 학우 여러분께 있어 납부자와 미납부자에
게 차이는 있되 차별은 하지말자."라는 슬로건으로 가격에 차이는
있으나 인문대학 학생 모두가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

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10가지의 공약을 달성해 5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회는 청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학생회비나 학회비 사용 후 전부 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확행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    공과대학
제16대 THE BEST 공과대학 학생회장 윤승호, 부학생회장 유진실 

[메인 공약]
진행함: 공과대학 서포터즈 확대
(‘LINC+’ 사업단 및 ‘HATCH’ 서포
터즈)/공과대학 문화 소모임 지원
등교 후 진행: 공과대학 올림픽
개최/해동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
/NCS 직무역량 강화 캠프 실시 

[세부 공약]
진행함: 취업, 창업 동아리 개설/
미화 어머니 쉼터 개선/학과별 중
고책 바자회/무료 프린팅 사업/
택배수령 서비스/학생물품 대여
사업 확대/공과대학 사물함 보완 
등교 후 진행: 시험기간 학용품

이벤트/분기별 행사보고/시험기간 간식 이벤트/계절별 복지물품 지원/시험
기간 야간 편의점 운영/시험기간 야간 택시/자판기 카드리더기 설치/기념일
이벤트/성년의 날 이벤트/한가위 이벤트/V-Log 대회/화장실 불편사항 개
선/안전시설관리/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등교일이 많이 미뤄져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정
식으로 인사드리지는 못했지만, THE BEST 공과대학 학생회는 앞
으로 학우 여러분의 복지와 행사, 활동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최대
한 봉사할 것입니다. 신입생 학생 여러분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새 학기의 추억은 없지만, 등교 후 학생회가 준비한 5월부터 12월
까지의 공과대학의 행사와 활동을 통해 특별하고 좋은 추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엔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활동성 행사는 부득이하
게 등교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 1학기에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
의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에 잘 분배하여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회는 학생 여러분이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저희 THE BEST 공과대학 학생회는 최대한 많은 복지
와 이벤트를 기약하겠습니다. 등교 후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5월 4일 등교일 이후
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제16대 오늘愛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준택, 부학생회장 장나라 

[메인 공약]
진행함: 오늘愛 알림판/프린트 2
대 확장 사업
등교 후 진행: 오늘愛 베스트셀러
/평화관 족구장 흡연구역에 가림
막 설치/한층 업그레이드된 애플
축제  

[세부 공약]
진행함: 오늘애 복지 플러스/학과
A4용지 제공/매월 이벤트
진행중: 한국사 시험 응시료 지원
/평화관 화장실 가글 설치 
등교 후 진행: 학우님들이 직접 선

택하는 간식 이벤트 + 야식 이벤트/헌책장터 진행/체육대회 개편/강의실 책
걸상 교체/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저희 오늘愛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내걸었던 구호에 맞게 오랫
동안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
다. 현재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학생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의 연락처를 남겨 드리기도 하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
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학생회가 기쁜 마음으
로 신중한 답변을 드리니 많은 이용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코
로나로 인해 등교가 연기됐고 신입생 학우분들과 재학생 학우분들
을 만나 뵙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 학생회는 매일 학교에 출근
하며 정식 등교 전까지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할 복지사업을 계속 준
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융합대학 
제6대 FLOW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장 오길환, 부학생회장 박가인 

[메인 공약]
진행중: 문화융합대학 환경조성
/Flow point 제도 
등교 후 진행: Tonight, Together/
학과 박람회/힐링 여행 지원금  

[세부 공약]
진행함: SNS 및 게시판 추가설치
를 통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확대/
화장실 환경 개선/복지 서비스
확대 
진행중: 다양한 이벤트 확대
등교 후 진행: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찾아가는 학과 박람회/예술

관 내 Wi-Fi 설치 확대/예술관 별관 가로등 설치/예술관 큐브 프로그램 기능
재정비 및 추가설치 건의/헌책 장터 및 바자회 주최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학생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FLOW 문화융합대학 학생회는 학생 여러
분께 최대한 많이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생회
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문화융합대길잡이’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학생회, 행정실, 학과 소개와 퀴즈를 넣어 학생 여러분들의
자택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니, 학우
여러분께서 저희가 준비한 만큼 신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이 저희 학생회의 큰바람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등교 후에 웃으면
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
제13대 FLOW 경영대학 학생회장 강대곤, 부학생회장 문 별 

[메인 공약]
진행함: CCTV 설치 
등교 후 진행: Tonight, together/
자격증 응시료 지원/동아리 시그
널/유학생 글로벌 데이   

[세부 공약]
진행함: 알림판 개선/정수기 추
가 설치/자유관 내 휴게공간 개
설/학생회실 대여 물품 확대 
등교 후 진행: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자유관 화장실 환경 개선/
바람직한 흡연장 사용 캠페인/자
유관 심야극장/사물함 개선/경영

대학 SNS 활성화/스포츠리그 개최/무료 프린트 사업/우산 빗물 제거기 설
치/계단 미끄럼 방지 개선/택배 보관 서비스 및 물품 보관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이 밀려 학우 여러분과 대면하며 이행할
수 있는 공약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FLOW 경
영대학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더욱 질 좋
은 행사를 기획하여 학우 여러분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개강이벤트를 대체
해 진행 중입니다. 가을에는 등불 축제를 개최하여 학우 여러분이
더욱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행사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등불 축
제는 가을의 운치를 담은 경영대학만의 특별한 축제입니다. 학우 여
러분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는 중이니 경영대학 학생이라
면 꼭 관심을 두시고 대학 동기들과 함께 좋은 추억 쌓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 예방 조칙을 잘 따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범대학  
제37대 꽃닮 사범대학 학생회장 심규리, 부학생회장 손정희 

[메인 공약]
진행함:삐뽀삐뽀! 사범대학의 안
전 확보/Action! 꽃닮 패밀리
등교 후 진행:헌책 줄게, 반값 다
오!/시험기간의 밤을 밝히다/아낌
없이 주는 진리관 벤치

[세부 공약]
진행함: 화장실 몰래 카메라 자체
점검/SNS 활성화 
등교 후 진행:각 층 로비 개선/냉
장고 사업/프린트 사업 개선/제
휴업체 책자 배부/강의실 개선/
훈장골 이벤트 확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사범대학 학생회 꽃닮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을
100%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학생 여러분들의 복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
지 못한 행사는 학생 여러분들이 등교 후 훨씬 다양한 행사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 이외에도 학생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이버 강의나 기타 문의 사항들, 다소 바
뀐 사회봉사 정책에도 학생회가 소리를 내어 학교 측과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여러분의 무기력한 마음이 조금
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외출하실 때
에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시고 습관적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대학교 학생분들의 작은 날갯짓이 나
비효과가 되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꽃을 닮은 사범대학 학우분들과
함께 등교할 수 있기를 저희 꽃닮은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
사합니다.

