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1호

2020 지역과 함께 ( Dream Together)

1965년 5월 15일 창간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평가를 실시하는 모습이다. (사진 : 신문방송국 유한나)

1학기 기말시험 대면 시험 원칙으로, 과제 대체 가능...
온라인 시험 공정성 논란...대면 시험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
대학본부 ‘비대면 시험시 수강 학생간 의견 교류 금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온라인 수업 체재로
진행되면서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시험 여부
는 현재 대학가를 달구는 뜨거운 감자이다. 우
리 대학은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을 원
칙으로 하되 교원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교에서 발표한 대면 시험 실시원칙은 시험
날짜와 장소를 각 단과대학에서 조사 및 확정
하고, 시험 장소 조정은 단과대학 학장 및 실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 또, 시험 실시 방법
에 대한 공지를 과목별로 사이버캠퍼스, 각 교
과목 단톡방 및 문자를 통해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기말시험은 15주차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는 단과대학 강의실 환경을 고려하여 단과대
학 학장 승인 아래 조정이 가능하다. 비대면
시험은 과제 대체물로 교수가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시험을 시행한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끼리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비대면 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
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시험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할 만한

기술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대면 시험의 경우 교원과 조교의 감독
아래 시험을 시행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드는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한다.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비대면 시험 방식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권
을 보장하는 온라인 시험 요구 릴레이 피켓 시
위를 진행하는 등 전국에서 대면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부 학
생들은 아직도 공지가 없는 수업 때문에 혼란
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방역지침 준수가
가능한 강의실은 대면 시험을 1회만 치를 수
있게 하고, 많은 인원이 한 강의실에서 접촉하

지 않도록 한 차시에 수강 학생을 두 조로 나
눠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먼저 시행한 조는 시험 종료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다음 조가 입실 시 조별 간
교류가 없도록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주변 강
의실이 공실인 경우 2개 분반으로 동시 진행
할 수 있다. 동일 블록 시간에 있는 두 개의 강
좌의 경우 분반을 나눠 교차로 시험을 보는 등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중·대형 강의실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
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
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침하는 안전 수칙과 마
스크 정상 착용, 조별 교류 금지를 대학은 시
험 후 강의실 방역강화 등 서로 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개선대학) 지
원 대상 13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혁
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
인 A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1차년도 사업 추진 성과와 연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성·정량평가로 진행됐
다. 전주대는 ‘학생 성공’이라는 목표를 수립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빅데
이터 기반 학생지원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과 같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결
과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유연한 교육과정인 수퍼스타칼리지 융
합학부와 대기업 채용연계 교육과정인 ‘하림산

학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전북리빙랩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전북형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
하는 등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호인 총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지
원, 학생성공지원을 통해 전주대만의 교육혁

신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 교직
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향상하고 학생과 지역사회, 국
가가 만족하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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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PC방·노래방, ‘방역 구멍’ 위험 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
후문 위치한 노래방, QR스캔 불가
PC방, 1M 이상 간격 안 두고 버젓이 영업 중
출입자 명부 작성조차 안 하는 곳도

▲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장에 제한을 명시한 우리대학
후문의 PC방과 노래방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QR코드를 스캔한 후 출입하게 됐다. 전라북
도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 상 고위
험시설 8종 입장 시 QR 코드 발행을 의무화
했는데, 각각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
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다. 그래서 취재진은 우리 대학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해당 시설들 중 대학생들이 즐겨 찾
는 곳이고 가장 친숙한 노래방을 방문해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해 봤다.
방문한 코인노래방은 출입자 명부를 필수로
작성하게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게 했다. 그
러나 QR코드는 안내판만 붙어있을 뿐, 실제

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시도는 해봤지만 잘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6월 30일까지
는 처벌받지 않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QR코
드 스캔이 되지 않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입자 명부에 허위정
보를 기재하면 코인노래방에서는 어떻게 확인
할 건지를 물었다. 이에 ‘나중에 이곳에서 확
진자가 발생하거나 의심증상자가 나오게 된다
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확
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을 알렸다.
우리 대학 후문에 자리 잡고 있는 PC방도
‘방역 구멍’의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PC방은 입장할 때 출입자 명부 작
성도, 체온 측정도 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PC방에서도 이용객들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권장된다. 그렇지만 해
당 PC방은 그런 수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듯
모든 좌석을 가용 좌석으로 쓰고, 실제로 PC
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칸도 띄지 않고 다
닥다닥 붙어서 이용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후
문 시설들에 근처 거주자들과 학생들의 불안
은 커지고 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안내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온라인 수업
으로 진행된다.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
지며 수업료는 지난 학기와 같은 1학점 당
80,000원이다.
수강신청은 지난 6월 17일(수)에서 21일(일)
까지였으며, 폐강과목 공고와 수강신청 정정
은 6월 22일(월)과 23일(화)에 이뤄졌다. 수
업료는 6월 24일(수)부터 26일(금) 16시 이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한 수강신청 내역이 무
효로 처리된다.
개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 할 경우 사유 발생
시기가 개강전이라면 등록금은 전액 환불된
다. 하지만 개강후 수업일수 1/3(2/3)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금의 2/3(1/3)만이

반환된다. 개강후 수업일수 2/3를 초과한 경
우엔 반환되지 않는다.
하계 계절학기 수업은 7월 6일(월)부터 24
일(금)까지 진행되며, 성적은 7월 27일(월)부
터 29일(수) 사이에 확인할 수 있다.
계절학기 수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부서로(063-220-****) 문의하면 된다. 교
양은 교양학부(4648, 3097)로, 융합전공은
융합학부(2821, 2823)로, 채플은 선교지원
실(2423)로, 수업료 납부 및 환불은 재무지
원실(3110)에, 원격강좌 수업은 교수학습개
발센터(2928)로, 총괄적인 사항은 학사지원
실(2134)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6월 9일 성품채플에서 신입생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260Km를 달렸다.
성품채플은 ‘2030, 학교가 간다 프로젝트’
를 하고 있다. 이는 20학번 신입생 30명의
신청을 받고 직접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비대
면 강의로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한 신입생
들을 직접 만나 차와 식사를 겸하는 시간을 가
진다. 이 프로젝트는 이진호 교수, 선교지원실
의 오황제 선생님, 조경석 선생님이 맡고 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전주와 군산지역 학
생 5명을 만났고, 6번째 신청자는 부산에 거
주 중인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신입생
이다. 6월 9일에는 새벽 1시에 출발해 남원,

저작권 기초 교육
지난 6월 1일부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과 저작권 기초에 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신청과 교육 이수 후 설문을 작성하면
onSTAR 핵심역량 점수를 부여받는다.
교육은 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된 영상으로 진행되며 총 3차시로 구성됐다.
1차시는 표절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을 주제로 한다. 간
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표절은 독창적인 아이
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
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
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표절과 달
리 법적 개념인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이때 사실이나 정보는 그대로 사
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
물이란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 표현을 나타내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있다. 대표적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이어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
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
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폭염 주의
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 시간대(12
시~17시)에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
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평소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제, 배포, 전
송이 가능하다.
레포트와 발표에 참고할 자료를 자주 찾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표절의 규정을 알려 실수
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2차시와 3차시에서는
올바른 인용법과 연구윤리를 전하고 있어 외
부 자료의 활용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은 onSTAR(http://onstar.jj.ac.kr)
에 기재된 ‘2020-1학기 학생 미디어 역량 강
화 교육 2회차’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6월 29일(월)이다. 주의사항은 온라
인 강의 수강 시 PC를 통해 시청해야만 참석
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모바일 웹과 코스모스
앱을 사용할 시 참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세한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문의 가능
하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4가지 선

작년보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신경써야
지난 5월 22일 기상청 소속 기후과학국 기
후예측과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에서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 것이라 평가됐다. 6월은 낮 동안에
더위가 지속되고 7월 하순에 본격적인 무더
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량은 평년
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집중호우의 영향이
클 것이며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
가 영향을 줄 것이라 안내했다.
6월 4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
보가 발효되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예상되
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
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
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
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
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함양, 산청, 함안, 김해를 거쳐 16시간 동안 총
260Km를 자전거로 달렸다.
1Km당 100원씩 총 26,000원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전액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을 검색하면 자세한 과정을 볼
수 있다.
후원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후원을 하고
싶다면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일반)
에 <2030, 학교가 간다> 코사싸 사랑의 싸이
클(코사싸) 안내의 글을 눌러 후원신청서를 다
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에서 주최하는 열여
덟 번째 한식 조리학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다
가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
시까지 스타센터 지하 2층 하림미션홀에서 열
린다.
이번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려질 마음의 선’이라는 메인
주제와 선에 대한 소주제 4개를 정했다. 첫 번
째 누구보다 고울 우리를 뜻하는 고울 선(鮮),
두 번째 받은 만큼 베풀 선(宣), 세 번째 나의
길을 갈 우리를 뜻하는 줄 선(線), 네 번째 기쁨
을 나눌 우리를 뜻하는 선물 선(膳)으로 정했다.
이번 전시회를 관람할 때 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개개인이 주제를 정해 표현하고 싶은 요
소들이 요리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제

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식조리학과 졸업 준비 위원회인 김현재(한
식조리학과 4학년)는 “학교생활을 함께 하면서
처음 졸업작품만 보아도 시작부터 힘들어 보였
지만, 결국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화려하게 막을 내렸
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그동안 고생 많았
다.”라는 응원의 말을 더했다.
차경희 교수(한식조리학과 학과장)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손님을 많이 초대하지만, 이번에
는 초대를 많이 못 드려서 아쉽다.”라며 아쉬움
을 전했다. “시간을 나누어 손님들이 일정한 간
격을 두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인원
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여 걱정하지 않으
셔도 된다. 그에 더해 전시장 방역과 열화상 카
메라 배치를 했다.”라고 안전에 집중을 가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QR코드를 스캔한
후 입장을, 외부인은 기록을 위해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초대받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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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

