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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이버캠퍼스 시스템 관리자 김정원 선생의 모습이다. 2020년 2학기 실시간 원격수업의 실시로 전산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 신문방송국 유한나) 

지난달 재학생을 위한 특별 재해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학기를 등록해야 하는 재학생들

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이다.  
특별 재해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실 납입금액의 10%에서 이미 지

급된 학업장려지원장학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학기 등
록금에서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됐다. 
지난 학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체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으

로 인해 전교생 1인당 10만 원씩 학업장려지원장학금(1차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인스타 계좌등록을 통해
재학생의 계좌로 지급됐다. 그러나 특별 재해장학금(2차 장학금)은 등
록금성 장학금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으로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1학기 등록 및 수강하여 성적이 산출된 정규학기 학

생이며 12학점 이상 및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했을 것, 위 내용을 모
두 충족하는 자로 2학기 등록 시 지급되었다. 또한 1학기 이전 또는
중간에 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1학기 성적이 미산출된 학생과 2020
년 8월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특별 재해장학금 지급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추세로 인해 건물 출입 방

법이 변경됐다. 지난 7일 변경된 출입 방법은 전주대학교
앱(app)에서 자가진단 문항 작성 후 건물 출입구의 통합
경비시스템 카드 리더기에 신분증(학생증 또는 사원증,
모바일 카드 등)을 인식(태깅)한 다음 발열 체크와 건물
출입 등록 QR코드 촬영 후 출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QR코드 촬영만으로 입장이 가능했지만, 현재

는 카드 리더기에 신분증 인식을 먼저 마쳐야 QR코드 인
식이 가능하다. 단, 대학 본부와 학생회관, 교수 연구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열·기침·호흡 곤란 증상과 확진자 접촉 여부,
동선 파악이 어려운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고
자 마련된 방안이다. 철저하게 출입통제 절차를 거쳐 내
부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다.
QR코드 촬영과 더불어 건물 출입내역이 이중 관리되며
주간, 야간 및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더불어 건물 내 출입문 관리 또한 강화됐다. 출입구 일

원화 방침으로 건물 주 출입구(정문 방향)를 활용해 출입
이 가능하다. 이는 건물 출입 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이다. 
또, 건물 내부에서 출입구를 여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

부인이 교내 건물 출입 시 행정실에 연락 후 건물 주 출
입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비대면 수업 기간이 끝난 후
대면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건물 입실 전 혼동하지
않도록 학생증 또는 모바일 카드 준비가 필요하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규칙 준수가 요구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교내 건물 입출입 변경 
QR코드 촬영 전 신분증 인식 필요

우리 대학은 지난 31일 개강일부터 오는 19
일까지 3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
기로 결정했다. 
당초 결정된 2학기 수업 방식은 대면 수업과

동영상 수업을 혼합한 플립러닝 기반의
On&Off 수업 방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
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이 임
시로 변경됐다.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

일 확진자 수가 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가 2단계로 격상해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비대면 강의 진행이 어려운 실험·
실습·실기 강좌의 경우 제한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방법 안내는 수
강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유

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교내에 확진자 발생 시
모든 교과목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동

영상·실시간 수업으로만 진행된다. 
학교 측에서는 수시고사 시험은 1학기와 동

일하게 대면, 비대면 평가 모두 가능하며 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기말시험은 원격 강좌(RUCK)를 제외한 모
든 교과목 대면 시험이 원칙으로 교육부의 거
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대학 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불가
피한 조치이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학생들은 1학기와 같이 비대면 수업이
연장됐을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
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된다면 대학은
부실 강의라는 진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수업
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개강 첫 3주간 비대면 수업 결정

기 존 전주대학교 앱에서 ‘자가진단’ 작성→발열 체크→QR코드 촬영
※대학 본부, 학생회관, 교수연구동은 기존과 동일

변경된 후
전주대학교 앱에서 ‘자가진단’ 작성→건물 출입구 통합경비시스템
카드리더기에 신분증(학생증, 사원증, 모바일 카드 등)을 인식 후 
입실→발열 체크→QR코드 촬영



2 뉴스 제902호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전주대는 비대면 면접의 공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업로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험생이 면접을 응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모집 원서접수
가 시작되는 9월 23일 이전 구체적인 면접고
사 방식을 확정하고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입학처장 주정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형
의 변화를 최소화해 수험생들의 안정적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비대면 면접을 결정했
다.”라며 “9월 초에는 캠퍼스 체험 게임, ‘슬기
로운 대학 생활’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
다.”라고 말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

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이며, 전주
대 입학홈페이지(iphak.jj.ac.kr) 또는 유웨
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서 인
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2021학년도 수시모집 비대면 면접 실시

우리 학교는 지난 8월 25일 코로나19로 인
한 3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운영이 결정됨
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통학버스 요금 환불
이 진행될 것을 공지했다.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은 8월 31일부터 9

월 19일까지이며 통학버스 미운영 일자를 일
할 계산해 환불할 예정이다. 이후 통학버스 운
영기간은 2020년 9월 21(월)부터 12월 18
일(금)까지로, 추가적인 학사 일정 변경 시 통
학버스 운행 일자가 재차 변경될 수 있다. 
버스 요금 환불을 위해서는 환불받을 계좌를

inSTAR에 등록해야한다. 등록 방법은 ‘재학
생 포털(inSTAR) 로그인→장학/등록→장학
관리→장학금 지급계좌관리 선택 - 은행, 계
좌번호, 예금주 입력 후 저장 버튼 누름’ 순으
로 진행된다. 일반인(교직원 등) 이용자는 정
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
다.
지급 일정은 2020학년도 2학기 말로 예정
돼 있으며, 이는 학사 일정이 추가 변경될 경

우를 대비해 학기 말에 취합 후 일괄적으로 계
산 및 지급하기 위함이다.
통학버스 미이용에 따른 전체 금액 환불은

통학버스 최초 운행일인 9월 21일(월) 오전
10시 이후 접수할 수 있다. 학사일정이 추가
로 변경될 시 환불 신청 시기와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통
학요금의 100% 금액을, 10월 5일부터 10
월 11일까지는 70%,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50% 금액이 환불된다. 최초 운
행일로부터 4주가 지난 10월 19일부터는 환
불이 불가하다.
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한 요금 환불은 버스

미운영(3주)에 따른 일할계산 값을 제외한 금
액 중 100% / 70% / 50%를 환불하는 것
이다. 미이용에 따른 환불금액 지급은 환불 신
청 후 1개월 이내이다. 추가적인 사항은 학생
지원실(063-220-2819)에 문의 가능하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통학버스 운영 변경 및 환불 안내

지난 8월 27일과 31일 대학본관에서 각각
직원, 교원 정년퇴임식이 이뤄졌다. 
직원 정년퇴임식에서는 한남희 처장(前 총무
처장), 박종찬 부장(前 체육부장/학생지원실
장), 이석현 실장(前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이
퇴임했다. 
퇴임 직원은 모두 전주대에서 30년 이상 근

무해오며 행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대학 교육
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한남희 前 총무
처장은 1988년 입사하여 32년 동안 비서실
장, 총무지원실장, 산학연구실장, 기획예산실
장을 역임했고, 박종찬 前 체육부장 겸 학생지
원실장도 1988년 입사하여 생애개발지원실
장, 대외협력홍보실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석현 前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은 1982년
입사하여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장, 선교지원실
장, 교양학부 행정지원실장을 지내오며 학교
발전을 위해 38년을 헌신했다. 
정년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함에 따

라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호인 총장, 김갑룡
교육부총장, 류두현 대외부총장과 함께 동료
교수, 후배 직원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호인 총장은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했으며, 교육부장관 표창장도 함
께 수여됐다.    