의과학대학
제 8대 FLOW 의과학대 학생회장 이우승, 부학생회장 문하경

[메인 공약]
등교 후 진행: 천잠 제1회 스포츠
토너먼트 개최/Tonight, Together/
제2회 골든밸 시행/E-sport 대회
개최/의과학대학 하계 농촌 봉사
활동 실시    

[세부 공약]
진행함: 천잠관 앞 삼거리 횡단보
도 설치/화장실 시설 보완 
진행중: 동전 교환기 설치/낙후된
체육시설 교체/공용 사무용품 배
치/점심시간 휴게실 자리 부족으

로 인한 야외 벤치 대체
등교 후 진행: 학생회비 사용내역/환절기 마스크 유동적 지급/지하도서관 개
편/봄 & 가을 사진 페스티벌 실시 및 달력 제작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학생 여러분, 정식 등교일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본래 학
우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매우 아쉽습니다. 또 기획한 행사를 개최하고
그 속에서 학우분들의 즐거움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아
쉬움이 듭니다. 현재는 개강이벤트와 임원진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
며,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1학기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2
학기에 이월하여 더욱 풍족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
니다. 저희 ‘FLOW’ 의과학대학 학생회는 많은 학우분들에게 더 많
은 복지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우분들이 등교하게 된다면 학생회가 준비한 공약들과 학생 여러
분이 학생회에 건의해주시는 점들을 모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아직 전달해드리지 못한 저희의 에너지와 열정을 받
아가 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과학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제35대 커넥션 중앙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 김종훈, 부연합회장 박수진

[메인 공약]
진행함: 동아리 관련 복지시설 확
충 및 개편  
등교 후 진행: 동아리 지원금, 묻
고 더블로 가/동아리 연합 MT/커
넥션 라운지 설치/분과 특성에 맞
춘 멘토 강사 초청     

[세부 공약]
진행함: 홍보박람회(대체 이행)/
중앙동아리연합회 플러스 친구
운영/3층 수퍼스타 홀 맞은편 게
시판 설치/대여물품 확충(빔프로
젝터, 청소기, 스피커, 손수레)/컴

퓨터실에 좋은 성능의 컴퓨터 배치
등교 후 진행: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벤트/중앙동아리 농촌봉사활동/중앙동
아리연합회 축제/보드게임대회/중앙동아리 연탄봉사 활동/문화의 날 행사/
도쿄올림픽 승부예측 이벤트/할로윈 데이 방탈출 이벤트/분과 회의 2회 실
시/이달의 분과 동아리소개/등록비,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복지용품 지
원(학기당 점보휴지, 종이컵, 나무젓가락)/지하층 동아리방 곰팡이 제거/공
유기 추가 설치/4층, 5층 로비 멀티 탭 설치    

<학생들에게 전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교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다
양한 행사 활동에 대해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래 행사와
활동을 기획했을 때 동아리 회원들에게 즐거움과 편의를 드려야겠
다는 저희의 목표 그리고 회원들의 필요와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정 또는 대체 이행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교 후 동아리
회원분들의 동아리 활동이 즐거운 학교생활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하
는 것이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희도 한 명의 학우로
서 아쉬운 마음이 커질수록 등교를 했을 때 학교에서 얻게 되는 즐
거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앙동아리 연합회가 학생 여
러분의 즐거운 학교생활에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즐
거움에 있어 저희가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
는 마음이니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인한 불신앙을 용서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
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
랑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인도할 수 있게 하

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보
다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여 연합하지 못합
니다. 우리를 분열하는 영을 따르지 않고 오
직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젊은 영혼을 만나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
다. 우리 전주대학교 공동체가 모두 성령으
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
는 시작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
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대로 정하며 교만하였던 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피해갈 길과 또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옵
소서.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준영 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예수가 무덤에 계셨던 3일은 인류 역사
상 가장 길고도 중요한 기간이었다. 인류
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에 달
려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
다. 예수의 무덤에는 미동도 일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바리새인, 서기관, 사탄이
득의양양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미
명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을
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
람과 같이 되었다(마 28:4). 

▼ 역사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원수들의 온갖 공격이 있었다. “예수가 십
자가에서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다.”, “제
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 “환상 속
에서 예수를 보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냈
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
었다. 예수의 무덤에서 일어난 엄청난 광
경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
아도 로마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마 28:5~7). 천
사가 말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
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음질하는 두 여인 앞에 부활하신 예수
가 나타나셨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
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마
28:10).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
수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셔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부활을 실증하셨
다. 

▼ 예수는 죽음 저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
님의 복이 예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것
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살아갈 명분
을 얻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
다 절망과 죽음과 어둠이 아니라, 소망과
영생의 빛 가운데 거하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두 여인에게 던
진 그 말씀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
나님의 음성이시다. “평안하뇨”(마 28:9).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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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강의를 온
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함에 따라 채플도 온라
인 원격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채플은
2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강의로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자 기존 오프라인 강의를 1학
기 전체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다. 이렇게 기존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던 채플(성품, 문화, 지
성, 소명채플) 전체를 온라인 원격강의로 전환
시킨 것은 처음이다. 채플의 특성상 현장감과

소통이 중요한 강의이기에 온라인 원격강의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원격강
의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안하
며 각 채플의 고유한 특성과 주제를 영상에 담
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환
했음에도 각 채플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이 크
게 변동 없이 유지되어 학생들이 이벤트, 장학
금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
어지고 있다. 채플을 진행하는 담당 교수와 행
정원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
어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수업할
그 날을 기다리며 현재 온라인 채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2020-1학기 채플 온라인 원격강의 전환’

기 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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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동일한 세계를 창조한다. 
자신을 감출수록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하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보존하며 
받은 모습 그대로를 돌려준다. 