코로나19 경험 속에서 절제와 감사

서화자 교수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다. 코로나19 시대의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가? 이전에는 ‘자유’였는데, 이후에는 ‘절제’라
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각국이 봉쇄되면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
기>를 하자니, 먹고사는 경제활동이 문제이다. 이런 딜레마를 어
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지만, 최근
들어 조용한 확산이 여전하다. 결국, 제한된 자유, 속박된 자유
그것은 절제인데, 아마도 치료제와 백신이 나타나기까지는 자유
의 자리는 절제에게 철저히 양보해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불
투명하고 불확실함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제라는 거리를
둔 암묵 속에서 삶의 진실들을 물어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무스타파 달렙(차드 시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양상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
너지는 사회.. 코로나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
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
착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
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휴전. 전투
중지)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
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이렇게.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임마누
엘 칸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제 속에서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앞의
세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물어본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 자유로운 인간이, 자율적인 인간이 과연 그 자유가 속박되
고, 자율보다는 타율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코로나19 시대의 신앙생활도 자유롭지가 않다. 교회당을 출입
하자면 입구에서 체온을 검사 당하고, 인적 사항에 서명한다. 마
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찬송을 부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
어서 옆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적극적으로 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칸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다. 칸트의 제4비판서로 불리는
소위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라는 저서가 있다. 그 책 서
문에서 칸트는 “도덕은 불가피하게 종교에 이른다.”고 하였다.
도덕의 종착은 종교이고, 종교의 시작은 도덕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종교인들은 종교와 도덕은 마치 정교분리원
칙(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처럼 도교 분리(도덕과 종교)를 주
장할지 모른다. 마치 인간 세상의 도덕을 초월하여 종교는 저 하
늘나라의 신성한 영역인 것처럼, 그러나 나는 도덕과 종교는 불
가분의 관계임을 지지하고 싶다.
또한, 칸트는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면서도 인간에게는 자유의
지가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
가 있는데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고 실천이성의 법칙에
따르려면, 초월적 존재를 요청하게 되며 이 초월적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신의 현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 후 근대 철학의 대가인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명에는 그의
「실천이성비판」 의 결말에 쓰여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
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경외심과 존경심을 더해주는 것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마음속
의 도덕법칙이다.”
칸트의 묘비명에서 느끼는 것은 자유보다는 절제이다. 그리고
덧붙이면 감사인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이 그렇다. 인간을 초월
한 저 경이로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보고 벗어나려는 자유
가 결국 절제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내 마
음속의 도덕법칙(양심)은 늘 감사로 다가온다.
점점 더 코로나19의 피로도는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인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러한 때 나는 인간의 창조주께서 이미 마련해 둔 최초의 물줄기
를 다시 찾아 나서고 싶다. 무스타파 달렙이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했듯이, 칸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
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있듯이. 요즘 공관복음을 공부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한 분 예수의 초상이 나에겐 왜 그렇
게 짠하게 느껴져 다가왔는지.....
이제는 우리가 모두 모두를 향해서 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면
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임을, 이미
그렇게 해 왔어야 했음을 코로나19는 절제와 감사를 통해 가
르쳐 주고 있는 것 같다.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
쳐 선한 물결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흘러 캠퍼스에 퍼지기를 바
라는, 이 마음이 2020년 8월 30일 은퇴를 앞둔 한 교수의 소
원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구성원 모두는 절제하는 자유로 늘
감사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반짝이는 경이로운 별로, 인간 세상
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적 양심으로 휴머니티를 잃지 말자. 그리
고,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

새롭게 변신한 우리학교

20년도에 들어서 학교 건물 내 변화를 맞이했다. 겨울 방
학 동안 자유관 1층 해치 라운지가 완공됐다. 해치 라운지
위치는 기존에 있던 미화부원실과 CA실, 신임 교수 연구실
(113, 114호), 행정실 창고(112호) 공간을 연결하여 탈바꿈
했다. 해치 라운지를 개설하면서 미화부원실을 중앙현관 경

비실 맞은편에 신규로 만들고, 행정실 창고를 5층 동편 옥상
출입문 계단 옆 공간에 시설을 의뢰했다. 신임 교수 연구실
두 곳은 연구동으로 이전 요청을 했다. 새롭게 마련된 해치
라운지는 쾌적하며, 회의실도 갖춰져 있어 여러 명이 사용하
기에도 좋다.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자유관 해치 라운지 공사에 이어 천잠관에도 해치 라운지
가 신설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이번 여름 방학으로 예정
하고 있으며, 위치는 지하 104호부터 탁구대 위치까지 설치
할 계획이다.
해치 라운지뿐만 아니라 진리관 승강기 설치도 이른 시일
내 발동이 걸릴 예정이다. 인문대학 학생회가 학교 측에 진
리관 승강기 설치를 건의해, 학교 측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분배 문제 때문에 올해에는
어려우나 내년 혹은 내후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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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야, 웬일로 열심히
공부 중이야? 시험이
다가 오니까 너도
급하긴 하지?

아니! 시험 끝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고 있었어!

아이고 두통이야

지금 시험이 1주도 안 남았는데
이런거나 쓰고 있을 때야?
공부는 하면서
쓰고 있는 거지?

시험 공부는 내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해~

기말과제 제출에 이번엔
대면 시험을 실시하는
과목도 많은데
내일부터라니!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020년 8월 정년 퇴직 예정 교수님
강인선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김정호

경영대학 경제학과

서화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스튜어트

슈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장원길

공과대학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전오성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철

일반대학원 생명자원융합과학과

한태종

의과학대학 방사선학과

2020년 8월 정년 퇴직 예정 직원 선생님
한남희

총무처장

박종찬

체육부장 겸 학생지원실장

이석현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

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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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인해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미국국방
부가 2019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트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 번진 미국과 중
국의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 때문에 미국과 중
국 간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을 필두로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중국은 2049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의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도
전에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갈등은 경제적 측
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
건, 오바마 정부 때 18,343건에 달하는 대중국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본격적
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조작 의혹 등 그간 행해 오던 중국의 불공
정 무역관행을 모조리 없앨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
발하며, 중국도 34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 수입품에 25%
의 관세를 부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두 국가 간의 싸움
에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입기 시
작했다. 최대수입국인 미국과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규
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두 국가 중 더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에 비해 수출의존도
가 높은 중국은 2018년에 파산한 기업이 504만 개로 사
상 최대의 도산을 기록했다.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의 관세를 부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600
억 달러의 5~10%의 관세를 부가하는 보복을 행했다. 두
나라의 금액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
에서 수입하는 양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훨
씬 많다. 미국은 약 5,000억 달러, 중국은 13,000억 달
러로 서로 수입액에서부터 4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를 부가할 수입품이 없다.
두 국가는 2018년 12월 2일에 잠정 휴전을 맺게 되었
다. 과거에 발생한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산이라는 값싼 대체품을 찾지
못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반면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미 수출규모가 크므로 애초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시
작한 무역전쟁은 중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함을 의미한
다.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폭락을 거듭했다.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3,500선을 유지하고 있던
2,500선보다 더 낮은 선까지 추락했다. 또한 중국의 소비
자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의 첫 무역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2차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
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커
지고 있다. WHO 화상 총회에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개방성, 투명성,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며 언급했다. 반면, 중국 양회에서 중정치협상회의 대변인
은 미국 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념적
편견으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일지를 보면 2020년 5월 11일에 트
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하는 무역합의 재협상 관심 없어”
라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5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
이 등 미국 내 판매 금지명령을 연장했다.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
달했다.
이렇게 적대적인 이유는 단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로 미국 특성
상 연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을 보면, 미국
은 한차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증시는 더 성장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의 경제성장의 업적이 사라짐과 동시
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방법이 올
바르지 않고 압도적인 사망자와 확진
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적으
로 지지가 떨어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
령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격이다. 코
로나19에 대해 중국에게 책임을 거론
했다는 것은 보복성 관세를 통해 경제
를 부양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
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당시 미국
의 제품이 중국의 화웨이로 직접 가는
것을 제재했지만, 제3국 기업을 통해
서 가는 것도 막은 추가적 제재가 이
뤄졌다.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은 사실
상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가 대상이다. 지난해 있었던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화웨이에서 설계를 하면서 세계에서 반도체 위탁생산교부
로 1위인 TSMC에게 납품을 조달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제3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의 생산설비 등 기술을 활용해 만
든 반도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때 제재를 둔 것이다. 이
로 인해 화웨이 매출의 약 90% 정도 영향을 입게 될 것이
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은 우
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화웨이의 매출이 급
감함에 따라 화웨이 물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
출도 급감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웨이와는 달리 삼성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즉, 반
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미국
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될 미·중 무역전쟁
으로 두 당사국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가운
데 한국이 6위로 꼽혔다.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
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룩셈부르크는
금융과 정보산업, 철강 등이 주요 산업으로 교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위인 대만은
반도체, 컴퓨터, 플라스틱 등 제조품 부품이 주요 수출품목
이여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도 미·중 무역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이 전면전으로 나서게 되면 장기
집권체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국
가 간의 무역전쟁의 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외건전성 지표관리, 금융시장
안정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대응 등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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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어떻게 보
어떻게
보호하면
호하면 좋
좋을까?
을까?
디지털 성범죄 영상, 보는 것 자체가 범죄다
1999년 5월 속칭 ‘O양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포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이다. 그 이후 핸드
폰 카메라의 성능 향상,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 IT 기술
발전 등으로 일반인이 직접 음란물을 찍어 유통하기 시작한
다. 디지털 성범죄의 보편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역대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이전까지의 디지털 성범죄는 은
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영상을 유출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N번방 사건’은 피해자를 직접 약취·유인하여 성학대를 하
고 그 장면을 찍어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SNS에 공유한 것
이다. 피해자 가운데는 9살 된 초등학생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만, 영상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한번의 클릭이 영원한 피해로 나타난다
‘몰카’라는 단어에는 범죄보다는 장난이라는 인식이 더 많
이 담겨 있다. 현재는 몰카를 언론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정식용어는 아니다. 2017
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종합대
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지만, 사이버
성범죄 또는 성폭력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
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하겠다고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
위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범죄 장소가 디지털 공간이고 범행수단도 디지털화 되
었다는 특성이 있다.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
이트, P2P 등으로 퍼져나가는 속도와 범위는 오프라인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그 피해는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 또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그 영상은 인터넷 어딘
가에는 남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다운받아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또는 ‘디지털 세탁소’라는 직
업까지 생겨났지만, 일단 유포된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상
을 보고 알아볼까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성형과 개명
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2018년 문화체육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
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4%는 우리 사회
의 성범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97.6%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촬영자와 제작자를 강력하
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어
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불법촬영물 유포
(36.0%)’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32.4%)’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 음란물이
나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신고 건수는 모두 감소했지만, 사
이버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2017년 1만3,348건에
서 2019년 1만6,633건으로 약 20% 증가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여성가족
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리플릿」에 따르면
2018년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는 1,845명이었고 지원건수
는 2만3,838건이었다. 피해자는 여성 1,648명, 남성
197명으로 남성 피해자도 전체의 10.6%나 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영상유포 1,766건, 불법촬영 1,323건, 사이
버 괴롭힘 182건, 사진합성 105건, 몸캠 및 해킹 30건으
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영상촬영과 유포가 피해의 대부분
이지만 향후에는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이용한 합
성 사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유통 중인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속 얼굴 도용 피해
자의 25%가 한국 연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라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발
생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피
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은밀한 영상이 유포됐다는 충격과 자
신의 신상이 유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
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
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유포된 동영상은 어떻
게 삭제할 것인가’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
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
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통상적인 상담만 아니라
피해 영상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수사지원을 위한 체증
자료 작성, 신고 및 조사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
해 영상 삭제지원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유포, 재
재유포가 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입
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 영
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빠른 시간 안에 삭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부가 영상 삭제 등 범죄 피해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피해 영상 삭제 등에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
트럴플레이스 3층에 위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
터」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02735-8994 또는 지역번호 + 1366으로 전화상담이 가
능하다. 만약 온라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디지털 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에 들어가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돕고 있을까?