31일에 치러진 교원 정년퇴임식에서는 김정
호 교수(경제학과), 한태종 교수(방사선학과),
강인선 교수(산업공학과) 교수, 장원길 교수(탄
소나노신소재공학과), 전오성 교수(기계시스템
공학과), 전철 교수(생명자원융합과학과), 서화
자 교수(특수교육학과), 스튜어트 교수(수퍼스
타칼리지교양학부) 등 8명이 퇴임했다.
직원 정년퇴임식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됐으

며 이호인 총장과 교무위원, 정년퇴직자 가족
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호인 총장은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
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
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정부포상도 수여됐다. 한태종 교수
는 황조근정훈장, 전철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김정호 교수와 장원길 교수는 근정포장, 강인
선 교수는 대통령 표창, 서화자 교수와 전오성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호인 총장은 “몇 십 년씩이나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전주대학교
발전의 산증인이시며 감사를 전한다”라며, “제
2의 인생도 응원하며 앞으로의 전주대의 발전
도 기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2020년 상반기 직원, 교원 정년퇴임식

지난 2일 하림그룹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채
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인 하림beSTAR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의 인력

수요에 따라 전주대 2학년 학생을 적성에 맞
는 직무에 조기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인재를 양성해 졸업 시 취업으로 연계하
는 산학교육프로그램이다. 하림그룹 인·적성
검사, 임원면접 등 하림그룹의 공채 선발절차
에 준하여 2019년 하림beSTAR 1기 22명,
올해 하림beSTAR 2기 29명의 학생이 선발
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

하림 박길연 사장,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전
소독과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 하림인으로서 바른 인
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는 격려와 함께 하림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산학교육과정 수료 후 ㈜하림, ㈜하
림산업, NS홈쇼핑, 선진포크, 팜스코 등 하림
그룹에 2023년 입사할 예정이다. 또한 학기
중에는 전주대-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설계한
기업맞춤형 전공교육과정과 함께 4차 산업수
요에 맞는 문제해결, 창의융합, 기업가정신 등
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하림그룹 계열사에서 현장맞춤형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림
beSTAR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적성중심의 우수 인재 육성과 채용으
로 연계되는 산학협력 친화형 인재 양성 모델
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주대-하림그룹, 하림beSTAR 2기 발대식 공동 개최

영미언어문화학과 학생들, 제4회 2020 성평등콘텐츠대상 공모전 입상
지난 8월 4일 열린 제4회 2020 성평등콘
텐츠대상 공모전(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 주관)
에서 영미언어문화학과 1학년 유승아(특선) ·
박미리(장려상) 학생이 입상했다. 
두 학생은 올해 1학기 진행된 황요한 교수

(영미언어문화학과)의 인문학 기초 강의에서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이를 통해 문제
의식을 깨닫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승아 학생은 ‘SHERO와 HERO’라는 주

제로 참여해 청소년부 종합부문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본래 성차별 단어가 아니었던
‘HERO’가 현대 사회의 미디어에서는 남성으
로 국한되어 노출되고 있기에 ‘HERO’의 ‘HE’
를 여성을 뜻하는 ‘SHE’로 바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SHERO’라는 문구를 만들게 되
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며 현대
일상 속에 만연해있었던 성차별적인 단어, 관

습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평소 무심코 던
진 차별의 언어들이 개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미리 학생은 ‘그 입 좀 잠가주세요’라는 주

제로 참여해 지역부문(전북)에서 장려상을 차
지했다. 이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로 인
해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의
미이다. 대회 참여 전 성차별의 문제나 성 평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준비과
정에서 성차별의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심각성
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평소 대화할 때 성차별적 발언이 되
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를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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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학기 시작

제호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소속
- 인문대학 / 중국어중국학과

학력
- 한국외대 중국어 학사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석사
- 중국인민대학교 법학박사

2020학년도 2학기 신임교수

김인식

소속
- 경영대학 / 물류무역학과

학력
- 인천대 국제통상학 학사
- 인천대 국제통상학 석사
- 인천대 물류학 박사송민근

소속
- 의과학대학 / 방사선학과

학력
- 연세대 방사선학 학사
- 고려대 의학물리학 석사
- 고려대 의학물리학 박사박찬록

소속
- 의과학대학 / 운동처방학과

학력
- 한림대 체육학 학사
- 서울대 체육학 석사
- 서울대 체육학 박사구도훈

소속
- 공과대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학력
- 전북대 기계공학 학사
- 전북대 기계설계학 석사
- 난양이공대 기계항공학 박사김삼연

소속
- 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학력
- 영남대 영어영문학 학사
- IndianaUniversity 언어학 석사
- IndianaUniversity 언어학 박사황   영

당연히 방에 콕
박혀 있으면서

몸 사리고 있었지!

난 이번 강의는 대면이여서
학교에 나온건데 제호 너도
대면이니? 아님
동영상? 실시간?

무슨 말이니? 이번 학기는
과목별로 상의하에 

진행되잖아? 에휴, 빨리
시간표 확인해봐!

으악! 
오늘 시간표

뭐더라?!

어휴...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뭐.

앞으로 ‘대면’인지,
‘[동·실], [동·대]

[실·실], [실·대]’인지
잘 확인하고 다니자

뭐냐...오늘은 대면이 없네.
다 실시간이랑 동영상 뿐...
나는 학교에 왜 나온걸까?

소속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학력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 학사
- 도쿄대 교육학 석사
- 츠쿠바대 도서관정보학 박사서유진

소속
- 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학력
- 부산대 경영학 학사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부산대 경영학 박사공경태

소속
- 의과학대학 / 보건관리학과

학력
- 연세대 간호학과 학사
- 예원대 사회복지학 석사
- 원광대 보건행정학 박사정지나

소속
- 공과대학 / 기계자동차공학과

학력
- 전북대 기계공학 학사
- 플로리다대학 기계공학 석사
- 동경대 신영역창성과학 박사홍성주

소속
- 공과대학 / 산업공학과

학력
- 한성대 산업공학 학사
- 상명대 감성공학 석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CI 및 로봇응용공학 박사
문성철

소속
- 미래융합대학 / 미래기술융합공학과

학력
- 평생교육진흥원 멀티미디어공학 학사
- 부경대 시스템경영공학 석사
- 부경대 시스템경영공학 박사장현애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근래
하루 평균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 경보는 심각
으로 바뀌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현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3단계 격상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8일 경기도에서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서울, 인천,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카페, 음식점 등 모든 곳이 대상이
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대화를 나눌 땐 무조건 착
용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
크 미착용 시 ‘탑승 불가’였던 것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경기도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
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전 지역 실내 마스크 착
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집회, 모임, 행사,
공연 등의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
용해야 한다. 계도기간 2달 후인 10월 18일 이후에 이를 위
반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될 수 있
다.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일명 코를 제외하고 쓰는
코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등의 마스크를 잘못 착
용한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마스크 의무화 정책