나는 타인의 접근으로 깨어나고, 
타인의 시선을 섭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의 다가옴은 그 자체로 활력소다. 

나는 없음으로 타인의 있음을 확보하고, 
타인의 있음으로 자신의 있음을 취하기에 
언제나 타인이 자신보다 우선이다. 

나를 보고서도 나를 보았다는 이가 없도록 
자기 자신만 제대로 보았다는 이만 있도록 
늘 반듯하고 깨끗하게 나를 철저히 가리는 것 
그것이 생존의 비결이다. 

나는 거울이다. 섬길 누군가를 늘 기다리는...

거울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
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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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수-

예배안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샘

대학생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노동자다. 생각의 노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
나는 현장은 책이라는 세상이다. 독서는 차원
을 넘나드는 훈련이다. 글쓰기는 3차원의 공
간과 4차원의 시간을 2차원의 지면으로 축소
하는 잉크의 예술이다. 저자는 사고가 어느 하
나의 차원에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차원을 출
입하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된다. 독서
는 글쓰기의 역순이다. 2차원의 지면에 압축
되어 있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해독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독서는 차원 여행이며, 작은
세계를 큰 세계로 바꾸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훈련이다. 독서는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전문적인 노
동이다. 그런 독서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1. 독서와 사색과 언술의 시간적인 비율은
50: 40: 10이 적당하다. 독서의 Input이 많
아야 하고 그것을 소화하는 사색의 분량도 그
에 비등해야 하나 언술의 Output은 그 십일
조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자
적 독서와 관념적 사색의 간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참여하는 삶의 독서와 고통
으로 읽어내는 사색의 직접성을 추구해야 한
다. 직접성을 취하는 최고의 독서는 사람 책
읽기이다. 이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 다
양한 직업, 다양한 직위, 다양한 지역,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만나 말과 생각을 섞어가며
대화하는 독서를 의미한다. 저자와 독자가 대
면하는 이런 독서는 글쓰기와 독서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2.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단행본, 고전을
균형 있게 탐독한다. 일간지 즉 신문은 매일
터지는 일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순발력을 길
러주고, 주간지는 사태와 약간의 거리를 두되
여전히 현장감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월간지
는 가까운 원인들이 뒤엉킨 인과의 그물망을
그려주고, 단행본은 단일한 주제나 사태의 심
도 있는 분석과 규모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고전은 수백 년의 긴 세월동안 축적된 검증의
역사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의 정신까
지 극복하게 한다. 이러한 독서법은 인간의 지
성을 골고루 개발하는 데에 유익하다. 

3.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눈과
귀를 왜곡하고 판단을 병들게 하는 편협한 문
헌들을 분별해야 한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

고 다양한 입장과 관점으로 조명된 매체들을
균형 있게 읽는 게 필요하다. 나는 좌우의 매
체들을 10개씩 읽으려고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극우와 극좌의 중간지점 혹은
평균치가 팩트에 도달하는 객관적 중도를 보
증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름 '
합리적 중도'라는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4.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샘이라는 원리는
독서와 공부의 알파와 오메가다. 성경적 관점
은 마치 지구가 스스로를 관조하지 못하여 객
관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 눈을 지구 밖으로 쏘
아 올린 인공위성 같다. 이는 성경이 왜곡과
오류와 편협의 본성적인 한계는 물론이고 지
구와 우주의 피조물적 한계까지 극복하는 객
관적 거리를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
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어서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정파의 이념이나, 특
정한 학파의 학설을 두둔하지 않은 가장 객관
적인 문헌이다. 모든 생각과 판단과 평가와 희
로와 애락과 행실과 선택이 전적으로 안심해
도 좋을 기준을 제공한다. 

5. 독서를 하다가 떠오른 아무리 탁월하고
기발하고 독창적인 깨달음도 성경이 그은 진
리의 경계선 즉 사랑과 정의라는 금을 벗어나
면 경계함이 좋다. 그리고 진리가 인간의 상식
과 합리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마주친다. 그때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상
식과 합리를 교정하는 태도는 독서와 공부의
아름다운 겸손이다. 성장기에 소유한 상식과
합리도 생물이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

런데 진리보다 나의 상식과 합리를 고집하면
나의 지성은 성장이 중단된다. 

6. 독서가 넓지 못하면 거짓과 속임수를 분
별하지 못하고 사유가 깊지 못하면 타인이 생
산한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
연이다. 비록 육체가 결박되는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
피한 수순이다. 가장 자유롭다 하면서도 결국
타인의 지적 배설물을 편들면서 살아가는 인
생에서 벗어나라. 그러려면 내가 내 지성의 주
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길들여진 사색,
주입된 정보, 강요된 판단에 무릎 꿇지 않은
지성의 자율성을 회복하라. 

7.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어
떠한 속박도 불허한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가 교묘
한 방식으로 유린되고 착취되는 건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된다. 타인의 사유를 지배하고 조
작하는 건 인간의 존엄한 자유를 유린하는 가
장 은밀하고 간사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자아의 노예
라는 늪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8. 독서와 공부는 진리가 이미 제공했고 지
금도 수혈하고 있는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
고 공유하고 퍼뜨리는 몸부림을 의미한다. 책
의 텍스트에 매몰되지 않고 책의 저자에게 무
조건 굴복하지 않고 대등한 지성인의 자격으
로 저자와 독자가 대화하는 듯한 자유로운 독
서를 시도하라.

대학생의 독서법

11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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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각성운동에서 조지 휫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꼽고 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미
국 대각성운동의 마지막 주자인 부흥사 무디
(Dwight Lyman Moody)를 떠올릴 수 있
다. 그가 사역한 곳이 시카고이다. 시카고는
1920년대 당시 암흑기에 악명을 떨쳤던 갱
두목 알 카포네로 유명하고 현재는 존 행콕 센
터, 마리나 시티, 제임스 톰슨 센터 등 초고층
빌딩으로 이름나 있다. 시어스 타워(Sears
Tower)는 110층으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
이트 빌딩(102층)보다 더 높다. 그래서 시카
고에서는 최소한 70층 이상이 되어야 고층 빌
딩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보다는 부흥사 무디를 얘