1. 미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민간기구인 사이버시민권보호
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이하, CCRI)는
2012년 8월부터 ‘피해자 직접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수집하는 ‘리벤지 포르노 종식(End Revenge Porn)운동’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항상 신고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핫라인 ‘Speak Up’을 운영
하고 있으며, 피해자용 질문지를 사이트에 게재하여 피해자
들이 익명으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수사･법률 지원시 활
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CCRI는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 3,044명을 대상으로 비동의 포르노 촬영 및 유포
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8명 중 1명
은 비동의 포르노 유포 피해 경험이 있었다. 또 유포 경험
이 있는 응답자의 79%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다. CCRI는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삭제
가이드(On-Line Removal Guide)를 제공하고 있다. 온
라인 삭제 가이드는 페이스북 등에서 개인이 스스로 삭제
할 수 있는 방법과 SNS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아동 성착취 예방정책(National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을 추
진하였고,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이하 CCCP)를 정책추진기구로 하였
다. CCCP는 웹사이트 www.Cybertip.ca를 만들어 아동
과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아동 포르노에 대한 신
고절차, 범위, 내용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
민이면 누구나 이러한 것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Cybertip과 연계된 NeedHelpNow.ca는 페이스
북, 스냅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
넷 플랫폼 회사의 정보삭제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신고자
의 삭제요청에 플랫폼 회사가 미온적일 때는 Cybertip에
서 직접 신고하고 삭제요청을 한다. CCCP는 가해자가 확
실한 경우, 피해자는 1단계 : 삭제요청 - 2단계 : 가해자
(유포자)에게 경고 메시지발송 – 3단계 : 법원에 예방조치

남완우 연구교수
요청 순으로 대응을 하고 있
(산학협력단)
다. 가해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CCCP는 2단계에서 가해자에
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본으로 저장할 것을 피해자
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 교사, 가족,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등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이드 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다. CCCP는 피해자 욕구에 기반한 심리적 지지,
법적 지원, 피해구제 및 보상, 피해사실에 대한 공론화 등
을 진행하며, 피해자 욕구 기반 안내는 피해 발생시 피해자
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말하거나 듣고 싶은가
를 묻고 상황별로 대처하도록 한다. CCCP는 아동포르노,
몸캠 피싱(Sextortion), 비동의 영상물 촬영 및 유포에 대
해 2002년부터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었다. 특히 교육자료는 대상별･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가해자 식별, 자신의 몸 보
호, 몸캠 피싱시 신고방법, 건강한 관계형성 등을 위한 교
육을 제공하고 있고, 성인에 대해서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
구분방법, 신고방법,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은 cybertip를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18세 이하 청소
년과 어린이는 만화, 게임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3. 호주
호주 정부는 2015년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을 인터넷 안
전위원(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으로 확대하
면서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온라인 안전 전반에 대한 정
보제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했다. 인터넷
안전위원은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체, 웹사이
트 및 콘텐츠 호스트에게 ‘삭제 통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삭
제 통지를 받은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체, 웹
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는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삭제를 하지 않게 되면 개인
에게는 최고 10만5,000 호주 달러의 민사벌금(civil
penalty), 기업에게는 최대 52만5,000 호주 달러의 민
사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된다. 인터넷 안전위원에서
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및 영상 삭제지원 등을 포함
한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부모, 보호자, 교육자를 위한 교
육자료,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안전위원
은 ‘이미지 기반 학대’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
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는 반드시 이별을 해야 한다
2019년 1월 30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자살한 피해
자들을 추모하는 ‘이름 없는 추모제’가 열렸지만, 그해 9월
병원 탈의실에 설치된 몰카에 찍힌 간호사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사회는 한쪽에서는 불
법촬영 근절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2019년 6월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자기 집에서 몰카를 찍은 것이 적발된 사건
과 관련해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돈 있는 집 아들이니 여
자들이 쉽게 잤을 거다”, “한국 여자들은 돈이 최고인가 보
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어떻게 몰카 가해자를 욕하지 않
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는 댓글에는 ‘좋아요’
만큼 ‘싫어요’가 나왔다. 핸드폰을 비롯한 모바일 도구의 발
전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찍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편리함에 편승하여 디지털 성범죄도
함께 만연하게 되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2020년 3월 5일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
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자 지원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서
울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방에서
도 직접 상담이 가능하면 한층 더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도 각종 사이트에는 여전
히 ㅇㅇ여대생, ㅇㅇ여친 등 이름으로 끊임없이 디지털 성
범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각자가 불법 영상을 촬영, 배포, 공유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
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질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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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란?

국내 프로
스포츠의
모
모
저
이

무관중 경기는 단어 그대로 관중없이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다. 현재 많은 스포츠 종목
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였다. 무관중 경기는 보통 문제
를 일으킨 구단에 대한 징계 또는, 시설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현재
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미뤄지다가 이미 이뤄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기에 예방 수칙
을 지키며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KBO는 현재
2020 KBO는 3월 28일에 개막 예정이었으나 리그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규시
즌 개막일을 5월 5일로 확정했다. 개막 초반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코로나
19 상황 추이를 보며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야구는 직관하는 재미가 큰 스포츠
로 두터운 팬층을 지니고 있다. KBO측은 이런 팬들에게 응답 하듯 비디오 판독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 해외 중
계 서비스 실시, 스포츠 앱을 적극 활용하며 최대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KBO의 홈페이
지에서 경기운영제도를 클릭하면 2020 달라지는 점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바뀐 규칙을 자세히 설명해주
고 있다.

5G로 집관하자!
기존의 중계 방식은 캐스터와 해설자가 한 팀의 편이거나 중립적으로 하는 편파 중계
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5G 기술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경기를 볼 수 있다. 뭐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즘, 직관보다 집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집관이 떠오르고 있다.

1.

프로야구 Live

가장 먼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고르면 그 날의 야구 일정표가 모두 나온다. 응원하는 팀의 소개와 겨루는 팀의 분
석을 볼 수 있다. 그 외, KBO팀의 전체적인 일정, 순위, 뉴스가 있다. 실시간 중계에서는 홈/1루/3루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포지션뷰, 원하는 장면을 실시간 다양한 각도로 돌려보는 매트릭스뷰, VR 등의 기능을 지니
고 있어 직관하는 것 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현장감 있는 집관이 가능하다.
(사진 : KT - 케이티 유튜브 참조)

2.

전국 각지에서 모여 각자의 팀을 응원하
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응원 풍선을 두들
기는 소리,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구장
전체를 울리는 함성 소리, 모두가 하나되
어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을.
아쉽게도 이번 년도에는 누릴 수 없는 행
복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의 팀을 응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U+ 프로야구

위에서 소개한 앱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MLB 해외 야구도 중계를 지원한다. 실시간 중계에서 경기장의 구석
구석 원하는 곳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경기장 줌인, 원하는 속도와 보고싶은 각도로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리며 홈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홈 밀착영상, 홈, 1루, 3루, 외야방면의 원하는 경기 상황을 골라보는 포지션별 영
상, 실시간 중계 중에도 주요 장면을 돌려보는 주요장면 보기, 팀 간, 투수-타자간 비교 데이터를 즉각 볼 수 있는
상대 전적비교, 최대 5경기까지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동시 시청 등의 기능으로 풍부한 집관이 가능하다.
두 어플은 통신사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해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사진 : LG 유튜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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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는 현재

KBO와 K리그의 해외 반응

K리그 또한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 했었지만 코로나19
로 인한 분위기가 누그러들자 지난 5월 8일 개막으로 확정
지었다. 이번 시즌에서 바뀐 점은 K리그 1은 12개 팀이 총
22경기를 진행한 뒤 성적에 따라 상위 6팀, 하위 6팀이 총
5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시즌을 운영한다. K리그 1의 정규
라운드는 모든 팀이 홈경기 11회, 원정경기 11회를 동일하게
치룬다. K리그 2는 10개팀이 3라운드씩 총 27경기를 진행
한다. 리그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경기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런 노력 덕에 월드리그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세
계 각국의 리그가 중단되거나 개막을 연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K리그가 좋은 선례로 제
시될 수 있다면서 리그 운영 메뉴얼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전북현대 제공)

코로나19로 해외 스포츠의 개막이 미뤄지면서 한국 프로스포츠에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다. 더불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유행어(MEME)를 탄생시키며 즐기고 있다.
KBO에서 홈런을 날리면 흔히 빠던이라고 배트를 던지는 행위가 있다. MLB에서는 배
트를 던지는 순간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야구의 팬들은 한국의 빠던 문
화를 신선해 하며, 각종 SNS에서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K리그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28.2백만 팔로워를 가진 계정에 K리그
의 영상이 올라와 각국의 팬들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직접 느
껴보자.

SNS로 보는 한국 프로스포츠의 반응

그 외 종목은?
KOVO 프로 배구는 작년 10월 12일에 개막하여 지난 3월 1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3월 3일 경기부터 상황 호전 시까지 도드람 2019~2020 V-리그를 일시 중단했지
만, 3월 23일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시즌 우승팀은 없으며, 5라운드 종료 순위
기준으로 남자부는 1등 우리카드, 2등 대한항공, 3등 현대캐피탈, 여자부는 1등 현대
건설, 2등 GS칼텍스, 3등 흥국생명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KBL 프로 농구는 작년 10월 5일에 개막하여 지난 2월 26일 경기부터 상황이 개선
될 때까지 올 시즌 잔여 일정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경기를 중
단했다. 3월 24일을 기준으로 1등 원주 DB, 서울 SK(공동 1위) 3위 : 안양 KGC 순
으로 순위를 정하여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의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WKBL 여자 프로 농구는 작년 10월 19일에 개막하여 지난 2월 21일 경기부터 무기
한 무관중 경기를 실시해 3월 9일 경기 종료 시점의 순위로 1등 우리은행 위비, 2등
KB스타즈, 3등 하나은행의 순으로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의 시즌을
조기 종료 했다.
(사진 : 인스타그램, 트위터 참조)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1) 절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사자성어
2) 생체에 대한 역학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3)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으로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OOO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4)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5)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6) 한 그루의 식물 안에서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머리에 붙이는 현상
7)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900호 퀴즈 정답자 5인]

1. 박아현 (사회복지학과) 2. 유승연 (상담심리학과)
3. 임서현 (수학교육과) 4. 송해린 (상담심리학과)
5. 오미성 (한국어문학과)

1.
1)

2.