도..동영상..?
실시간?! 그게

뭐야? 이번 학기는
다 대면 수업 하는거

아니였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조정된다. 
이는 감염병의 학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따라 임시 휴관동안 열람실 및 노트북존은 상황 해
지 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기존 자료실의 경우 8월 31일(월) 이후에는 상황 해

지 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개방하며 폐가제로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및 열 감지,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
야 한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도서관 운영시간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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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조정 강도
경제 및 시장 상황

단기 조정 강도 D+30일 D+60일

사스
(2003년)

-3.5%
(D+4일) +8.9% +21.5%

IT 버블 붕괴 이후 3년
약세장의 저점 부근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분식 회계

카드 버블 붕괴, 2차 걸프전

신종플루
(2009년)

-2.9%
(D+3일) +6.3% -1.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약세장의 저점 부근
북한 2차 핵실험, 

두바이 파산

메르스
(2015년)

-3.9%
(D+13일) -3.9% -9.3%

한국과 미국 증시 박스권,
중국 증시 급락

중국 경제 위기론, 
미국 긴축 우려

개미들의 주식투자열풍
“투자인가 투기인가”

동학개미운동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Financial Free-
dom(경제적 독립)의 단어처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
람들이 몸소 느끼게 된 것이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장기화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
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등장한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
리는 상황을 198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급락세가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의 순
매수 규모는 코스피 19.9조 원, 코스닥 2.3조 원에 이르
며 고객예탁금의 경우 1월 20일 28조 원에서 3월 31일
43조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미들은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1430선까지 주저앉았던 3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 

주식투자의 유형 및 유의점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을 겪었던 대학생들이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려 이번을 투자의 기회로 삼고 주식에 입문하는 젊
은 세대가 늘어났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를 맞아 주가가 급
락해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장주는 반등할 것이라는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빚을 낸 투자가 적지 않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등 대형 위기
때 국내 증시가 급락 후 급반등한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
인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하락세 역시 맞아떨어졌
다. 각자의 사정으로 주식 투자 및 대출 열기가 부는 이때
공모주 및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려
를 낳고 있다. 20대가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신용공여액’이 2년 반 만에 2.3배로 늘었다. 청년의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빚을 내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락같이 오른 주가는 실물 경제의 작은 충
격에도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형은 크게 단
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과 우량주에 투자하는 가
치투자 2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아 특히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유
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 투자기간과 자금용도를 고려한
후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
자하는 ‘묻지마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강현기 DB
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장은 안정성이 확보되는 배당주 중
심으로 접근하고, 향후 증시가 본격 회복세에 들어설 때 베
타(위험과 기대수익률)를 높이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
했다.

2030들의 반란

주식 투자 대학생들은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체
계적인 분석을 거치거나 실전 투자대회 등을 경험하며 투
자에 나선다고 반론했다. 국민대 투자동아리 와이번의 위진
욱 회장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 기업
을 분석하는 리서치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관찰하는
투자전략팀, 그리고 펀드운용팀 등 총 3개 팀을 구성해 동
아리 세미나 시간에 PT 등을 통해 서로의 분석력을 공유한
다”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치투자에 가장 필요
한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수많은 대학생
들이 투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식투자에 접
근함을 알 수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 기업의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 위
주로 학습함으로써 투자방식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얼마의 자금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하는지, 어떤 기업
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왜 투자할지에 대해 분석하고 판
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위협은 실제한다, 올바른 주식투자의 방향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진행형이기에 금융시장 역시 전
염병에 대해 통찰을 갖기 어렵다. 2000년대에 들어 전염
병이 발생한 경우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과
거 전염병 창궐 직후의 금융시장을 보면 기존 추세로 회귀
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일차적인
충격은 2020년 초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이후의 과정
의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2003년 사스 위기 때 홍콩 증시의 저점은 사스 확진자 수
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국면에서 형성됐으며, 사스 퇴치 공
식 선언보다 시장이 선행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코로나19
창궐 국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신호이지만, 아직 전 세계적
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묻지
마 투자’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묻지마 주식투기가 아닌 신중한 투자를 시작할 것
을 권고한다. 주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갈리지만
‘동학개미운동’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식투자 열풍은 개인 투
자자들의 투자방식을 넓혀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의
추천 종목이나 상품만을 맹목적으로 쫓았던 개인 투자자들
이 투자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렌버
핏은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투자이고, 제2원칙은 제
1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도한다면 한방이라는 강박에서 벗
어나 적은 돈, 여윳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
다 연습 삼아 소액을 분산 투자해보면서 투자를 직접 경험
해 실력을 올리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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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름에도 매해 그렇듯 올라가는 온도에 대해서 뉴스
등으로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
는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는 계속 상승 중
인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차원에서 줄이기 위
한 대표적인 협약이 교토 의정서이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체
결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가 됐다. 최종적으로는
141개국이 참가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38개 선
진국이 의무이행 대상으로서 제1차 감축기간인 2008년부
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
황(SF6) 등의 여섯 가지가 감축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각국
은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포함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때 의무이행 당사국의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공동 이행, 청정개발체제 제도
가 생겨났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의무이행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 뒤, 허용량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
도이다. 허용량을 초과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공동 이행 제도는 의무이행 당사국 간의 공동 수행을 인

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배출량 감축 사업을
투자로 도우면 그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투자국의 감축량에
도 적용해준다.
청정개발체제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

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도울 경우 그 감축량을
당사국의 감축량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상기한 세 제도로 선진국은 감축 목표 달성과 타국 사업

에 투자가 용이해지고 개발도상국은 배출권 판매와 환경 개
발 사업에 대한 기술, 자본의 투자를 받게 되어 국가 간의
환경 문제 해결과 수익성 창출까지 가능해졌다. 
제2차 감축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됐다. 제2차의 감축량 목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0%까지 감축으로 합의됐다. 
이렇듯 협약의 의도와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교토

의정서 이행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가 간의 경제적 효과
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연달아 탈퇴하면서
당초의 목표는 물론 실효성 없는 껍데기뿐인 협약으로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과 주요 국가의 탈퇴

미국의 조시 대통령은 2001년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
으로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처음에는 환경 문제에 협
조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결정이라며 비판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제사회의 인식은 조금씩 변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의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려면 생산에 제한을 두는 방법뿐이다. 생산 제한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대량 실직자 발생을 초래할 것
이다.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감축을 위해 막
대한 비용까지 필요하다. 
2006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토 의정서의
내용으로는 자국 산업의 후퇴가 예상돼 현실
적이지 못하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신재생에
너지를 개발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미국과 비슷한 처지의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 의사를 밝히며 차례로 협약의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이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으며 미국의 의무 감축량이 유럽 연합
의 의무 감축 총량보다 7배나 많아 미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는 동
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제2차 감
축에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된 중국과 인도
는 산업화에 힘을 싣고 있는 도중이므로 생
산 제한을 둘 수 없어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
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위에

해당하는 중국, 미국, 인도와 그 외의 주요 국가들이 제2차
감축 기간 전에 탈퇴한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주요 국가들의 탈퇴로 교토 의정서의 제2차 온실가스 감
축 대상국들의 총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20년까지였기에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이 대
두되며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
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 의정서의 대체로서 그 당시 문