기하고자 한다. 학력도 없는 무명의 시골 출신
인 그가 쇠잔해져 가는 대각성운동의 잔불을
다시 피운 사실이 더 중요하고 흥미롭다. 또
한, 시카고는 호남의 처음 교회인  전주서문교
회를 설립한 테이트(Lewis Boyd Tate 한국
명 : 최의덕) 선교사가 신학 공부를 했고 한국
선교를 결심한 곳이라는 점에서 시카고를 남
달리 생각하게 된다. 
아무튼, 무디는 다른 부흥사들과는 다른 경
력을 가지고 있다. 앞서 대각성운동을 주도 했
던 조지 휫필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
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
출신 등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고학력 소지자
들이었다. 그러나 무디는 1837년 뉴잉글런드

의 작은 농촌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
어났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이다. 
어린 시절 시카고로 온 무디는 구두 수선공

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일약 부호가 됐다. 하지만 무디는 금전에 목적
을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면
서 YWCA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으로는 시카고의 빈민가에 사는 불우한 환경
의 소년들과 소녀들을 위해 주일학교를 설립
하고 기독교 문서 선교, 미시간 호수 주변의
지역에서 기독교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중 1873년 찬양 인도자 생키(Ira
Sankey)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생키와 함께 영국 설교 여행을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고 이에
힘을 얻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설교를 했다. 그러자
초기 대각성운동 때와 비슷한 부흥 운동이 일

어났다.
비록 학력이 부족한 무디였지만, 구원의 필
요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청중들을 이해
시켰다. 여기에 생키의 찬양이 청중들을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는 데 일조했다. 그가 지은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
다.(214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290
장)’ 그리고 297장, 357장 등이 우리의 찬송
가에 수록되어 있어서 그 찬송들을 통해 당시
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와 성서연

구소, 박물관 등이 있어서 생생하게 무디를 경
험할 수 있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

/joayo7kim@hanmail.net)

미국 대각성운동의 마지막 주자 무디(Moody) 부흥사

▲ 무디 성경학교 전경▲ 무디 부흥사  

▲ 무디 박물관 ▲ 무디(좌측)의 브루클린 집회 광경 그림, 우측이 생키이다. 

▲ 무디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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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전주대학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
의로 대체 중이다. 학기 초에는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불만이 여러 대학에서 나왔다. 우리 대학에서
도 몇몇 개선 요청이 들려왔지만 사이버캠퍼스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다. 원활한 수강이 가능했던 것은 사이버캠퍼스
와 교수님들을 뒤에서 돕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정보통
신원의 협조가 있었던 덕분이다. 이번 호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의 센터장이신 김보경 교수님을 만나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준
비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인터뷰했다.    

Q. 센터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보경 교수입니다. 교수

학습개발센터는 교수님들의 교수역량과 학생들의 학생역량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교수님들의 수업 컨설팅과 수업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전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수업이
길어져 최근에는 온라인 교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서버 문제없이 온라인 강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
었던 이유가 있나요?
서버 문제는 정보통신원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해주
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서버가 다
운되고 사이버캠퍼스에 접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비
스 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
에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첫째, 접속 트래픽 과다 문제는 웹
서버 증설(4→8대)을 요청하였고, 순번 부여 솔루션을 탑재
하여 접속자 수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교수님
들께서 개발하신 강의 영상을 원활하게 올리기 위해 콘텐츠
인코딩 역할을 담당하는 VOD 서버를 증설(1→3대)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원활한 강의 영상 학습을 위해 영상 콘텐츠를
외부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방식으로 변경했
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원에서 서버 증
설을 위한 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인프라 지원, 최
종 부하 테스트 진행 등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및
구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시켜주시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서버 증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
습니다.

Q. 교수님들이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 안내
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강의 영상 제작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

작 매뉴얼을 만들어 800부를 배부했습니다. 연수는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사이버캠퍼스 사용 오프라인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온라인 교
육은 총 20여 개의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상시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 부서 담당자 연수를 5
회 실시했습니다. 
강의 촬영 환경 및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강의실이나 실습

실 등 촬영 장소를 안내해드리고, 각 단과대 행정지원실을 통
해 마이크, 삼각대 등을 배부해 대여해드렸습니다. 또한 강의
실에서 촬영하시는 교수님들의 촬영 현장 지원을 위해 단과대
학 행정지원실 및 전산실습실 담당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
니다.

원격 지원을 위한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강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개통하고 교내 장학생 6
명,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원이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촬영 장소와 장비 등의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센터에 있지만, 당연히 모든 교수님

을 수용할 수는 없기에 교수님들은 현재 핸드폰이나 노트북,
연구실에 있는 pc로 자가 촬영 중이십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마이크, 삼각대, 녹화용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기자재
를 구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
면 예산 협조를 구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영상마다 화질이나 음질이 제각각이라 불편함이 있
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일관된 품질의 영상 제작을 위해 표준화된 제작 방법을 안
내하는 매뉴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 등을 통
해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화
질과 음질로 인해 학습이 불편한 경우 담당 교수님 또는 교수
학습개발센터로 문의하시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실기가 필요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 때 더 협력
하는 부분이 있나요? 
실기가 필요한 강의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요청하시면 촬
영(스튜디오) 장소를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자재를 추
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기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최근 학사지원실에서 동시 참여 학생 수 10명 이하의
실험·실습·실기강좌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대면 수업
운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녹화된 영상 품질 등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
나요?
영상 개발 및 탑재는 교수님들의 권한으로 센터에서 별도의
영상 품질 체크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편집을 해드리거나 영상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사이버캠퍼스가 아닌 타 프로그램 등으로 수업하는
강의들에 대해서도 안내와 지원을 하나요?
녹화 영상 방식의 강의 외에도 실시간 강의에 대해 화상회

의 솔루션(구글 미트 등)을 안내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연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계속되는 등교 연기로 인해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
지로 지속될 거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온라인 강의 장기화에 대비해 사이버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캠퍼스의 안정적
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서버 및 기자재 추가 증설 작업 등
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으며, 강의 콘텐츠 개발과 재택수업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수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
신다면?
온라인 수업의 성패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있습니

다. 교수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가
장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사이버캠퍼스도 교실 수업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A나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내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수님이 주시는 과제를 통해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
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온라인학습에 익
숙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온라인학습역량을 강화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여러
분들의 재택수업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온라인 강의 진행의 숨은 공신!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이번 온라인 강의 도입에 정보
통신원의 기술적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정보통신원
의 소개와 위에서도 이야기한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
시킨 몇몇 요소들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Q. 정보통신원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정보통신원은 우리 대학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써 학생 전산 서비스 지원 및 교육·연구 인프
라의 첨단화와 학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Q. 웹 서버와 VOD서버 증설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이버캠퍼스의 기능을 크게 콘텐츠 업로드와 서비스

의 2개 기능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VOD 서버는 업
로드된 콘텐츠의 인코딩을 담당하는 서버로써 많은 강
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 1대에서 3대
로 증설하였습니다. 그 외 사이버캠퍼스의 전반적인 서
비스를 담당하는 웹 서버 또한 4대에서 8대로 증설하
였습니다.