3.
2)

세로
1. 비즈니스와 관련된 범죄로, 사회의 지도층이 범하는
범죄이다. 사회의 관리적 및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일
3.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41호에 위치하며 체계적인
진로서비스 및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
5.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6. 강철 막대를 정삼각형으로 구부려 한쪽 끝을 실로
매달고 금속 봉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
7. 어떤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모든 일, 온갖 사건을 뜻하는 단어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7월 1일(수)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3)
4)

5.

4.
5)

6)

6.

7.

8.

7)

지난
900호
(2020년
6월 3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1.
2.
3.
4.
5.
6.
7.

가로
십자말풀이
이솝우화
상평통보
번아웃증후군
문방사우
라이트형제
단서

세로
1. 풀먹이동물
2. 화상채팅
3. 보증수표
4. 동국여지승람
5. 우편번호
6. 증강현실
7. 사문서
8. 우유부단

7

8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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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

진서연 기자
(wlstjdus1@jj.ac.kr)

우리의 생활에 많이 녹아 든 일회용품들, 조금이나마 줄여본다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우리 기자들은 약 2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줄여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평소보다 더 실감하게 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일회용품의 영향을 받는지 느껴 보길 바란다.

박지연 기자
(Jiyeon4260@jj.ac.kr)
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냄비가 무겁고 뜨거워서 들고 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쓰지 않기’를 지키기 위해 서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다.
6월 4일 목요일
점심을 대신해 간단한 먹거리를 사러 집 앞 편의점에 갔다. 물건을 고르다가 순간 일회용
품 없이 살기가 떠올라 다시 물건을 고르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다시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귀찮은 일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5일 금요일, 6월 8일 월요일
이날에는 친구와 같이 과제 할 겸 만나기 위해 카페에 왔다. 요
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 보다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텀블러를 따로 챙겨 커피를 담아달라
고 말했다. 텀블러에 담아 마시니 일회용품 없이 살기에 충실
히 임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뿌듯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은 알바 대타가 있는 날이었다. 떡볶이집 알바생인 나는
알바 대타를 나간 김에 떡볶이를 포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어 따로 냄비를 챙겨갔다. 떡볶이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모든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떡볶이와 토핑을 냄비에 넣
어 포장했다. 냄비를 들고 20분 동안 집으로 걸어왔더니 땀

6월 8일~6월 12일
전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을 아무 생각 없이 썼다. 그
러다 문득 볼펜도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이 들어 필통에 안
쓰고 있었던 연필을 꺼내 사용했다. 6월 9일에는 잠깐 까
먹을 뻔했지만 바로 볼펜을 내려놓고 연필로 필기를 했다.
필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할 때는 연필로도 잘 보이
게끔 진하게 표시를 하고, 정 안 보이면 색연필을 이용했
다.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볼펜의 유혹을 견디고 꾸준히 연필과 색연필을 썼다.
후기
약 2주일간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시작한 지 며칠이 지
났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자주 깜빡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 나를 다독이며 할 수 있다는 마음
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다짐했고 플라스틱 없이 사는 날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달았을 때는 습관처럼 스스로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런 나를 보며 ‘나
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지속적인 실천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겠
다고 생각했다.

진서하 기자
(201915015@jj.ac.kr)

6월 2일 화요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참 편리한 것이 있다. 바로 비닐봉지인데,
비닐봉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 중 하나였다. 이곳
저곳에서 물건을 계산한 후 건네주는 비닐봉지를 거절하고 가게
밖으로 막 나왔을 때는 ‘받아서 쓸걸..’ 하며 조금의 후회는 들었
지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비닐봉지 대신 나의 손을 사용해주
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손으로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없었다. 덕분에 과소비도 줄일 수도 있었다.
6월 6일 토요일
집 근처 편의점을 갔다. 요즘 편의점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
다. 주전부리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식을 데워 먹을
까 생각하며 전자레인지 앞으로 갔다. 전자레인지 한쪽에 한 움
큼 꽂혀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들이 눈에 들어왔다. 음식 먹을
때 사용할까 하며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일회용품 없이 살
아보기’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나무젓가락을 사용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쇠젓가락을 사용하기로 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구매했던 주
전부리들 모두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편의점이 편리해서 좋
지만 일회용품의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다.

6월 8일 월요일
치과를 다녀오고 나서 약들을 샀다.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면
한 손에 간단히 들고 올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에 들고 가기
로 했다. 덕분에 손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일회용품 하나 안 썼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비
닐봉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행동을 했던 지난날
이 떠올랐다. 약 21년간 살아가며 얼마나 쓰고 버려졌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6월 10일 수요일
신문사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식후에 먹는 커피 한 잔은 사소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달콤한 음료를 먹고 있으면 더운 여
름의 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득 그동안 회의하며 빠
짐없이 먹었던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이 마음에 쓰였다. 가볍
고 휴대성이 좋아 어느 포장 용기에도 사용되는 플라스틱. 이
것이 분해되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하나가 온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은
20년 이상은 있어야 분해가 된다고 한다.
후기 집 안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다.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우
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용품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들이 빠지지 않았다. 자각하기 전까
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문제점을 인식했으니 조금 더 친환경적인 물건을 소비하고, 조금
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다. 지구의 깨끗한 미래를 바라며, 이 글
을 읽는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녹색 소비를 지향하면 더 좋을 것 같다.

6월 1일 ~ 6월 5일
오늘은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크림치즈 베이글을
사 갔다. 평소라면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받고 플
라스틱 빨대를 꽂아 마셨겠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달랐다. 선물
로 받은 리유저블(reusable) 텀블러와 예전에 사두었던 실리
콘 빨대를 가져왔다. 커피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텀블러에 담
아 달라는 말과 함께 베이글을 먹기 위해 같이 제공되는 일회용 나이프와 포크는 빼달라
고 부탁드렸다.
6월 5일 저녁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했는데, 배달 시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이 걸렸다. 직접 매장으로 가서 포장해오고 싶었지만, 고민 끝
에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배달의 민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
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주문 시 포장 용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다. 점차 배달음식 주문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6월 6일
친구와 약속이 있어 대전에 갔다. 가는 길에 목이 말라 카페에 들려 음료수를 시켰다. 이
때도 텀블러와 실리콘 빨대를 가져와서 사용했다. 짐이 많았기 때문에 짐도 들면서 텀블
러를 들기에는 손이 부족했다. 만약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면 편리했겠지만, 쓰레기통에 잔뜩 버려진 플라스틱 컵과 빨대 더미를 보니 속에 버
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이 아깝고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8일
오늘은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다. 쓰레기통을 보니 내가 사 마신 물병들이 쌓여있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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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 스스로 자원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심각성을 느꼈
다. 물을 끓여 먹기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물을 사
서 마시던 것들이, 알고 보니 내 돈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행
동이었다. 나는 저 많은 플라스틱병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
지 고민해보았다.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는 병뚜껑과 플라스틱
고리, 플라스틱병, 그리고 비닐 라벨을 각각 따로 분리수거 해
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고리가 혹시 바다나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물고기나 해양생물들의 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리를 한
번 잘라서 버리는 게 좋다고 한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지만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오
래 걸리지도 않아서 가족들과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다. 또 일주일 치의
페트병을 모두 분리수거를 하면서 앞으로는 물도 끓여서 마셔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시는
순간에는 편했지만 버리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6월 10일
아침으로 요플레를 먹었다. 요플레 제품의 용기가 플라스틱이
라는 것을 깨닫고 새삼 우리 삶에 플라스틱이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숟가락은 쇠숟가락을 이용했다. 플라스틱 수저보다 쇠
로 된 수저가 크기가 더 커서 요플레를 많이 먹을 수 있어 좋
았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사용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동안 마트에서 들고 온 플라스틱 수저들이 아까웠다.
후기
우리의 일상은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필기 시 사용하는 펜, 칫솔, 우산, 빨대,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등 심지어 세안용 클렌징폼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목에 페트병
이 낀 채 살아가는 길고양이,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 발견된 플라스틱들, 몸통에 페
트병 고리가 끼인 채 평생을 살아간 바다거북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느새 지구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대한 물질로 점령당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민하 기자

장채원 기자

(minha37@jj.ac.kr)

(jcw2454370@jj.ac.kr)

6월 5일
학원이 끝나고 저녁을 먹을 겸 배달 앱으
로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에서 포장에 사용될 일회용품이 걱정되었
는데, 사진과 같이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주문 문구가 눈에 띄었다. 나
는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민 없이 바로 체크했다.
6월 9일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로 테이크 아웃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
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커피를 물병에 담아서 먹어야겠다고 생
각했다. 카페에 들러 직원분께 커피를 물병에 담아 달라고 요청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 카페에 가서 직접 물병에 담아
온 게 처음이기도 했고,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조금이나마 줄인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밖에서 혹시라도 일회용품 수저를 사용할 일이 생
길지 모르니 한동안 가방에 수저, 젓가락 통을 가지고 다녔
다. 친구들과 밖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게 잦아져서 음
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개인 수저통을 사용했다. 번거롭다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내게는 오히려 기
분 좋은 일이었다.
후기
나는 평소에 플라스틱에 대해 의식하는 편이 아니었다. 막상 신경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일회용품 없이 살기는 2주일 동
안이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나 하나
로 인해 내 주변 친구들까지도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플
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
기를 통해 나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다.

기획

5월 30일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실천
해보자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봤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
하는 모든 물건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3일
나는 과제나 시험공부를 할 때 카페를 주로 이용하곤 한다. 우
리가 음료를 마실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오염에 많
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
보자고 생각했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들고 다녔는데, 일일이 챙
겨 다니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 막상 사용
해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아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다.
6월 6일
얼마 전에는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 찾아보다 유리로 만들어
진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리로 만든 케이
스라면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도움이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
고, 처음으로 유리로 된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사용하면
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은 플라스틱 케이스보
다 강화유리 케이스를 더 즐겨 사용하고 있다.
6월 8일
오늘 엄마에게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물병을 유리 물병으로 바꿔보
자는 제안을 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플라스틱 물병이 유리 물
병보다 설거지해도 세균 증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사를 볼 수 있
었다. 엄마에게 알려드리자 ‘이제부터는 유리 물병으로 사용하자.’고
하셨다.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한 느낌을 받았다.
후기 그동안 나는 플라스틱 사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 찾아보면 같은 물건이라
도 플라스틱 대신 만들어져 사용 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아니더라
도 지구를 위해서라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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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

진서연 기자
(wlstjdus1@jj.ac.kr)

우리의 생활에 많이 녹아 든 일회용품들, 조금이나마 줄여본다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환경의 날을 맞이해 우리 기자들은 약 2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줄여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평소보다 더 실감하게 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일회용품의 영향을 받는지 느껴 보길 바란다.