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먼저 개발도상국은 의무 감축 대
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이
모두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또한 산업화 이전 지구 평
균 온도보다 2℃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추가된 방식으로는 협약의 당사국이 자발적인 판단으로 협
약 이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NDC(Nationally Det
ermined Contribution)’가 있다. 각 국가의 판단으로 정
해지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국가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모든 당사국은 주기적으로
NDC를 제출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
립, 시행해야 한다. 2016년 4월 4일 189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했고 이 국가들의 2010년 총합 온실가스 배
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95.7%이다. 주요 국가들의 탈퇴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생긴 교토 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긍
정적인 시작으로 보인다. 각국이 스스로 NDC를 작성하므
로 전체적 목표인 2℃ 이하 상승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글로벌 이행점검으로 5년마다 전체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이 어느 정
도 더 NDC 목표를 올려야 하는지 판단 가능해 조정이 가능
해진다. 글로벌 이행점검의 결과를 듣고 새롭게 작성돼 제
출하는 NDC는 이전 목표보다 높은 수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의무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
황이 점검돼 만료일 없이 지속되는 체제로 발전했다. 
이전 협약에서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이 시

행됐다면,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부터는 다국적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새로운 주체들의 협력을 받기로 했다. 국
가들의 의무 시행만으로는 유기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본 것
이다. 지속해서 협력이 가능한 단체가 ‘비국가 부문 기후행
동 포털’에 등록해 당사국과 협력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020년부터 탄소상쇄 제도를

도입했다. 각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의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
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활동을 하여 배출량을 상쇄해
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기준 30% 감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만들어 2015년 이
후 건조한 선박에 적용 중이다. 철저한 이행을 목적으로 연
료 사용량을 관리, 보고, 검증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신기후체제로의 활보

신기후체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도우며
기반을 세웠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새롭게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34GW

로 2015년에 추가된 전체 발전용량의 53.6%를 기록했
다. 신설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
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덕분에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5%만큼 감축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

2,785억 달러였으나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859억 달러로 4년 사이 5% 증가했다. 이는 환율 변화
로 인해 화석 연료의 가격이 낮아져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
쟁력이 불리한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 의미가 더 크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독일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오

후 2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력 수요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해결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또한 같은 해 5월 중
나흘 동안 재생에너지로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체
에너지로서의 밝은 전망을 내비쳤다.
협약 등의 노력으로 세계적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기술 개

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크게 성장했
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이 친환경 자동차로 이뤄질 것이
라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곧 실용 가능한 궤도에 오를 것이며 파

리기후변화협약이 정식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더욱 우리 생활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될 순간이 가까워질 것
이다.  

우리나라의 준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르듯 협약 참가, 대응하
고 있다.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
다는 내용의 NDC를 발표했다. NDC 이행을 위해 재생에
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석유 에너지 활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2050 장기 저
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한
이 올해까지이다.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조명래 장
관이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2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
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
토안을 마련했다. 5가지 복수안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
약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에너지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 의정서가 끝나는 올해는 5년마다
있는 NDC 제출 해이기도 하여 협약 대상국들의 이행 계획
이 다시 한번 구체화 되는 중요한 해이다. 교토 의정서 때
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불참으로 또
한 번 잇따른 탈퇴 선언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다른 협약 대상국들에게 부
담이 돌아가겠지만, 아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이 관리하에 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지속해 나가는 일이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책이 돼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
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표 (출처 :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주요국의 NDC 내용 (출처 :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의의  백신지구온난화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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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플라스틱 in 전주

효자동 어느 골목 코너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작은 규모지만 아늑하면서 햇살
이 유리창 안으로 가득 들어와 따스한
느낌을 준다. 풀동네 커피랩은 한 잔의
음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
라스틱 컵과 식기류를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생분
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곳
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사
탕수수로 만든 빨대와 컵을 사용하고,
뚜껑과 홀더는 종이로 만들어져 일반 쓰

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로스팅 기계를 갖춘 이 매장은 직접 로
스팅을 하며 두 가지 원두 중 하나를 선
택해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면 500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커피 구매 후
찍어주는 쿠폰 도장을 8번 모으면 아메
리카노 한 잔이 무료이다.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42
▶영업시간 : 평일 08:30 ~ 18:00 

토요일 10:00 ~ 16: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풀동네 커피랩

쾌적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갖춘 레
이커스의 테이크아웃 제품은 특별하다.
빨대와 홀더 모두 옥수수 전분을 이용
해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일반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옥수수 전분 컵은
100% 옥수수 성분으로 뜨거운 음료를
부어도 환경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땅
에 매립하면 자연분해 된다. 
언뜻 보면 플라스틱 컵과 똑같지만 분
해되는데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점이
옥수수 전분 컵의 특징이다.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1길 58

▶영업시간 : 평일 10:30 ~ 22:00
주말 및 공휴일 11:00 ~ 22:00     

레이커스 

흰색과 녹색의 기분 좋은 조화가 잘 어
우러진 이 카페는 청년들이 모여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해소 및 사회 경험을 위한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매장
내에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 휴지 대신
100%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있다. 손
수건은 매일 깨끗이 세척해서 준비해둔
다. 플라스틱 컵은 사용하지 않고, 생분
해 가능한 친환경 옥수수 빨대를 사용
한다. 옥수수 빨대는 폐기 후 매립 시

180일 이내 흙과 물의 미생물이 만나
생분해되고, 식물의 퇴비가 된다고 한
다. 출입문에 휠체어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식물이 가득한
테라스와 2층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 넓
은 곳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
다.
리젠 커피는 텀블러 6회 이용 시 아메
리카노 한 잔이 무료 제공된다.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89
▶영업시간 : 평일 08:00 ~ 21:00

주말 10:00 ~ 20:00

리 젠

객리단길에 있는 라드 커피에서 음료
주문 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turn블러에 음료를 담았다. 객사를 여
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느새 다 마신 음
료로 텅 빈 turn블러는 카페 마몽크에
서 반납했다. turn블러 반납 후 쿠폰에
도장을 받았다. 쿠폰 도장 5개를 받으
면 스테인리스 빨대를, 10개를 완성하
면 증정용 텀블러를 선물로 받을 수 있
다. 객리단길에 있는 18곳의 카페에서
시행 중인 공유 컵 프로젝트인 “turn블
러”는 전라북도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와

객리단길 카페 18곳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유컵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이다. 
음료와 같이 제공되는 빨대는 180일
이내에 생분해되는 제품으로 분해되는
데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플
라스틱 빨대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위치 : 객리단길

돌아와요 TURN블러 

분해되지 않은 채 한번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린피스에 따르면 93년도부터 버려진 63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79%가 아직도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스페인 해변에서는 1976년에 만들어진 플라스틱 요플레 통이 발견됐으며, 인류가 버린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수많은 해양동물은 죽음에까지 이르며 지금
도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콧구멍에 빨대가 박힌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이와 플라스틱 링이 목에 걸려 상처를 입은 회색 물범. 죽은 고래 배 속에는 수십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있
었고, 그중에서 115개의 플라스틱 컵과 25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영국의 해양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 결과 해양 쓰레기를 먹은 바다거북의 내장에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800여 종의 합성물질이 들어있었다. 해양 먹이사슬 가장 밑에 있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등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 인간의 소비생활과 기후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 삶에 창을 겨누고 있다. 편리함을 쫓아 환경오염이라는 위기를 애써 무시해왔지만, 코
앞까지 닥쳐온 쓰레기 문제는 이제 마주 볼 때가 됐다. 동물과 환경 자원,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피해와 미래 세대를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환경과 지구를 위해
제로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카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제로플라스틱 카페 취재 후기
취재를 하면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탕수수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테이크아웃 컵을 공유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새로웠다. 하지만 공유 컵이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용률이 낮았고, 카페에서도 turn블러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부족해 아쉬움을 느꼈다. 전라
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가 좋은 선례로 남아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쌓여만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서 지금은 바다와 전 지구를 떠돌고 있지만, 미래
에는 우주를 떠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스팸 뚜껑이나 비닐봉지, 과대 포장재부터 우리 생활 속에 눌러앉은 플라스틱 쓰
레기가 기업과 소비자의 동참으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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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낱말퀴즈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가 로 세 로