Q. 영상 콘텐츠의 CDN 방식 변경의 의미를 설
명해주세요
기존의 영상 서비스 방식은 자체 스트리밍 서버를 통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자체 스트리밍 서버와
네크워크 환경이 우수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과 같이 영상 콘텐츠의 트래픽이 매우 큰 경우에는 자
체 하드웨어 환경에서 감당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
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서비스를 외부 서
버/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CDN을 통
해 콘텐츠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 서비스
속도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최종부하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이버캠퍼스 이용자(학생)의 기본 행동 패턴, 예를 들

자면 ‘로그인 > 강좌명 클릭 > 동영상 재생’을 1개의 시
나리오로 만든 후 전용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시나리오를 1,000~10,000명까지 동시에 실행하도
록 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를 산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방식으
로 진행합니다.이번 테스트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
을 파악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Q. 서버가 다운된 여러 학교가 있는데 미리 대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통신원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
합니다. 원장님과 실장님께서 관련 업체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여러 하드웨어 인프라들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었고, 서버/네트워크 등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직원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시 접속자 수가 가장 많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훌륭히 서비스한 경험을 바탕으
로 이번 사이버캠퍼스 건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Q. 정보통신원을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
을까요?
전산 분야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방문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인 바람은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
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사    설

최근 우리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실행
하고 있다. 이전에도 매우 조금씩 온라인으로 수업
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교육기관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렇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이 시
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접속 불능과 강의내용에 대한
많은 문제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와 민원 발생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대학교는 그렇다 할 문제없
이 원활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학
에서 온라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이유
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정보통신원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강의컨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님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장비를 제공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
보통신원은 전체 학생들의 서버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증설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라는 어려운 일을 발 빠르게
완료했다. 온라인 강의 제공을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정보통신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다.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위기가 끝나면 세계는 지금
까지와는 다른 세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대면 교육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의 비중은 줄어들고 비대면의 온라인교육 혹은
스마트폰 등의 개인 디바이스를 이용한 마이크로러
닝 등의 새로운 교육방식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세계적 온라인 공개강좌
(MOOK)와 K-MOOK 등을 통해 준비되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방식
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익숙함으로 인해 일반화되
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가 끝나면 교육 플
랫폼의 다양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대학이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온라인교육역
량은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
화 대응 능력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지
금의 위기를 그동안 준비된 교육역량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듯이 우리 대학구성원 모두는 교육역량강
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교육역량강화의 기회로

따뜻한 마음으로

교수칼럼

코로나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지 어언 4달째로 접어들었다. 매일 발표
되는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
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
전히 긴장하며 조심해야 하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에서 우리는 새롭고 많은 것들을 경
험할 수 있었다. 
우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

한 행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경험을 심어주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그
리고 매일같이 접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익명성을 방패로 혐오 표현을 사용
하는 모습은 현 정국 이전부터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그 정도가 심해진 모습을 보인다. 또
현 정권이 현재 전염병으로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
행보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현 정
권에 반대하는 집단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정당한 근거가 아닌 거짓 정보로 사
람들을 현혹해 현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
난하기도 한다. 특히 특정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소위 ‘낙인찍기’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대학생연령층 사이
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번 정
국 속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급하게 마스
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뒤에서 수
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상
황 속에서도 나쁜 경험만을 접하지는 않
는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정반대로 인간
의 선한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는 공
익적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개개인의 건강
을 챙기기에도 걱정이 많은 요즘 다른 사
람을 생각하며 따뜻한 배려를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형편
과 상관없이 돈, 마스크, 세정제 등을 기
부하는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기사와 얼어붙은 대구 상권을 위해서 상
품을 구매해 매진행렬을 이뤘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다. 중국에 체류하던 대한
민국 국민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며 쓴 글
이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기도
하며, 완치된 환자가 의료진에게 쓴 감사
의 편지나,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 했던 흔적이 보이는 사려
깊은 동선들을 우리는 기사로 접한다. 그
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을 보며, 이러
한 인간의 선한 면을 보며 ‘서로 살기 바
쁜 각박한 세상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아
직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느낀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까지 범국가적

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늘 힘을 모아 이
겨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 그랬고, 헌법이 위협받을 때도 그랬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서로 조금씩 배려
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다른 사람
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했다. 따뜻한 마음
으로. 그랬던 우리이기에 나는 이번 위기
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자칼럼

흐름의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떠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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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향이 아련해진 자리에 목련이 그윽
한 자태를 뽐냈다. 이제는 흐드러지게 피
어난 벚꽃으로 눈이 부시고, 오솔길을 품
어 그윽한 유채 동산엔 노란색이 아우성
이다. 4월의 첫 주, 정작 주인이 돌아보
지 않아 적막해진 교정에선 목하 계절의
향연이 진행 중이다. 때 아닌 강의 영상
제작에 돌입하여 진땀을 흘리는 중에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재간이 있겠
는가? 어느 해였던가? 이렇게 꽃이 한창
인 시절에는 오로지 그들에게만 집중하자
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나섰던 일이 아
직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계절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힘이 있다. 이제 머리칼이 반이 넘게 희
어졌건만, 그들을 대하면 마음이 절로 즐
거워진다. 멀리서 바라보고 또 가까이 다
가가서 한참 동안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아예 코를 가까이 갖다 대고 길게 숨을 들
이마시기도 한다.
학생회관 쪽에서 진리관으로 가면 중정

을 지나 제법 가파른 계단을 만난다. 그

곳을 묵묵히 오르다보면 어느새 뜻밖의
아늑하고 안온한 장소에 닿는다. 작은 표
지판 하나가 있어 이곳 이름이 ‘자재원自
在園’임을 알게 해준다. 고목이 되어 숲을
이루고 있는 벚나무들 사이로 함께 쉴 수
있는 긴 의자들이 놓여 있다. 구석구석 예
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우리
전주대 캠퍼스이다. 그러하건만 이곳은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 역사가 느껴지는
진리관 우윳빛 건물을 뒤에 두고서 우리
교정의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타센터며 시계탑 등을 지근의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이 곳 말고 또 있을
까? ‘자재自在’라고 했던가? 그것은 한없
는 자유를 의미한다. 흔히 소요逍遙라는
말과 연결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작은 표
지판에는 다음의 글이 함께 적혀 있다.