박지연 기자
(Jiyeon4260@jj.ac.kr)
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냄비가 무겁고 뜨거워서 들고 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쓰지 않기’를 지키기 위해 서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다.
6월 4일 목요일
점심을 대신해 간단한 먹거리를 사러 집 앞 편의점에 갔다. 물건을 고르다가 순간 일회용
품 없이 살기가 떠올라 다시 물건을 고르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다시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귀찮은 일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5일 금요일, 6월 8일 월요일
이날에는 친구와 같이 과제 할 겸 만나기 위해 카페에 왔다. 요
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 보다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텀블러를 따로 챙겨 커피를 담아달라
고 말했다. 텀블러에 담아 마시니 일회용품 없이 살기에 충실
히 임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뿌듯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은 알바 대타가 있는 날이었다. 떡볶이집 알바생인 나는
알바 대타를 나간 김에 떡볶이를 포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어 따로 냄비를 챙겨갔다. 떡볶이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모든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떡볶이와 토핑을 냄비에 넣
어 포장했다. 냄비를 들고 20분 동안 집으로 걸어왔더니 땀

6월 8일~6월 12일
전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을 아무 생각 없이 썼다. 그
러다 문득 볼펜도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이 들어 필통에 안
쓰고 있었던 연필을 꺼내 사용했다. 6월 9일에는 잠깐 까
먹을 뻔했지만 바로 볼펜을 내려놓고 연필로 필기를 했다.
필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할 때는 연필로도 잘 보이
게끔 진하게 표시를 하고, 정 안 보이면 색연필을 이용했
다.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볼펜의 유혹을 견디고 꾸준히 연필과 색연필을 썼다.
후기
약 2주일간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시작한 지 며칠이 지
났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자주 깜빡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 나를 다독이며 할 수 있다는 마음
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다짐했고 플라스틱 없이 사는 날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달았을 때는 습관처럼 스스로 플라스틱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런 나를 보며 ‘나
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지속적인 실천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겠
다고 생각했다.

진서하 기자
(201915015@jj.ac.kr)

6월 2일 화요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참 편리한 것이 있다. 바로 비닐봉지인데,
비닐봉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 중 하나였다. 이곳
저곳에서 물건을 계산한 후 건네주는 비닐봉지를 거절하고 가게
밖으로 막 나왔을 때는 ‘받아서 쓸걸..’ 하며 조금의 후회는 들었
지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비닐봉지 대신 나의 손을 사용해주
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손으로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없었다. 덕분에 과소비도 줄일 수도 있었다.
6월 6일 토요일
집 근처 편의점을 갔다. 요즘 편의점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
다. 주전부리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식을 데워 먹을
까 생각하며 전자레인지 앞으로 갔다. 전자레인지 한쪽에 한 움
큼 꽂혀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들이 눈에 들어왔다. 음식 먹을
때 사용할까 하며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일회용품 없이 살
아보기’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나무젓가락을 사용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쇠젓가락을 사용하기로 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구매했던 주
전부리들 모두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편의점이 편리해서 좋
지만 일회용품의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다.

6월 8일 월요일
치과를 다녀오고 나서 약들을 샀다.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면
한 손에 간단히 들고 올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에 들고 가기
로 했다. 덕분에 손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일회용품 하나 안 썼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비
닐봉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행동을 했던 지난날
이 떠올랐다. 약 21년간 살아가며 얼마나 쓰고 버려졌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6월 10일 수요일
신문사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식후에 먹는 커피 한 잔은 사소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달콤한 음료를 먹고 있으면 더운 여
름의 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득 그동안 회의하며 빠
짐없이 먹었던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이 마음에 쓰였다. 가볍
고 휴대성이 좋아 어느 포장 용기에도 사용되는 플라스틱. 이
것이 분해되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하나가 온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은
20년 이상은 있어야 분해가 된다고 한다.
후기 집 안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다.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우
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용품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들이 빠지지 않았다. 자각하기 전까
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문제점을 인식했으니 조금 더 친환경적인 물건을 소비하고, 조금
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다. 지구의 깨끗한 미래를 바라며, 이 글
을 읽는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녹색 소비를 지향하면 더 좋을 것 같다.

6월 1일 ~ 6월 5일
오늘은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크림치즈 베이글을
사 갔다. 평소라면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받고 플
라스틱 빨대를 꽂아 마셨겠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달랐다. 선물
로 받은 리유저블(reusable) 텀블러와 예전에 사두었던 실리
콘 빨대를 가져왔다. 커피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텀블러에 담
아 달라는 말과 함께 베이글을 먹기 위해 같이 제공되는 일회용 나이프와 포크는 빼달라
고 부탁드렸다.
6월 5일 저녁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했는데, 배달 시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이 걸렸다. 직접 매장으로 가서 포장해오고 싶었지만, 고민 끝
에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배달의 민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
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주문 시 포장 용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다. 점차 배달음식 주문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6월 6일
친구와 약속이 있어 대전에 갔다. 가는 길에 목이 말라 카페에 들려 음료수를 시켰다. 이
때도 텀블러와 실리콘 빨대를 가져와서 사용했다. 짐이 많았기 때문에 짐도 들면서 텀블
러를 들기에는 손이 부족했다. 만약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면 편리했겠지만, 쓰레기통에 잔뜩 버려진 플라스틱 컵과 빨대 더미를 보니 속에 버
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이 아깝고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8일
오늘은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다. 쓰레기통을 보니 내가 사 마신 물병들이 쌓여있었다. “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금 나 스스로 자원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심각성을 느꼈
다. 물을 끓여 먹기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물을 사
서 마시던 것들이, 알고 보니 내 돈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행
동이었다. 나는 저 많은 플라스틱병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
지 고민해보았다.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는 병뚜껑과 플라스틱
고리, 플라스틱병, 그리고 비닐 라벨을 각각 따로 분리수거 해
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고리가 혹시 바다나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물고기나 해양생물들의 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리를 한
번 잘라서 버리는 게 좋다고 한다.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지만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오
래 걸리지도 않아서 가족들과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다. 또 일주일 치의
페트병을 모두 분리수거를 하면서 앞으로는 물도 끓여서 마셔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시는
순간에는 편했지만 버리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6월 10일
아침으로 요플레를 먹었다. 요플레 제품의 용기가 플라스틱이
라는 것을 깨닫고 새삼 우리 삶에 플라스틱이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숟가락은 쇠숟가락을 이용했다. 플라스틱 수저보다 쇠
로 된 수저가 크기가 더 커서 요플레를 많이 먹을 수 있어 좋
았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사용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동안 마트에서 들고 온 플라스틱 수저들이 아까웠다.
후기
우리의 일상은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필기 시 사용하는 펜, 칫솔, 우산, 빨대,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등 심지어 세안용 클렌징폼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목에 페트병
이 낀 채 살아가는 길고양이,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 발견된 플라스틱들, 몸통에 페
트병 고리가 끼인 채 평생을 살아간 바다거북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느새 지구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대한 물질로 점령당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민하 기자

장채원 기자

(minha37@jj.ac.kr)

(jcw2454370@jj.ac.kr)

6월 5일
학원이 끝나고 저녁을 먹을 겸 배달 앱으
로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에서 포장에 사용될 일회용품이 걱정되었
는데, 사진과 같이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주문 문구가 눈에 띄었다. 나
는 일회용품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민 없이 바로 체크했다.
6월 9일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로 테이크 아웃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
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커피를 물병에 담아서 먹어야겠다고 생
각했다. 카페에 들러 직원분께 커피를 물병에 담아 달라고 요청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 카페에 가서 직접 물병에 담아
온 게 처음이기도 했고,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조금이나마 줄인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밖에서 혹시라도 일회용품 수저를 사용할 일이 생
길지 모르니 한동안 가방에 수저, 젓가락 통을 가지고 다녔
다. 친구들과 밖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게 잦아져서 음
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개인 수저통을 사용했다. 번거롭다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내게는 오히려 기
분 좋은 일이었다.
후기
나는 평소에 플라스틱에 대해 의식하는 편이 아니었다. 막상 신경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일회용품 없이 살기는 2주일 동
안이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나 하나
로 인해 내 주변 친구들까지도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플
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
기를 통해 나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다.

기획

5월 30일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2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실천
해보자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봤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
하는 모든 물건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3일
나는 과제나 시험공부를 할 때 카페를 주로 이용하곤 한다. 우
리가 음료를 마실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오염에 많
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
보자고 생각했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들고 다녔는데, 일일이 챙
겨 다니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 막상 사용
해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아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다.
6월 6일
얼마 전에는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 찾아보다 유리로 만들어
진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리로 만든 케이
스라면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도움이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
고, 처음으로 유리로 된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사용하면
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은 플라스틱 케이스보
다 강화유리 케이스를 더 즐겨 사용하고 있다.
6월 8일
오늘 엄마에게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물병을 유리 물병으로 바꿔보
자는 제안을 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플라스틱 물병이 유리 물
병보다 설거지해도 세균 증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사를 볼 수 있
었다. 엄마에게 알려드리자 ‘이제부터는 유리 물병으로 사용하자.’고
하셨다.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한 느낌을 받았다.
후기 그동안 나는 플라스틱 사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 찾아보면 같은 물건이라
도 플라스틱 대신 만들어져 사용 가능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아니더라
도 지구를 위해서라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9

10 신앙과 선교

제901호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2020-1학기 채플 진행
소명채플 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
운 정원에 산다. 이 정원에는 먹고 잠
자고 일하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는 일
상이라는 작은 꽃들로부터 찬송과 묵
상과 침묵과 관상의 깊은 골짜기까지
하늘나라의 풍성함과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정원을 찬찬히 거닐면서 하
늘나라의 풍성함과 신비를 체험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하나
님이 사랑하는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
이다.

국가적인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
산 방지 및 대처 차원에서 2020 1학기 채플
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오프라인 개강이 진
행될지라도 채플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로 진행되며, 각 채플의 특성에 맞게 테마를
유지하며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소명채플’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김관
식 교수님(소명채플 담당교수)과 진경환 선생
님(소명채플 담당 행정원)을 인터뷰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관식 교수님 : 안녕하십니까? 소명 채플
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식 교수입니다.
진경환 선생님 : 안녕하세요 소명채플을 담
당하고 있는 진경환 행정원입니다.

Q.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채플을 진행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Q. 소명채플의 담당으로서 소명채플의
큰 장점(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관식 교수님 : 채플을 진행하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
하면서 알아가는 중요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
지 못함이 가장 힘이 듭니다.