1)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검정시험

2)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지은 막

3)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
4)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뜻하는 사자성어
5) 우편 요금을 냈다는 표시로 증표를 인쇄한 편지 

용지
6)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 그것에 

수정을 가하여 모순을 완화하려는 사상이나 정책
7)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 또는 약이 지닌 그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
으로 일어나는 작용. 대개 좋지 않은 경우를 뜻함

8)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활력
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협동조합. 
약칭으로 농협이라고 불림

1.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2.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3. 비교할 양이나 수치의 분포를 막대 모양의 

도형으로 나타낸 그래프
4.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또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기도 함

5. 조선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로 
태조 7년(1398)에 설치됨

6. 1919년 4월 만주 북간도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 1919년 3ㆍ1 운동에 자극을 받아
이범윤, 진학신, 최우익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함

7. 물건을 담는 그릇,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지난

901호
(2020년
6월 24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가 로 세 로
1. 이인동심 1. 화이트칼라범죄
2. 생체역학 2. 심심풀이
3. 마스크 3. 대학일자리센터
4. 죄책감 4. 크로키
5. 로마니스트 5. 책임자
6. 자가수분 6. 트라이앵글
7. 보건복지부 7. 분수령

8. 사사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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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901호 퀴즈 정답자 5인]

1. 현도영(법학과)     2. 이유정(선교지원실)
3. 이윤아(경영학과)  4. 전법필(시각디자인과)
5. 조승영(상담심리학과)

■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미륵사지(彌勒寺址)는 익산시 금마면 기양

리 미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
왕이 축조한 동양 최대의 사찰로 알려져 있
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
탑 1금당의 3원 형식임이 밝혀졌고, 각종 기
와, 토기, 청자,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미륵사지는 동·서로 석탑이 있
고 중간에 목탑이 있으며, 탑 뒤에는 부처를
모시는 금당이 각각 자리하는 구조로, 이들
탑과 금당을 한 단위로 구분하는 회랑이 있
는 매우 특이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미륵사지의 서측의 금당
앞에 서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탑임과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탑이다. 양식상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한국 석탑의 시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석탑의 높이는 14.4m이며, 북동쪽을 중
심으로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 재질은 화강
암으로 기단부와 탑신부가 남아있으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6층까지만 남아있다. 기단
부는 2중 기단으로 되어 있으며, 6층까지의
탑신은 각 부분을 수 매의 돌로 짜 맞추어 마

치 목조건축의 결구를 연상시킨다. 1층 탑신
은 초석을 놓고 민흘림(엔타시스)이 뚜렷한
기둥으로 각 면 3칸을 나누었는데, 목조건축
과 같이 그 내부를 벽체처럼 구성하였다. 1
층 기둥 위에도 목조건축에서 기둥을 연결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그 위에 공포에 해
당하는 3단의 옥개 받침을 두어 옥개석을 받
치게 하였다. 

■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보물 제1991호

미륵사지 석탑 해체·수리 중이던 2009
년 심주석의 사리공에서 금동제 사리외호,
금제 사리내호, 금제 사리봉영기,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 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 사리봉영기에서는 639년(무왕 40)
이란 연대와 봉안 주체가 확인되었다. 이들
출토유물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사리외호 및 사리내호는 동체의 허리부분

을 돌려서 열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
는 동아시아 사리기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사리봉영기에는 좌평 사택적
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왕후가 재물을 희사

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
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간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선화공주나 미륵사의 창건설화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
다. 이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
으로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절대적
인 사료이다. 또한 백제 금속공예의 기술수
준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백제 무왕의 왕사 미륵사지를 찾아

인문대학장 이상균 교수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미륵사지 석탑

▲ 미륵사지 전경 ▲ 사리봉영기 출토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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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의 미래를 책임 질 슈퍼스타를 선발하는 ‘입학처’

Q.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A : 코로나19 확산으

로 코로나 이전에 존재
했던 일상이 사라진 시
기입니다. 새로운 일상
에 적응하며 건강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
다. 코로나19로 인해 입

시에도 비대면 요소가 많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원활하게
2021학년도 입시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
하고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Q. 올해 우리 학교의 대입전형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2,825명 중 2,539명(89.9%)을 수시로, 286명
(10.1%)을 정시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
형으로 915명(일반학생전형 755명, 창업인재전형 25명,
고른기회대상자전형 57명, 기회균형선발전형 78명)을 모
집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인성(학교생활충실성,
사회성 및 봉사성), 적성(학업성취능력, 학업수행능력, 전공
적합성), 잠재력(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1,553명(일반학생전형
1,356명, 성인학습자전형 20명, 농어촌학생전형 37명, 특
성화고교졸업자전형 23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
형 105명,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12명)을 모집하며,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성적을 산출
해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는 예체능계열
일부 학과에 한해 71명(일반학생전형 48명, 특기자전형
23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자기소개서 제출 없음)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100%를 평
가해 5배수를 우선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게 됩니
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 최
종 선발합니다. 다만,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서류 100%가 적
용됩니다. 2021학년도에도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로 유
지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면접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접고사 시에는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고등학교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게 됩
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괄전형(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00%)

으로 선발합니다. 일부 종교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경배와
찬양학과, 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70%와 면접 30%를 적용합니다.
지원하는 학과의 계열에 따라 2~3학년 때 반영되는 교과

목 반영방법이 다릅니다.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 지원할 경
우 수학 교과를 제외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과학/공학/보건계열 학과
는 국어 교과를 제외한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를 반영합니다. 또한 모든 전형에서 대학수
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Q. 전년도 입시계획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면 어떤 부분인가요?
A :
1.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면접고사를 비대면 면접(녹
화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면접고사 진행방식 변
경으로 수험생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모집 원서접
수 시작일(9. 23.) 이전에 비대면 면접 상세진행 사항을 입
학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정부의 4차산업혁명 기조에 맞춰 교육부에서 진행한
첨단학과 육성 정책에 참여하여, IT금융학과(경영대학) 및
인공지능학과(문화융합대학)를 신설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IT금융학과는 도내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금융 공공기관

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교육 및 IT기반 금융역량 교육
에 집중하여 유능한 연기금 전문가와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는

미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첨단 학과입니다.