昨夜江邊春水生  간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蒙衝巨艦一毛輕  커다란 전함이 터럭인 듯 가
볍다네.
向來枉費推移力  이제껏 옮기려고 쓸 데 없이
애를 썼는데
今日中流自在行  오늘은 흐름의 한가운데서 자
유롭게 떠다니네.

주자朱子의 〈책을 보다가 감회가 일어
觀書有感〉라는 제목의 두 편 시 가운데 하
나로, 몽충蒙衝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전
함戰艦을 옮기는 이야기이다. 여러 날 갖
은 애를 써가며 그것을 밀어 옮기려 하였
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만 낭비한 것
이었다. 그러나 간밤에 내린 비로 봄물이
불어났고, 이에 그 커다란 배가 흐름의 한
가운데서 가볍게 떠다닌다. 가볍고 자유
롭게 떠다니는 것, 그것을 시인은 ‘자재自
在’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책을 보고 지식
을 터득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그저 앞
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마음을 뺏겨 서두

르는 것은 그저 힘의 낭비일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듯 읽고 생각하
기를 계속하다보면 어느덧 훤하게 깨달아
‘자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으로,
노성한 대학자의 자상한 가르침이다. 이
장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또 이러한 이
름을 지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계절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
다. 하등 새로울 것이 없는, 그래서 그저
일상에 속할 뿐인 많은 것들이 멈춰서 있
고 뒤바뀌어서다. 좋든 싫든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나면 일어나 준비하고 가는 곳
이 학교인 줄만 알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
지 않았던가? 입과 코를 가리는 용도로
만들어진 작은 물건이 자신의 생명과 타
인의 안전을 지키는 귀한 보물로 변모해
있기도 하다. 며칠 전에는 30년 친구로
부터 소식이 날아들었다. 어렵게 손에 넣
은 귀한 물건을 알맞게 사용했음에도 가
족 전체가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
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묵은 것들이
기에 그만 할까 한다. 이른바 ‘사회적 거
리 두기’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형성되
고 있는 중이다.
본디 우리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 왔다. 제가이든 치국이든 평천하이
든, 타인을 향해 내가 무엇인가 작용을 하
자면 나 자신의 준비가 필수적인데, 그것
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능동적으로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천하고 있던 사
람들이다. 선비가 사흘 동안 헤어졌다 만
나게 되면 눈을 씻고 대하게 된다는 말도
있다. 다소 곤란한 점이 더해지기는 했으
나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이 힘겨운 시
간을 독서와 내면의 성찰을 위한 귀한 기
회로 바꿔내야 한다. 모두의 건승을 빈다.

이남종 교수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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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yeonggije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ojin of King
Taejo are on display. The Annals are called the Sillok, and they keep annual
records of state affairs and activities of Joseon kings. Eojin means the portrait
of a king. King Taejo wa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 name
was Lee Seong-gye. The whole copies of Annalsused to be kept in the Jeonju
Sago inside Gyeonggijeon. Other important public records were kept in the
Sago, too. The Jeonju Sago is a cultural asset with a great historical signifi-
cance. Lots of tourists who visit here pass by casually, but there is a back
story how the Sillokwas preserv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Joseon.

On April 13, 1592,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egan and the Japanese
army committed murder, arson, and looting at random in the Joseon territory.
As a result, three other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kept in
Chunchugwan, Chungju, and Seongju were burned down. The Japanese troops
had not yet marched into Jeonju, so the Sillok of the Jeonju Sago was the
only one left.

In June of that year, the Japanese troops were passing through Seongju,
Geumsan and Namwon, and advancing to Jeonju. Hearing the news that the
Japanese troops were coming, Oh Hee-gil, who held a minor post in Gyeong-
gijeon, ran straight to Son Hong-rok, a Confucian scholar living in Taein,
who had a reputation in the community. Oh pleaded with him. “I have to keep
the Sillok so that the country's history won't be cut off, but I'm not good
enough for myself. Please join me.” Son readily agreed. He ran to Jeonju with
his hometown friend Ahn Ui, who was also his schoolmate, with about 30
servants and dozens of horses. They left Jeonju carrying 47 boxes of 180
years' history from King Taejo to King Myeongjong, and 15 other books, in-
cluding Goryeosa, the History of Goryeo Dynasty. They arrived in Jeongeup
and carried all the books on their backs to Naejang-san Mountain.

It took more than a year for them to keep the Sillok and the Eojin until they
handed them over to the government. At the time of moving around with the
Sillok, Son was 55 years old and Ahn was 64. In spite of their age, they en-
dured the cave life patiently for five to six months, and were also responsible
for the transfer of the Sillok after the situation stabilize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were reissued in four copies, which were based on the Jeonju
Sago version, in 1603 when the war ended. The reissued Silloks were kept
again in five locations: Chunchugwan, Ganghwa, Taebaek, Myohyangsan
(transferred to Jeoksangsan Mountain later), and Odaesan Mounta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escribes the history of 472 years from
1392 to 1863, from the reign of King Taejo to that of King Cheoljong, in
chronological order. The Sillok covers historical facts in various fields, in-
cluding politics, diplomacy, economy, military, law, society,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have a very high level of historical veracity and
credibility. In recognition of its value, it was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October 1997.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was preserved in one piece to
posterity thanks to their life-risking efforts to keep the Sillok. It would be a
more meaningful trip if you visit the Jeonju Sago, remembering the officers
and scholars of Joseon who prevented the history from forgetting into oblivion
and allowed us to continue to keep the detailed histor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사진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Far and near 
I write to you.
What a pointless, pointless life it is!
Violet princess tree flowers drop like sudden tears.
They drop pointlessly, pointlessly.
It is useless to set my teeth.

Ruthless wind and rain...
It may be raining tonight for I hear from the eaves.
It seems like an autumn forest after fallen leaves.
The world is just the same.
After spring showers in this valley, flowers will be in full morning bloom.