김관식 교수님 : 소명채플은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SQ(인간다움)를 통
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진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흥미가 있는
지 알게 됨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
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및 도우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음료, 간식, 충전기 등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채플에 접근하기 편하고 소통이 잘 되는 장점
이 있습니다.
진경환 선생님 : 전주대학교에는 크게 4종
류의 채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명채플
은 미래 중심적이고 학생의 능력과 성향을 스
스로 돌아보며 파악하는 것에 내용이 중점적
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단순 강의에서 벗어
나 원탁형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따뜻
한 분위기를 위해 커피, 간식 등 많은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진행되는 강의 특
성상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내 모습을 서로 찾아줄
수 있고, 나눔과 토론 활동은 여러분들의 미
래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문

진경환 선생님 : 소명채플은 SQ 검사를 기
반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었습
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SQ 검
사뿐만 아니라 나눔과 토론 자체가 어려워졌
습니다. 때문에 소명채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과 강점이 약해졌습니다. 직접 교수님과 학생
들이 소통하고 진중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희석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온라인 강의 속에 더
깊은 내용을 넣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명채플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김관식 교수님 : 사랑하는 소명채플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채플 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시
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학기 동안 수
고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 채플을 통해
서 여러분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
다. 잘 적용하시고, 특히 감사 노트를 계속해
서 써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곧 있으면 방
학인데,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
에 뵙도록 할게요. 기말고사도 파이팅입니다.
진경환 선생님 :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
음에 따라 2학기 강의도 대면 수업이 확실하
지 않아졌습니다. 하루빨리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
게 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
을 기대하며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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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
시기에, 하나님이 그저 좋기에 무엇을
성취하려는 바램과 욕구를 넘어 그냥
그분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다. 인격
적이고 영적인 분이신 하나님은 나에
게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
다. 그 구원과 사랑의 풍성함이 이 세
상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깊고 넓고
높은 것이기에 기도로 이뤄지는 것은
기도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분
과 나누는 깊은 친밀감과 사귐이다. 그
래서 기도는 언어로 전하고 싶은 내용
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신비로 남는
다.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
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
계와 나의 일상에서 당신이 일하고 계
심을 느끼며 인지하는 감각과 지성의
과정이요,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
와 나를 끌고 올라가는 성령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마음의 과정이다. 그렇
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
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 안에 잠잠히 머물기를 청
하는 것이다.
▼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은 무
엇을 간절히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머무
름이 있을 때 비로소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이뤄진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15:7).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자비와 긍휼히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신음이 들립니다. 지구촌의 모든
골짜기에 눈물이 고입니다. 국경선 없는 아
픔과 슬픔이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
에 문명의 역사가 급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
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급
한 평가를 연기하고 어설픈 결단을 자제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시
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혼돈의 때에 인류의 등대가 되어 주
옵소서.
전주대를 세우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붙들어 주신 주님, 전주대의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
하는 학우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싶습니
다. 그런 사랑의 섬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
울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
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
소서.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동
문 모두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
익을 앞세우는 도덕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
소서. 전주대 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인격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도덕의 강물이 시원하
게 관통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국토의 크기나 국민의 규모가 선진국의 기
준이 아님을 목격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학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와 연
합과 협력의 모델을 전국에 수혈하는 전주대
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전주대 가
족 모두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은총
을 베푸시고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옵소
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의 눈
물을 닦아 주시고 갈라진 관계를 봉합해 주
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제901호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 대학교회 담임목사)

선교 이야기

진리의샘
대학 안에서든 밖에서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타인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전통과 규범이 공존한
다. 이토록 다양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
고 가장 잘하고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는
어디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
두운 세상의 빛과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직업과 학문의 다양성을 알지 못하면
소수의 몇몇 직종과 전공 분야에서 과도한 경
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회는 막대한 불화
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소수의 특정한
자리를 두고 서로가 유일한 태양이 되려고 다
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
든 사람은 중복이 없고 재탕이 없을 정도로 특
별하고 고유하다. 지문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
사 전체에서 나와 타인이 같을 비율은
87*10~11%이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다고 한다. 혹시 같더라도 지문 이외에 다
른 무수히 많은 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인간은 저마다 고유하고 그래서 고유하
게 소중하다. 성경은 하늘에 별들이 각자의 자
리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각자의
고유한 자리를 갖는다고 가르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딱 한 사람만 죄인이라 할지

추억의 저장소에 행복한 추억이 많으면 마음
이 풍성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만나기를 두
렵게 만들었다. 만남이 어색하게 만들었다. 공
동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몹쓸 친구!

이진호 교수

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의 회복을 다른
아흔아홉 의인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한다(눅15:7).

은 시간과 에너지를 퍼부어야 한다. 개인의 인
생에도 큰 손실이고 사회적인 낭비도 막대하
다.

사회의 분위기와 유행의 파도에 휩쓸려 자신
에게 맞지도 않는 직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고 또 무익하다. 나의 적성에 맞
고, 나의 재능에 맞고, 사회의 필요에 맞는 것
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명이
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성을 발견하고 적성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인생이 놀이이고 놀이가
인생이다. 자신의 고유한 적성과 재능을 발견
하는 것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첩경이
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부적인 재능을 따라잡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에디슨은 천재성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시간 주립대의 잭
햄 브릭 교수 연구팀은 노력의 가치를 역설하
는 “10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음악이나 스포츠 분야의 실력에서 차지하는
노력의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학술적인 분
야에서는 고작 4%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는 어떠한 분야이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따
라 진로와 직장의 분야를 택한다면 80%의 점
수를 따고 들어감을 의미한다. 적성이 맞지 않
은 곳에서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인류라는 공동체 안
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지체로 만드셨다. 학문
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삶의 방식이나 각자
에게 고유한 기호와 적성을 주셨고, 각자가 최
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유한 재능과
은사도 베푸셨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를 개발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잘 할 수 있
는 일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이웃에
게 가장 큰 유익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다. 이러한 행
복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누
구인지, 어떤 적성을 가졌는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적성
과 재능을 갖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하고 기도해야 한다. 개개
인의 적성과 재능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공
동체를 섬기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개발하고 활용해야할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
전주대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
인지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졸업 이후에 어디
를 가든지 칭찬과 존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
절히 기도한다.

2030 프로젝트 ‘학교가 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몹쓸 친구다. 20학번
새내기의 행복과 사랑받는 축복을 건너뛰어
버렸다. 동료 간 누리는 따스한 공동체의 기쁨
도 앗아갔다. 엠티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떠한
가? 체육대회의 함성은 어떠한가? 5월의 꽃
이라 할 수 있는 대동제는 어떠한가? 그 몹쓸
친구 덕분에 모두 사라졌다. 우리의 추억도 함
께...

(선교지원실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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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채플에서 2030프로젝트 ‘학교가 간다’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 20학번 30명의 학
생에게 신청받아 성품채플 팀이 찾아가서 위
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다.
학교에 못 오니 학교가 가겠다는 것이다. 사랑
을 못 받으니 사랑을 주겠다는 취지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생기가 돋는다. 웃음이 핀다. 새내
기 꽃이다. 여름에 피는 꽃은 어찌 그리 향기
로운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코사싸’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 몹쓸 친구
를 뚫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뭐 도로에 돌
이 있으면 치우고 달리면 되지 않겠는가? 전
주에서 부산까지 260Km 정도의 여정을 싸
이클을 타고 달려가 부산에 사는 학생에게 전
주대의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자는 취지다. 그
리고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은 1Km
당 100원씩 후원으로 참여해 줬다. 성공을 위
해서 26,000원 정도 후원하는 특심자도 모
집했다.
6월 9일(화) 새벽 12시 30분 출발했다. 선교
지원실 이진호 교수, 오황제 선생, 조경석 선
생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사이클을 타고 촬영
스텝 6명이 동행했다. 대부분 20학번 새내기
로 꾸려졌고,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다.
지금도 유튜브에 ‘임동성’을 검색하면 그 여정
을 볼 수 있다. 마산을 좀 넘어가면서 부산에
있는 학생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이 오후 6
시였는데, 이 정도의 속도로 가면 도무지 제시
간에 들어가지 못할 듯하여, 에스코트하고 촬
영하는 차량 팀을 먼저 보냈다. 그편으로 선물
과 마음을 실어서... 사실 만나러 가는 부산
사는 학생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사실
을 알리지 않았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듯하

여... 에스코트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조심
조심,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만 안전하게 밤길
을 달리기 시작했다. 만나러 가는 학생을 차량
팀이 만나고 선물을 전했나 보다. 감사의 영상
전화가 왔다.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렇게 만나려고 달렸는데 막상 만나지 못한 아
쉬움과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생의
마음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눈물이었
다.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의 은혜로 무사히 부산에 도착하고 일정을 마
무리 할 수 있었다. 새벽 12시 30분에 출발
해 밤 9시 30분에 도착했다. 21시간의 자전
거 여행. 사랑으로 뚫고야 말았다. 장학금으로
7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답지했다. 참여하
시는 분들은 200여 명이 넘었다. 은혜를 전
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
몹쓸 친구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
니다. 이 친구 덕분에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되
었고, 더 큰 감동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
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2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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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해외
인턴십,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자!
가자!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에서는 매년 재학 중인 3-4학년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일본 호텔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동계 방학 기간부터 최근까지 인턴십을 경험하고
온 두 학우의 이야기를 통해 해외 인턴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 혁 : 안녕하세요. 일본언어문화학과 3학년 장 혁입니다.
박세웅 : 안녕하세요. 일본언어문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영어로 접객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매끄럽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 고객 응대가 힘들었습니
다. 호텔 일이니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영어가
선행돼야 하는데 일본어에만 신경이 쏠렸던 듯합니다.

Q.먼저 지원하시게 된 동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장 혁 : 저는 원래부터 꿈을 호텔 관련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2학년 재학 중에 학과 안내를 통해 학교로부터 지원
도 받으면서 호텔에 경험을 쌓으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전
해 듣게 되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학점도 챙
길 수 있어 휴학을 하고 다녀온다는 부담도 덜었습니다.
박세웅 : 이제 4학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맞는 길을 가
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
을 갖기 위해 도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4학년이기 때문
에 취직을 하기 전 해외에 나가 시야를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
도 컸습니다.

Q.일본 인턴십의 장점을 말씀해주신다면?

장

혁

박세웅

Q.인턴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 혁 : 교수님과의 상담 후 교내의 현장실습센터와 일본 호
텔과 연결해주는 업체를 통해 이력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습니
다. 이력서를 보내면 면접 연습을 교육받고 면접 영상을 찍어
일본으로 보냅니다. 합격 통보를 받으면 비자 준비를 하고 후
에 발급이 되면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박세웅 : 저도 같은 과정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서류를 보내야 했습니다. 호텔로 보내는 이력서 외
서류도 그랬지만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들이 처음 듣는 것들
뿐이라 차근차근 발급받으며 신중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작년
부터 일본 불매운동을 비롯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비자 발
급이 늦어져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비자가 나와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묵었던 호텔의 전경

Q.일본에 도착하시고 처음에 어떤 기분이셨나요?