Q.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입학처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입시박람회, 입시설명

회 등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입학처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으며, 각 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온라인 학과 가이드 및 온라인 캠퍼스 체험 프로그램(“슬
기로운 대학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홈페이지를 통
하여 2021학년도 입시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
고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 자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모집비율
이 30%대로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도 앞으로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A :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정

시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사립
대학 수시모집 비율은 평균 90% 선이며, 일부 몇 개 대학
은 이미 수시에서 100%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입
생 충원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시모집 비
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의 입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

기입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전형방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등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교 입학홈페이
지에 자주 방문해 온라인상담, 교과전형 성적산출, 비대면
면접고사 진행방법 확인, 온라인 캠퍼스 체험 등을 통해 좋
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입학처는 입학지원실과 입학사정팀으로 구성된 우리 대학본부의 부서이며, 신(편)입생 입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학지원실은 우리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부서로, 입학전형 제도를 개발하며, 원서접수, 면접고사 및 실기 고사 등 입
학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업무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학사정팀은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성, 적성, 잠재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전형의
개발 및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10명의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전주대 입학사정팀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섬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내실화 지원프로그램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학교교육 내
실화 지원 프로그램은 고교-대학 연계 영역과 대입전형 안내 영역 두가지이다. 고교-대학 연계 영역에서는 ▲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어디가 챌린지), ▲찾아가는 상담실,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설계, ▲ 진로심리검사, ▲ 직업·학과·교양 특강, ▲동아리·봉사 활
동, ▲ 캠퍼스 진로체험,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운영중에 있다. 대입전형 안내 영역에서는 ▲ 찾
아가는 입시상담 카페, ▲입시설명회 및 모의면접, ▲ 대학연합 입시설명회, ▲지역별, 고교별 입시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처장 인터뷰

입학처장  주정아 교수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형계획 2021학년도 수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의 2020학년도 2학기를 주님의 손
에 맡깁니다.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
한 때에는 숙고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바이러
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을 생각하고 그
것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온 지구가 신음하
고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일상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입니다. 동시에 코로나가 포기해도 되는
비본질과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의 구분을 가
르치고, 개인과 공동체의 부끄러운 치부도
드러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배려의 필요성

도 절감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조차도 선
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고 바람도 사신으
로 채용하고 불꽃도 몸종으로 쓰시는 분이
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인간의 탐욕이 낳은 자식으로 인정
하고 이제는 자연의 질서를 더 존중하고, 그
질서를 만드신 창조자의 뜻을 헤아리며, 이
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공동
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번역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지성의 실험실인 전주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숨이 곧 넘어가는 지역과
나라의 위태로운 상태에 소망의 호흡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전주대의 모든 구성원
이 건강한 시민의식, 거룩한 신앙, 따뜻한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각 구성원이 속
한 가정과 공동체에 창조적인 섬김을 실천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 섬기는 직
원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수님들, 총장님과
교무위원 전원 및 그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
와 지혜가 가득한 학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
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 바울과 실라가 두 발과 팔이 사
슬에 묶인 채 한 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
하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도가 불가능하고 찬양을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두 사람은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
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통
치하심을 찬양한다.

▼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그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이것이 믿
음이다. 이 믿음이 감옥의 문을 열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
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옥을 지키던 간수가 완전히 변
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옥을 지켜야 할 간
수가 더 이상 두 사람을 감시하는 자가 아
니라 구도자요, 동역자로 변했다. 간수는
두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물으며, 두 사람의 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청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잔
치를 벌여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눴다. 기
도와 찬양이 적에서 동지로, 간수에서 동
역자로 변하게 한 것이다. 기도가 간수와
죄수로 나뉘었던 벽을 무너뜨렸고, 찬양
이 죄수와 간수 사이에 놓여 있던 문을 열
었다. 죄수들은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간수는 두 사람의 매 맞은 상처를 씻어 주
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공동
체, 가정, 대학, 교회,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 코로나 19 사태와 자연 재해로 세상
이 어지럽다. 하나 되기보다는 등을 돌려
서로 헐뜯기에 정신이 없다. 사람과 사람,
제도와 제도, 이념과 이념을 구별하는 사
회적 울타리를 없애고, 함께 기쁨을 나누
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은 기도와 찬
양으로만 가능하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
어 크게 기뻐하는 일로 가능하다. 하나님
의 대학 전주대학교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2학기
가 되길 기도한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
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3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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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기독교 정신 구현’이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
며, 이 채플의 교과과정을 5가지 채플을 개설
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동일 장소에서의 대규모 집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채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1
학기 모든 채플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하여 운영하였고, 2학기에도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각 채플에서는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각 채플의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
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
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
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온
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성품채플이 계
획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젝트 중‘2030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오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담당교수 및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학생
들이 학교와 수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더불어 1학
년을 대상으로‘코사싸(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캠퍼스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1학년 학생들
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

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을 주
기 위하여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적 컨텐
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 이 다 . 담당  교수 가  진행하 는
B.M.D(Bible Music Drama)와 매주 채플
밴드가 음악적 요소를 통해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게
스트를 초청하여 이단 강의, 문화공연 등을 통
하여 채플의 흥미와 공감대를 높이고 있고, 참
여도 또한 크다. 학기 말에는 참여도와 감사일
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
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
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
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대화
한다.

▶소명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컨
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
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
미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
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
인 온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
뿐 아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하루의 첫 시간
2019년 가을, 새벽기도 직후에 권사님 두

분이 교목실을 노크하였다. 문을 열자 두툼한
봉투부터 내미셨다. 무려 150만 원! 사연이
궁금했다. 이 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께 드리려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다. 

감동은 유쾌한 책임이다
가을이 깃든 어느 새벽에 기도하신 후 아름

다운 꽃이 계절에 따라 옷을 바꾸는 교내 스
타가든을 산책하던 중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정원의 달콤한 향기를 만드시는
창조자의 거룩한 향기를 음미할 묵상의 공간
이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었다. 사실
숲속 초막 셋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까지 교회에서 한번도 발설하지 않은 일

이었다. 이 대화는 두툼한 봉투가 되었고 그
정성은 감동의 꼬리를 물고 번지는 또 다른
감동의 씨앗으로 주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드디어 기공 예배
그렇게 작은 소망의 지류가 강을 이루고 어
떤 시점에 이르러 누구도 거스를 수 없도록
범람하는 느낌으로 시작된 숲속 초막 셋, 지
난 19일 드디어 기공 예배가 드려졌다. 

숲속 초막 셋의 면모 
건축학과 김준영 교수의 재능기부로 기본설

계가 시작된 숲속 초막 셋은 약 6평의 작은
면적 위에 세 개의 공간 즉, 예수를 위한 공
간, 모세를 위한 공간, 엘리야를 위한 공간으
로 구성된다. 각각의 초막에서 바라보는 시선

과 조망이 다르다. 사업비 약 1억 4천만 원
은 전액 발전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10
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숲속 초막 셋
은 쉼과 힐링, 작은 묵상의 공간 제공과 더불
어 지역적 장소의 아이콘으로서 지역의 명소
가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상징적인 건축
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주님을 묵상하는 아담한 교회,숲속 초막 셋 기공 예배

기 도 문

신앙과 선교 제902호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여전히 소망의 주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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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대표 선수로 몇
종목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나 코
치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선수로 선발되
기 이전의 잘못된 자세(form)를 선수로서의
올바른 자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
음에 잘못 길들여진 자세를 바꾸는 기간이 필
요하고, 새로운 자세로 길들여질 때까지 무한
의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1세대들에게서 애굽에

서 길들여진 신앙 습관과 삶의 태도를 먼저 빼
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
식, 예배, 삶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최소한 40
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
만 겨우 2명 뿐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남북 장로교회/감리교회/성
결교회 선교사들로부터 하나님 말씀공부를 최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기도와 영적인 삶
을 신앙의 자세로 배워주었고...그렇게 배웠던
분들이 20만 세례교인(전 국민의 1%)이
1919년에 삼일만세운동을 해 냈고, 신사참배
를 반대하였고, 공산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킨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 우리는 13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서, 그리고 학원 설립  70년 주년을 내다보면
서 이 자리에 「초막교회」(tabernacle)를 세우
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
에 "토단을 쌓고, 정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에
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심
정으로, 인공적인 재주를 최대한으로 빼내고,
나름대로 순수해 지려고, 위로는 하나님을 향
하고 사방 옆으로는 학원내 4개 학교를 품은
조그마한 초막을 세우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큰 예배
당이 아닌 "초막교회"를 세우려 합니까? 그 이
유는 명백합니다. 