It cannot be helped.
Flowers bloom though they know they must fall.
What shall I do for I miss my love in this world
Up to the end of my life?
Far and near I write 
To you.

(Translated by J.C.S.)

Far and Near I Write to You

by Park  Nam-jun 

A Historical Journey to 
Jeonju Hanok Village (2): 

The Back Story of Jeonju Sago
by Kim Jieun, Reporter

The government launched a campaign to keep social distance in order to fight
against COVID-19. Most universities opened online lectures and so did JJU. If
you already completed cyber-class assignments, you may feel bored. For those
of you, I will introduce some activities you can try at home.

1. Funny tests on the Internet: There are a variety of fun tests such as a uni-
versity department test that tells you which department is right for you, a
travel destination test that chooses attractive places for you, and a test to find
your animal characters. The day will go by quickly if you try to do these tests
one by one. It will be fun to send it to friends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each other. These tests are just for fun, so you'd better not believe them too
much.

2. Snacks made by stirring more than 1,000 times: Dalgona coffee and cot-
ton-candy go viral on the chatting apps. There are made by stirring more than
1,000 times incessantly. People who have actually made it say they will never
try it again, but they usually point out that the taste is guaranteed. To make
dalgona coffee, prepare two coffee-mixes, water, and sugar first. (A 1:1:1 ratio
is recommended.) Put three ingredients into a bowl and stir them until they
get thicker and thicker. Then put them on top of milk and enjoy it. However,
you should be careful because your kitchen can be in a mess while making
dalgona coffee.

3. Coloring book decoration: You can make your own world with coloring books.
You can fill the world with colors in whatever way you want. Experts say that
coloring improves concentration and a sense of color. In addition, time goes by
quickly. You will be able to get color therapy (which produc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ability and stress-reducing effects) by coloring some books. 

4. Reading books that you usually wanted to read: When you go back to college,
you may not be able to read because you can't have enough free time. Why
don't you read a book at least once a week when you have a lot of time like
now? If you read books at this time of the year, you will see that your thoughts
grow with more knowledge. Even if you can't go to the library, which is tem-
porarily closed, there are books you can read on your bed. There are thousands
of electronic books, so it wouldn't be a bad idea to try it.

5. Growing plants: It's good to grow plants that bloom beautiful flowers. It's
also good to grow herbs, green onions, and leeks that grow quickly and are
edible. You will be able to see the plants grow while watering them from time
to time. 

I introduced a total of five activities that you can do during a school break at
home. You may miss outdoor pastimes: exercises, sports, movies, and so on. If
you go out, you have to wear a mask. You will worry about COVID-19 contacts.
Let's calm down and take advantage of this period to try things we couldn't
normally do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Things You Can Do at Home 
While Keeping Social Distance

by Yim Jeong Hun,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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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chọn ra 3 du
học sinh ưu tú (2 sinh viên Việt Nam, 1
sinh viên Mông Cổ) để trao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GKS 2020. 

GKS (Global Korea Sholarship) -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là một
chương trình học bổng được trao bởi
Viện Giáo dục Quốc tế, là một chi nhánh
của Bộ giáo dục. Học bổng này trị giá
5.000.000won trao tặng cho sinh viên
trong vòng 1 năm. Chúng ta cùng nghe
những cảm nghĩ của du học sinh đã vượt
qua tỷ lệ cạnh tranh 3.78 : 1 để nhận được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nhé.  

Q: Ngoài những học bổng như học
bổng chính phủ hay học bổng của trường
thì việc tìm hiểu thông tin về học bổng
khác khá là khó. Đặc biệt những học bổng
cho du học sinh lại còn khó hơn. Vậy thì
làm thế nào để bạn biết về GKS -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này?

A: Đối với du học sinh thì việc nhận học
bổng thật không dễ dàng. Vì vậy mình
cũng tìm hiểu những học bổng khác và
khi biết về học bổng GKS, mình đã nhờ
thầy Nam Sungkyung của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giúp đỡ tìm hiểu thêm. Sau khi
xem tiêu chí ứng tuyển nhận học bổng,
mình cảm thấy hoàn toàn tự tin có thể
giành được.

Q: Sang năm chắc sẽ có thêm nhiều
những sinh viên ứng tuyển học bổng này.
Vậy bạn có lời khuyên nào dành cho
những bạn có nguyện vọng ứng tuyển
học bổng này không?

A: Các bạn sinh viên thực sự làm thêm
rất chăm chỉ nhưng điều đó lại khiến thành
tích học tập không được tốt. Đi làm có thể
học thêm nhiều điều thì học tập cũng vậy,
cũng có thể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điều. Và
đó chính là tài sản của các bạn.

Ở xung quanh chúng ta hãy nhìn vào
những người học tập tốt và để có thêm
động lực. Có động lưc rồi thì chúng ta
cùng bắt tay vào thực hiện. Nội dung của
các tiết học không dễ chút nào. Và bí
quyết để nhận điểm tốt đó chính là liên tục

luyện tập. Việc luyện
tập thực sự luôn luôn
rất quan trọng.

Q: Cuối cùng, bạn có
lời nào muốn nhắn nhủ
tớ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ay những giáo
sư hoặc các bạn sinh
viên Hàn Quốc không?

A: Thực sự thì nếu có
thêm nhiều hơn những học bổng dành
cho sinh viên nước ngoài thì mình thấy
thật tốt. Nhiều bạn du học sinh rất cố gắng
học tập như các bạn sinh viên Hàn Quốc
nhưng ở khía cạnh sinh hoạt thì vẫn còn
nhiều những khó khăn. Và mình nghĩ là
các bạn sinh viên Hàn Quốc cũng đồng
cảm về vấn đề này. Khi các giáo sư giải
thích về một khái niệm hay định luật nào
đó, phần lớn các giáo sư luôn nghĩ rằng
đương nhiên học sinh biết và giải thích
khá là chung chung. Vào trường hợp các
bạn du học sinh lại e ngại hỏi giáo sư giải
thích vì lo ngại gây cản trở tiến độ của tiết
học. Nếu các lớp học có sinh viên nước
ngoài hi vọng các giáo sư giải thích cặn
kẽ hơn và điều này có thể giúp ích được
nhiều trong quá trình tự học nữa. 