장 혁 : 아무래도 호텔에서 처음 일하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니까 많이 당황했어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계약
서를 작성하는 일에만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날은 숙소에 들어가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
음날부터 조금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세웅 : 첫날에는 다음날 바로 일한다는 생각에
긴장해서 잠도 설쳤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일한다
고 생각하니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음날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걱정했던 것만큼의 어려움은
없었고 다들 격려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호텔에서 하신 일은 어떠셨나요?

장 혁 : 처음 일주일은 하우스키핑부터 했습니다. 일을 시작
하기 전에 오늘 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알아듣기가 힘들
었어요. 실제 일본분들이 사용하시는 말이 너무 빨라서 내용
을 많이 놓쳤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했
던 곳은 오키나와에 위치한 오쿠마 프라이빗 리조트였는데 규
모가 꽤 큰 곳이라 많은 종류의 방과 그에 맞는 세팅을 외우느
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귀랑 입도 좀 뚫리고 일도 수월해졌습니다.
그 후엔 내부에서 접객, 방 안내, 룸서비스, 서빙, 운전까지 정
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배워갔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이
1월부터였는데 3월쯤에 한국인 두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호텔 측에서도 같은 한국인인 저에게 교육을 맡
겨서 일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껏 열심히 해온 게 도움이 되
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가끔 오시는 한국인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일본인분들을 한 명, 한 명 접객하
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아쉽게도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져 학교에서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호텔도 임시 휴업에 들
어간다고 해서 저 또한 돌아오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박세웅 :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홀을 맡았습니다. 업무 자체
는 한국 레스토랑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괜찮았지만 생각지
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의 국적을 가진 손님들

에서 자주 등장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기억에 남네요.
또 호텔 선배와 함께 일 때문에 중형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운전 중 실수를 하셔서 차가 살짝 긁힌 일이 있었습
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해외에 나와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신기한데 옆에서 사고까지 쳐서 갑자기 긴장이 풀려 웃음이 나
왔습니다.
박세웅 : 첫 주문을 맡게 된 노부부 손님이 생각나요. 옆에 있
는 일본인 직원을 불러도 됐는데 외국인인 저에게 믿고 맡겨주
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에 관한 기억도 나네
요. 귀국하기 전날에 같이 친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웃으며 나눴던 게 정말 기뻤습니다.

▲휴일날 찾아간 오키나와 소재의 음식점

Q.호텔 일 외의 일본 생활은?

장 혁 : 호텔 바로 앞이 바닷가라 풍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전부 휴양지 느낌의 호텔 시설들뿐이라 오락 시
설이 부족했습니다. 휴일엔 종종 번화가도 가보고 했지만 퇴
근 후에는 호텔 사람들과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다행히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그 시간이 꽤 즐거웠습니다. 외
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 일처럼 여겨주시며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
니다.
박세웅 : 제가 술을 좋아해서 퇴근 후에는 직원들이랑 술자리
를 가지곤 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인 직원들이 부서가 달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대신 외국인 직원들과 일본어를 사용하
면 놀아 공부도 되고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휴일에는 밖에
나가 오키나와현 관광지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서
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멋진 추억
이 생겼네요.

Q.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장 혁 : 저는 두 가지 일이 생각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근처 풍경이 정말 멋졌는데 그곳에서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딧불이를 본 것도 있고 그 장면이 일본 영화

장 혁 : 우선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호텔에서 일본인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생각, 성격, 문화적 차이, 언어적 특색들을
알게 되며 제 틀이 깨지면서 더 깊이 있는 가치관이 생겼습니
다. 주변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와 접객을 할 때 제 안에 그
런 새로운 생각들이 쌓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돈으
로 살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웅 : 이번 인턴십으로 인해 도전정신이 생겼
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하는 일이니
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턴십을 계
기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주변의 좋은 분들이 격려해주신 덕분이기도
하죠. 일을 하면서 제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을 느꼈습니다.

Q.일본 인턴십에서 아쉬웠던 점은?

장 혁 : 가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힘들었습니다. 연결
해주신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기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을 따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는 것은 저니까 하나하나 제대
로 알기를 원해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귀국하게 된 점도 그렇습니다.
생활도 익숙해져서 더 많은 것을 습득하려 할 때 돌아온 것 같
아 속상하네요.
박세웅 : 저는 진심으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특별히 단점이
라고 느꼈던 것이 없었어요. 굳이 뽑자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혹시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힘들었습니다. 우려대로 비자가 조
금 늦게 나와서 출국이 늦어졌던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Q.앞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장 혁 : 한국 음식을 조금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
도 오랜 기간 있다보니 고추장이나 김치 등이 그리워집니다.
현지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와서 사셔도 좋지만 정신이 없는 초
반 적응 기간에 김치 사려고 멀리까지 가는 일은 힘드실 수 있
을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는 JLPT 1급을 꼭 따서 오실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급이 취득한 후 일본에 왔지만
와서 귀만 뚫린다면 2급을 가지신 분들도 잘 해나갈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배우러 가는 것이니까 만약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바로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
어요. 물론 잘할수록 좋으니까 많이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세웅 : 저는 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가는 것을 추천해요. 학
교에서 학습지원금도 나오고 호텔에서 월급도 받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을 한 달
하고 나서 월급이 나오니까 일단 첫 달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취와 비슷한 생활이라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
다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은 더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외 생
활은 화폐와 물가가 달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배님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제901호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교수칼럼

사

오피니언 13

설

전주 한옥마을과 문화

심우석 교수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문화
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
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
물’이라고 정의한다. 즉, 문화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며, 결코 자
연(Nature)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를 고정불변, 변화하
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치, 경제, 법과
제도, 예술, 종교 등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 낸 가치와 생활양식을 문화라 생
각하기 때문에 이를 자연적인 것처럼 인
식하는 것이다. 거대한 문화의 틀 안에 작
은 자기 생각과 사고를 가두어 버리고, 그

렇게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만 행동하고
안주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서로 다른 집단과 소통하
고,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왔다.
이렇게 문화의 특징에 대한 서설이 길어
진 것은 전주의 자랑을 넘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된 전주 한옥마을의 현재와 미래
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10년간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 관광의 별’ 수상을
비롯해서 최근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까
지 관광 분야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거의 모
든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효과는 전주의 경
제를 성장시키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
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최근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 급격한 상업화와 고물가로 방문객
의 반감이 심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간 지속해서 제기
되어 왔지만, 수면 아래 있었던 문제들이
다. 실제 전주시민들은 한옥마을의 현재
모습에 대해 토론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뿐 아니라, 각종 모임 등 사적인 공간에
서도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한다. 그만큼 한
옥마을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문화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인 자연적(Nature)
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바로 한옥마
을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전통이
라는 형식에 근거한 과거 모습의 틀에 한
옥마을을 가둬 놓으려는 것이 아닌가 말
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
화의 중심에 있다. 개별여행을 하는 외국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면 꼭 전주에 가보
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를 알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내일로
여행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문화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전파되면서
새로운 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혼종의 문화(hybrid culture)를
탄생시키는데, 이를 문화 변동이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기존 문화와
새롭게 출현한 문화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생산적인 과정의 일부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주 한
옥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문화 변동을 우
리가 수용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한다. 찾
아오는 젊은이들로 활기 넘치는 한옥마을
을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제
도와 정책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정책을 집행하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루
어진다. 이제 변화해야 한다.
젊은이의 시선으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불과 10여 년 전에 상상이나 했었는가?
전주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불릴 줄을.....

기자칼럼

초심

강민지 기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어느새 장마철이
돌아온 요즘,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
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일
들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그저 계
획으로만 그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
루도 빼먹지 않고 새 확진자의 기사를 접

하게 되는 나날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
떻게 달라졌을까.
작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접
했을 땐,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
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
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전염병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한국으로
넘어와 대구와 경북을 강타했고, 감염자
는 수도 없이 늘어만 갔다. 전국의 대학
교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진
행했고, 초·중·고 학생들은 개학이 무
기한 연기되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
크를 착용해야만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천하며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
야 했다. 그렇게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
은 것을 일깨워 줬다. 사람들의 야외 활
동이 줄어든 지구는 건강해졌고, 의료 종
사자들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줬다. 당연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
름답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들과 온정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 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바쁘게 달려 나가기만 하면 금방 지치듯
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
온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라는 지구의 메시
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직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을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평생 해결해 나가야 할 문
제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 보니
‘초심’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
갔다. 처음 결심한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
직하고 살아간다면, 먼 훗날 ‘그런 때도
있었지’ 하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코로나19와의 장거리 레이
스의 중간지점에 있는 지금, 초심을 잃지
말고 같이 이겨나가길 바라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환경 변화를 준비하자
우리 대학은 이번 1학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
상 처음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방식
에 의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로 인해
대면평가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제한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학기를 마
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직 우리 대학만의 상황이 아닌
세계적이며 전국적인 상황이기에 맘의 위안을 삼
아보지만, 이러한 현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는
많은 고려해야할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야 한다. 먼저 이러한 전격적인 비대면 원격강좌
의 시행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환경변화를
급속히 앞당길 것이라는 점이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이 비대면, 비접촉 교
육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은 새로운
교육방식에 적응하고 교육내용의 내실을 기해야
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비대면, 비접촉의 교육방식의 변
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근본
적인 기반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은 세상
의 원리와 여러 문제의 근본에 대해 탐구하고 상
호간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를 기반
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다. 이러한 대학의 근본적
인 교육과 연구의 기반은 어떠한 교육환경의 변화
에도 변하지 않을 기본이기에, 이러한 대학의 기
본에 기초해 교육환경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어갈 수 있는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와 교육환경의 급
격한 변화에 우리 대학이 적응하고 선도적인 변화
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가까운 예로 비대면 원격강좌를
새롭게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통신
시설투자와 운용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또한,
교육내용을 변화된 비대면 플랫폼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의설계와 제작을 위한 교수자
의 교육과 훈련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
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학이 적
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를 대학이 부담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변
화하는 시대의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말한다.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이호인 주간 김병기 편집장 김지은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No. 901
June 24, 2020