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듯이, 우리는 조금만 배부르면 주님으로
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람의 지혜와 힘을 과시
하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
람만 보게 됩니다.
이춘선(1921-2015)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 넷을 신부로, 딸을 수녀로 바쳤습니다.
막내 아들이 신부 서품을 받고 임지로 부임하
는데, 어머니는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건네
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풀어보라고 하셨습
니다. 아들은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임지에 도
착하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
와 함께 자신이 갓 태어나서 입었던 배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본래 이렇게 작은 사

람이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는 본래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교회
에서 다시 작아지려 합니다. 아니, 입으로 늘
떠들었던 낮아지고 작아지는 마음의 훈련을
내 자신에게 시켜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초막에 찾아와 우리를 주께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눈물흘리면서 주
께 드리면, 우리의 옛 모습을 받으시고 새 모
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님, 우리가 옛 모습을 되돌려 달라 떼
쓸 때에 절대로 돌려주시지 마시옵소서!
이 초막교회에서, 모세, 엘리야를 보기 이전

에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
습을 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②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
고...이제는 변화 산에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접을 받으셨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또 들으
심으로써 공생애 사역을 마쳤습니다.
변화산은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사역, 십자가

를 지고 피흘리시는 어린양이 되시고, 부활하
심으로써 사망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위하여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결단의 장
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

장한 채,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다른 사람을
살게하기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써 섬겨야 하
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변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접을 받으시고, 하
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행의 발걸음을 예루살
렘으로 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Moses)가 가기 싫었던 애
굽의 바로 임금에게로 갔듯이, 엘리야(Elijah)
가 만나기 싫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갔듯이,
예수님께서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으로 갔듯
이...우리도 이곳 초막교회에서 모세와 엘리야
처럼, 예수님처럼 영적인 변화를 받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서 "너를 살
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그 사역을 용감하게
해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주를 살려야 합니다. 전라북도로

부터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를 살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처럼 담대하게 말하기 위하여 이곳 초
막교회에서 먼저 "주께서 준비하신 숯 불이 내
입에 닿아 내 악이 제하여 지고 내 죄가 사하
여지는"(사6:7) 영적인 변화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벽한 피조물로
지으셨지만(μορφόω), 가끔씩 아니 자주, 우리
는 이곳 초막교회에 앉아서 과거의 나와 지금
의 나와 미래의 나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μετανοία: 회개 ), 다시+지어져서 (μετά +
μορφόω)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게
(μεταμορφώθη=μετά + μορφόω) 하실 줄 믿습니
다. 
우리 학원이 시작한지 70년이 가까워져 옵

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게 하시고, 지
금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습
들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하여...우리 모두 이곳
초막교회에 찾아 와 무릎꿇고 하나님의 얼굴
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조성하였

으니 너는 내 것이다(사43:1-2) 라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
그 땅으로 가라...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두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
처럼 애굽으로, 엘리야처럼 아합과 이세벨에
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모두 다 죽음
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써 부활합시다. 
우리가, 이곳  초막교회에서 "마치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듯
이...이곳, 초막교회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천 날보다 의미있게 되면"(시
84편) 우리가 걷는 눈물 골짜기는 "시온의 대
로"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원은, 전주대학교 주관아래 "초
막교회"를 세웁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
학원뿐 아니라 전주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과, 동남아시아...온 세계를 "시온의 대로" 바
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변화산의 환상을 보라 
마17:1-8

차종순 목사
(신동아학원 상임이사)

이 글은 지난 8월19일 숲속 초막 셋 
기공예배의 설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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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전주대학교

교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홍용 교수입니다. 저는 전주대
학교 체육학과 86학번 출신으로 현재 운동처방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먼저 모교인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수회 회
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올리며,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소
임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와 관련된 2학기의 중점적인 추진사항
들이 있으실까요?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교

수님들 역시 당혹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껏 해오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으로의 변화는 학생들의 교육
만족에는 아쉬움을, 급작스럽게 새로운 강의자료를 개발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교수님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
통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대학교는 교육
만족 1위를 목표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
는 만큼 교수회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
를 마련한 상태에서 가능한 대면 수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원활한
동영상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교수님들의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
다.

Q. 제8대 교수회 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꿈

과 희망은 바로 전주대학교의 미래일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은 학교생활 중에서 배우
고 느낀 교육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이번 8기 교수회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 만족을 위해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비합리
적인 학칙 및 제도 정비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발전
을 위한 대안 마련과 이를 통한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발
전을 위해 협력적 입장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대학교가 모교로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어버이의 역할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명
한 만큼 우리 대학 출신들을 위해 최소한 도내에서 모교의 역
할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와 우
리 동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
안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교육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 고심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한, 총학생회를 비롯해 단대 학생회 구성원들과의 정례 모임
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수시로 교수회가 할 수 있
는 지원 및 격려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에 더해 교수님들
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방문 모
임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
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경제적 위기는 기업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어 향후 취업인
구의 감소, 실업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러한 사회적 현상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확
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긴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활
용한 비대면 수업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 만족
1위를 목표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돈독한 신뢰와 협력을 기반
으로 취업을 포함한 모든 경쟁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 상황은 대학의 발전
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하
지만 우리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과
의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 역시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
이 아니기에 다른 대학들 보다 교수와 학생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회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높
고 견고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우리 교수님들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정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기원하겠
습니다. 

Q.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박
순권 교수입니다. 저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8기 교수회
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발전에 우리 전주대학
교 가족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교직
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모두 교수회와 힘을 합해서 전
주대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Q. 제8대 교수회 부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
립니다.
저는 교수회의 일원으로서 전주대학교 교수들의 다양한 생

각을 잘 살펴서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만들고, 이
를 대학본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
다. 그리고 교수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활동도
교수회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
니다.