Nhìn vào kết quả của GKS -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năm 2020 ta
thấy, có tới 945 sinh viên đang theo học
tại 106 trường Đại học Hàn Quốc đến từ
51 quốc gia đã tham gia ứng tuyển học
bổng và ghi nhận 250 sinh viên được
chọn với tỷ lệ 3,78 : 1. So với năm ngoái
tăng khoảng 10%, và tỷ lệ đỗ là 26.5%.
Tiêu chuẩn ứng tuyển là thành tích học
tập tất cả các kỳ và của kỳ gần nhất phải
lớn hơn 80 (trên thang 100) và phải có
bằng TOPIK cấp 4 trở lên. Chỉ áp dụng
cho sinh viên nước ngoài hệ đại học và
những người đã hoàn thành xong ít nhất
2 kỳ học có thể ứng tuyển. Không áp dụng
cho sinh viên cao học.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ó thể tham gia không phân biệt quốc
tịch. 

3-aH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rúng tuyển GKS - Học bổng

du học sinh tự túc xuất sắc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нь 2020 GKS-н шил-
дэг гадаад оюутны
тэтгэлэгт 3 гадаад
оюутан маань тэнц-
сэн баярт мэдээг
дуулгаж байна.

GKS(Global Korea
Scholarship) шилдэг
гадаад оюутны тэтгэ-

лэг нь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дахь Олон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үндэсний хүрээлэнгээ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уй тэтгэлэгт хөтөлбөр бөгөөд
шалгарсан оюутан тус бүрт 5,000,000 воныг
1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хуваан олгох юм. Энэ
удаагийн шалгаруулалтаар 3.78:1 харьцаа-
тайгаар шалгарса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тайгаа
уулзаж сэтгэгдлийг нь сонслоо. 

Асуулт1: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 улсын тэтгэ-
лэг болон сургуулийн тэтгэлэгийг эс тооцвол
бусад тэтгэлэгт хөтөлбөрийн талаарх мэдэ-
элийг олж авахад хэцүү байдаг. Гадаад оюу-
танд зориулсан тэтгэлэгийн талаарх
мэдээллийг олж авахад амаргүй байсан
байх. GKS-н тэтгэлэгийн талаар хэрхэн олж
мэдсэн бэ? 

Хариулт1: Гадаад оюутны хувьд тэтгэлэг
авна гэдэг хялбар зүйл биш. Тийм болохоор
бусад тэтгэлэгт хөтөлбөр дунд ямар
хөтөлбөрүүд байгаа талаар судалж мөн Га-
даад оюутан хариуцсан төвийн Нам Сонгён
багшаасаа лавлаж хичээнгүйлэн судалсны
үр дүнд мэдэж авсан. Бүртгүүлэх шаардла-
гыг нь уншаад би ч гэсэн тэнцэх боломжтой
юм байна гэсэн итгэл төрсөн.

Асуулт2: Ирэх жил ч бас олон оюутнууд
хамрагдах байх. Тэтгэлэгт тэнцэхийг хүссэн
оюутнууддаа хандаж юу гэж зөвлөмөөр
байна? 

Хариулт2: Оюутнууд өдөр тутмын хэрэгцэ-
эгээ хангахын тулд цагийн ажил их хийдэг.
Заримдаа цагийн ажилдаа анхаарлаа хан-
дуулсаар байгаад дүн нь муудах тохиолдол
ч байдаг. Цагийн ажил хийнгээ олон зүйл
сурч авдгийн адилаар оюутан насандаа сурч
мэдсэн зүйлс нь өөртөө оруулж бу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 Эргэн тойронд

байгаа хичээнгүйлэн суралцаж буй сураг-
чдаасаа үлгэр дууриалал аван аливааг
хийхдээ ямагт шаргуу хичээнгүй байх нь
чухал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Хичээлээ ойлгоход
хэцүү ч гэсэн сайн сурахын гол нууц бол
байнгын давтлага сургуулилт хийх юм.

Асуулт3: Сүүлчийн асуултаар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ь болон багш нар,солонгос оюут-
нууддаа хандаж хэлэхийг хүссэн зүйл байна
уу?

Хариулт3: Гадаад оюутанд зориулсан тэт-
гэлэг илүү олон болоосой гэж хүсэж
байна.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ч гэсэн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ын адил хичээнгүйлэн хийдэг ч
гэсэн амьдралын нөхцөл шаардлагаас бо-
лоод бэрхшээлтэй зүйл их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оюутнуудад ч мөн адил хэцүү зүйл байдаг
байх.Багш нартаа хандаж хэлэхэд, хичэ-
элийн явцад онолын болон ойлголтын та-
лаар тайлбарлахдаа оюутнуудын
мэдээжийн мэддэг зүйл хэмээн тайлбарлах
шаардлагагүй гэж үзэн алгасан өнгөрөх то-
хиолдол байдаг.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н зүгээс
хичээлийн явцад хохирол учруулахгүй гэсэн
үүднээс асуулт асуухад хүндрэлтэй байдаг.
Хэрэв ангид тань гадаад оюутан байгаа бол
хичээлийн талаар илүү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
барлаад өгвөл бие даан хийхэд ч нилээдгүй
тус нэмэр болох юм шүү.

Энэ удаагийн 2020 GKS шилдэг гадаад
оюутны тэтгэлэгт хөтөлбөрт Солонгосын 106
их сургуулийн 51 орны 945оюутнууд хам-
рагдсан бөгөөд 250 оюутан 3.78:1 харьцаа-
тайгаар тэнцэж шалгарсан байна.

Өмнөх онтой харьцуулахад 10%-р өсч, тэн-
цэгчдийн хувь 26.5% болсон байна.

Бүртгүүлэх нөхцөл нь өдийг хүртэл судал-
сан бүх семестр болон өмнөх семестрийн
дүн 80-с дээш байх, Topik-н 4-с дээш
түвшинтэй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Мөн энэ нь
зөвхөн баклаврын оюутнууд хамрагдах бо-
ломжтой бөгөөд дор хаяж 2семестрийн хи-
чээл үзсэ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үх орны
оюутнуудад нээлттэй.

Магистрын оюутнуудын хувь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гүй юм.

Жонжү их сургуулийн 3 гадаад
оюутан маань 2020 оны GKS-н

шилдэг гадаад оюутны тэтгэлэгт
тэнцлэ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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