The JJ Globe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Korea

Tel: +82-63-220-2441

Publisher Ho-in Lee, Managing Editor Chullsung Juhng

Current Status of Online Lectures
By Kim Jieun & Han Kanghoon, Reporters

Since March 23, Jeonju University has
been offering online lectures to students in response to the Corvid-19
pandemic. Students have expressed
complaints since the beginning, but
there has been little improvement
whenever a new lecture is uploaded. In
this issue, we will evaluate the pros
and cons of online lectures so far.
Many people believe that online lectures are problematic because they
heard of a lot of problems from the
media. It is true there are problems
still unresolved, but we found some
benefits of online lectures as well.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cost, it is
not bad at all. We can save on the cost
of living. Except for occasional taxis
and dinners, we don’t have to pay for
transportation and food regularly. Bus
fares and lunch bills alone used to take
away several hundred thousand won a
month. It is hard to move around the
college buildings in the summer. We
can avoid the heat by taking classes at
home. The number of students who get
air-conditioning sickness will decrease
at home because they get control over
the air conditioning themselves. There
are some of the advantages, but the
biggest is that of time management.
We can selectively listen to lectures at
the time we want and set up a sched-

ule that suits us. If we have a work to
do, we can watch or listen to videos
later. We can stop to drink water in the
middle of them or listen to incomprehensible parts over and again. If we
develop our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we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s of distance learning.
One drawback is the quality of the online lectures. This problem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online semester. Students had difficulty adapting to the different styles and formats
of lectures. It is especially inconvenient
that the screen and/or sound quality is
different from lecture to lecture. Some
lectures are hard to watch and difficult
to listen to. Most lectures were unilaterally conducted, prompting criticism
that communication was not included.
Of course, the overall quality of lectures has improved over time, but
some of the problems still seems difficult to resolve because of the personal
differences among professors. Kim
Jung-geun said, “There were some
moments I missed cause I couldn’t hear
what my professor was saying. I am
often worried that I might have missed
some important parts.”
Then, there is a problem of cheating
during the test. There was a series of

incidents in which a student asked another student, usually a senior, to take
the test in his or her place. He or she
can get a higher score without any effort. This is damaging to students who
have prepared diligently and seriously
affecting the university’s grade system.
However, there is no clear solu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nonface-to-face test is conducted. Choi
Ye-jin said, “I think the meaning of
studying day by day for the test will
disappear. If a senior takes a test for
her favorite, it is definitely disadvantageous for other students who don’t
have close senior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operation of the fall semester. Experts
fear that the Corvid-19 disease might
expand again in the fall. Some students say that it is logical to believe
that the second semester will go online
again. Kim Jung-geun said, “Since it is
not a face-to-face lecture, I can’t concentrate on it very much. Worse than
that, I take lectures all at once. Time
saving, but I know it’s not effective. So
I’m worried about this habit. I hope it
won’t happen again in the second semester.” As the problems of the first
semester are big enough that they
cannot be neglected, both the school
authority and students should pay attention to what improvements could be
made.

Environmental Protection Practice
By Yim Jeonghun, Reporter

I wrote an article in the last issue of
The JJ Globe : “Let's Make It Clean and
Save.” So, I decided to do an experiment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by
myself. According to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we make 1,035 tons
of disposable waste a day which means
380,000 tons a year. This can be converted to 400 billion won in resources
annually. What is more, it costs 100
billion won in waste disposal process.
To take the first step, I decided not to
allow disposable products when ordering delivery food. The number of disposable wooden chopsticks, commonly
given to us while ordering delivery
food, amounts to be 54 billion pairs
around the world each year, and they
are thrown away. China produces
19,200 tons of wooden chopsticks a
year, with the number reaching 80
billion. In order to produce the number
of wooden chopsticks annually used in

Korea, 26 times as many trees as they
grow in Namsan Mountain are needed.
A pair of chopsticks takes 20 years to
decompose underground. I also used an
eco-bag when I went grocery shopping
recently. More than 25.5 billion plastic
bags are consumed annually for our
convenience. Plastic bags take 20 to
1,000 years to decompose completely.
If we overcome a little inconvenience
for the future of the Earth where both
humans and other life forms live, we
will be able to enjoy the environment
and pass it down to other generations.
The second step : I tried to reduce the
amount of food trash. Before my experiment, I used to throw away some
leftovers. I decided to eat all the food I
ordered and to take in as much as I
could. I realized that I should order less
than what I think my share is. 4.16
million tons of food waste come out of
Korea every year. It is worth 15 trillion
won in cash. About 11,400 tons of food

waste are generated a day, which
means about 41 billion won is wasted.
Food waste pollutes streams and
rivers, smells bad, and costs a lot of
money to dispose of it. If you order
only as much as you can eat, you will
save money. If you put into your dish
only as much as you can eat, you won’t
have to frown at the dirty streams.
The third step : I tried to recycle properly. I separated and collected food
waste into a special container. I put
recyclables into their designated
places. You may take it for granted,
but the rule is often forgotten. I met
some of the cleaning staff on campus:
“Students drink a lot of iced tea or coffee. After drinking about half of the
cup, they just throw it away.” I walked
around studio apartments near our
university and checked out the trash
cans. They are often in a mess. Recyclables and non-recyclables are mixed
up in the same garbage can. Danger-

ous materials should not be thrown
into an ordinary garbage can. Heavy
metals and chemicals, for example,
could be introduced into land and/or
water during landfill. They pollute the
air we breathe and the water we drink.
They come back to us. Incineration
also produces harmful substances for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rmones and greenhouse
gases.
If you recycle well, you will be able to
breathe fresh air and drink clean
water. It is not difficult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our daily life. It is easy
enough if you give up a little bit of
your convenience. It is all possible if
we take out the exact amount of food
that we can eat, carry an eco-bag instead of a plastic bag, and read the recycling signs just once. Anyone can do
it with a littl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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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ảo hiểm du học sinh
A. Tính cần thiết của bảo hiểm du học sinh
▪Hỗ trợ điều trị an toàn trong trường hợp phát sinh các bệnh hoặc thương tích bất ngờ trong khi du
học
▪Có thể tự gia nhập bảo hiểm "Tự đăng ký giá nhập" hoặc "Đăng ký gia nhập cùng với nhà trường"
※Trường hợp tự đăng ký gia nhập bảo hiểm phải nộp giấy chứng nhận đã gia nhập
bảo hiểm
cho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 Thông báo liên quan tới Bảo hiểm
▶ Điều trị nha khoa, điều trị Đông Y, Mang thai - Sinh để & Da liễu, Khoa tâm thần, Bệnh trước khi gia nhập bảo
hiểm, Tai nạn do rượu bia, Bạo hành, Tai nạn giao thông là những trường hợp có thể không được bồi thường.
▶Du học sinh nhất đinh phải gia nhập bảo hiểm và phía nhà trường không thể giúp đỡ khi phát sinh vấn đề
chi phí điều trị cho người chưa gia nhập. Trường hợp cần giấy chứng nhận gia nhập bảo hiểm có thể nhận
tại Trung tâm hỗ trợ du học sinh.
Hỏi & đáp liên lạc : ChunganginsKorea/Công ty bảo hiểm(Hỗ trợ ngoại ngữ) 02-722-3200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063-220-4750

C. Hồ sơ yêu cầu hỗ trợ tiền bảo hiểm

B. Bảo hiểm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ông ty bảo hiểm : HyunDai Haesang(현대해상)
▪Thời gian : Gia nhập bảo mỗi học kỳ (Học kỳ 1 : Tháng 3 ~ 8, Học kỳ 2 : Tháng 9 ~ 2)
▪Phí bảo hiểm : Mỗi học kỳ 60,000won
▪Phương pháp gia nhập: Khi nộp học phí sẽ tự động được gia nhập bảo
hiểm(Phí bảo hiểm
được gồm trong hóa hóa đơn tiền học)
▪Phạm vi hỗ trợ

D. Phương pháp yêu cầu (ChunganginsKorea/Công ty bảo hiểm)
▪Trang chủ của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Phòng tài liệu -> Bản tin số 1 hoăc
quét mã QR bên phải để tải biểu mẫu [Giấy yêu cầu bảo hiểm & Giấy đồng ý thu thập thông tin cá
nhân]
▪Tham khảo bảng [Hồ sơ giấy yêu cầu bảo hiểm] và
①Chuẩn bị các hồ sơ chung( cần thiết ) và ②~④ sau khi chuẩn bị đầy đủ các giấy tờ liên quan,
chụp ảnh bằng điện thoại và gửi qua Kakao Talk của công ty bảo hiểm. Yêu cầu có hiệu lực trong
vòng 2 năm kể từ khi điều trị
▪[KakaoTalk ID công ty bảo hiểm ]
·Tiếng Trung KakaoTalk ID: CLAIMS
·Tiếng Anh KakaoTalk ID: INSCLAIM
·Tiếng Việt - KakaoTalk ID: INSVIETNAM
※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liên lạc với ID Kakaotalk phía trên
E. Hoàn cấp chi phí trị liệu (70%-80%)
▪Sẽ được trợ cấp trong vòng 1 tuần kể từ ngày gửi đơn đăng ký yêu cầu bảo
viện thì số tiền trợ cấp có thể sẽ khác nhau

hiểm. Tùy theo bệnh

2020-1학기

StarT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년 6월 3일(수) ~ 7월 3(금)
2. 신청장소 : 각 소속 단대 CA실
3. 신청양식 : StarT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하며, 방문접수시 CA실에 비치되어 있음.
4. 신청자격 : 7학기 재학 중인 학생
조기졸업희망자(6학기 재학생)는 SP 1점 이상이면 신청가능.
1-3학년 재학생( SP 100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
5. 지급방법 : 포인트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본인 계좌번호 기재하고 인스타에 본인계좌 등록 필수)

대학

사무실

전화번호

학사지도사(CA)

웹메일

인문대학

진라관 110

220-2080

임주희

remember93@hanmail.net

사회과학대학

평화관 314

220-2088

박지선

jisonny@naver.com

경영대학

자유관 115

220-2096

정수영

orange9931351@jj.ac.kr

의과학대학

천잠관 118

220-2082

강효영

kkang0037@naver.com

공과대학

공학1관 224

220-2090

김현경

feilin23@jj.ac.kr

문화융합대학

예술관 104

220-2290

정은주

jeju9249@naver.com

220-2091

박혜영

ire2001@jj.ac.kr

220-2081

이모아

moasong@jj.ac.kr

문화관광대학 지역혁신 408
사범대

6. 접수방법 : CA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함.

진리관 110

※ 기간 내에 접수가 되지 않은 학생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도서관 운영시간 조정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시행일: 2020. 6. 22.(월) ~ ７. 2.(목)
2. 운영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자료실

-

월요일 ~ 일요일(09:00 ~ 23:30) 개방
좌석 간격조정(약 30%만 이용)
출입관리대장 입퇴실 시간 기록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열람 및 대출 도서: 책 소독기에 소독
주기적인 소독

열람실 및
노트북존

-

월요일 ~ 일요일(06:00 ~ 23:30) 개방
좌석 간격조정(약 30%만 이용)
출입관리대장 입퇴실 시간 기록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좌석예약 후 이용(좌석이동 금지)
주기적인 소독

3. 문의처: 도서관 대출실(220-2125, 2198) 유피아(220-2312)

전주대학교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