Q. 현재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으시죠? 학교는 열려

있지만, 학교에 오시지 못하고 수업은 듣지만, 교수님들을 뵙
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
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강
의실에서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수업
이 진행되고 그 가운데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인간적인 관계 형
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형태의
강의를 들으시느라 지난 학기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교나 교수님들은 수업의 질을 최대한

향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고 다음 학기에도 일부 동영
상 강의가 실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느끼
셨지만, 학업과 꿈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전
주대학교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Q.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제8대 교수회 부회장을 맡게 된

이대희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제8대 교수회 회
장단이 며칠 뒤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수님들을 위하고 학
생들을 더 위할 수 있는 교수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준비되어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명문대학이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수님들의 연구 및 활동에 도움이 되고 학
생분들도 학교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
록 임기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제8대 교수회 부회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
겠습니다.
각오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맡아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교가 헤쳐 나가려면 학교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셨던 교수회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그러한 결과물로 본교의 브랜드 네이밍이 굉
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환경
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학교가 잘 어울려져서 최고의
기독교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있습
니다. 교수님들은 열심히 교육해주시고 연구해주시는데 전념
하실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셔야 하고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시며 학교에 오시고 전주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이 브
랜드 네이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학교가
되게끔 교수회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그 목표를 이루도
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 교수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
십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진짜 학교라고 이야기를 드
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
를 합니다. 학생분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여기저
기서 많이 듣고 있지만 아마도 사회적인 분위기로 조금 더 기
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 하
나는 일단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그
냥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고 우리 학생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
회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
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의 깊이가 떨
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학
생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그런 부분은 전공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건강 늘 잘 챙기시고 우리 학생분
들을 학교에서 뵈어 즐겁게 강의하는 그 시간까지 잘 준비하
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새로 출발한 “제 8대 교수회” 
교수회는 학교 예산과 정년계열 교수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또한, 교수들의 교권 보호, 복지 및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본부 측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발전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본부 측과 협의하고 문제를 개선, 타결해 나가는 역할과 협력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교수들의 교권 및 권익과 관련하여 본부 측에 요구할 사안들과 학칙변경 및 교육 관련 본부 측의 의견들에
대한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 교수회와 본부 측과의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전체 교수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협의가 된 내용과 결과가
다소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미타결된 내용의 경우 추가적인 후속 해결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한다.                                              

교수회 회장
홍용 교수님 (운동처방학과)

교수회 부회장
박순권 교수님 (상담심리학과)

교수회 부회장
이대희 교수님 (외식산업학과)



사    설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
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기업은 경영난에 청년은 취업난으로 커다
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많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하거나 포
기하면서 청년 취업이 거의 절벽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하
반기에 신규채용을 예정한 기업은 4곳 중 한 곳
인 25.8%에 불과하다. 또 다른 조사는 금년 하
반기 기업의 채용 규모는 31,000명 정도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44,800명보다
30% 정도가 축소된 규모이다. 지난해 대비 하반
기 채용 규모가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이
다. 이처럼 채용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사
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에 직면한 것이다.

청년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이지
만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인 장기 경기
침체의 위험과 세계 경제의 퇴조 가능성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
성도 예상되면서 더불어 청년 취업이 계속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가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의 어려움을 극
복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듯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결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세대가 일
할 기회를 만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청
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책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
시해야 한다. 청년 취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청년 취업 절벽을 허물 수 있
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
책을 입안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취
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청년취업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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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처음으로 iClass를 준비하며 느낀 점

여기 한 남자가 법정에 서 있다. 이 남
자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피고소인으로
기소하며 배심원단에게 3장의 증거 사진
을 제출한다. 150년 전의 마차와 현재의
전기차, 150년 전의 전화기와 현재의 스
마트폰, 그리고 150년 전의 강의실과 현
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의 삶에는 상
상을 초월하는 변화들이 생겼지만, 교실
안의 학생들은 여전히 네모난 책상에 앉
아 네모난 칠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세
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육은 전통 그대로
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학교 교육」
이라는 6분가량의 짧은 YouTube 영상
이지만 ‘우리는 넓은 바다를 헤엄칠 수 있
는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최후 진술은 아직
도 내 마음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각 나라의 문화 분석을 통해 사회현상

을 비교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
한 일률적인 교육은 개인주의 문화의 서
양보다는 집단주의의 동양권 문화에서 빈
번히 발견된다. 개인을 집단의 일부 또는
부속으로 보는 문화에서 교육의 가치는
주로 개인의 특성에 맞춰지기보다는 집단
의 목표를 강조하게 된다. 개인의 성향이
나 그에 맞는 학습법 등은 간과되기가 쉽
다. 학생들이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교
육을 받는다면 정해진 길을 벗어 나는 것
을 두려워하게 된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며 남들
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개발하는 것이 어
려울 수밖에 없다.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
되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
들은 당연히 자신이 얼마나 근사한 물고
기인 줄을 깨닫기도 전에 나무 꼭대기에
있는 허구의 대상을 막연히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영어 교육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혼자 있을 때는 영어를 곧 잘하는 학생도
주위에 다른 한국 사람이 있으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혹시 내 영어가 놀림을 당
하진 않을까, 내 한국식 억양과 발음이 무
시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 라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
문에 일단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콩
글리쉬든 손짓이든 발짓이든 머릿속에 있
는 생각을 자신 있게 뱉어야 한다고 이야
기해 주곤 한다.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이
특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은 영어에는 ‘눈
치를 채다’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마땅
한 표현이 없어 ‘take a hint(단서를 찾
다)’로 에둘러 나타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단단한 영어 공부: 내 삶을 위한 외
국어 학습의 기본」의 저자인 김성우 교수
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원어민과 똑같
이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절
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
는 것을 강조한다. 영어학습이 개인의 동
기와 필요에 의해 삶에 뿌리를 내리기보
다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 누군가 정해 놓
은 틀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원어민의 발
음을 가지기 위해 확산하는 지금의 현실
에 큰 울림을 준다.

황요한 교수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기자칼럼

K-방역과 인포데믹 

처음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퍼졌을
때 나는 다른 전염병 사태가 그랬듯, 금
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는 약 9개월이 지나도록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로 인해 전국

적으로 확산됐을 때만 해도 정부와 지자
체의 발빠른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
는 것에 거의 성공했다. 그리하여 신천지
발 대유행이 종식될 무렵엔  ‘K-방역’이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K- 방역’은 신속한 검사와 신속한 확진

자 동선 추적, 그리고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그중에
서도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일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보건 당국은 확
진자의 행적을 발 빠르게 파악하여 확진
자와 접촉된 사람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접촉자들은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재빠르게 검사를
받아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공개가 사생활 침해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
자의 동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면서
확진자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
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정 확진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
기도 하고 과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사실
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국가가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
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
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정
보를 수집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
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
하게 침해 받고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렇기에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및 직
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않는 등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가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유포된
허위사실로 인해 당사자와 그의 가족은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양산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무분별
하게 수용하는 일을 지양해야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방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
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못지않게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정보
감염증)을 방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확진자에 대한
무분별한 질타와 추측을 자제해야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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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the Coronavirus Disease-19
started from Wuhan, China, and
spread around the world at an incred-
ibly fast pace. The Korean society tried
to defend the COVID-19, which pushed
almost all schools to conduct non-
face-to-face classes. Last semester,
our university also decided to imple-
ment full-length non-face-to-face
classes to prevent infections by the
Corona virus.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benefits of being a JJU student,
especially for freshmen who couldn't
have an opportunity to enjoy their time
on campus during the spring semes-
ter.

1. Jeonju University’s Health Care Center
Jeonju University's Health Care Center
is an institution that provides health
care and disease prevention for stu-
dents and faculty members. It carries
out many tasks, administering first
aid, health counseling and examina-
tion, trauma treatment, and campus
quarantine. You can check your tem-
perature, blood pressure, weight, and
eyesight at the center. If you get hurt
on campus, you can visit the JUHC
Center to get first-aid medical treat-
ment. It also provides scholarships for
smoking students if they succeed in
quitting smoking while participating in
the Non-smoking Healthy Campus
campaign. The JUHC Center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and it opens from 9:00
to 18:00 on workdays.

2. Star-T, Rising Star  & Super Rookie

Star-T program allows students to re-
ceive points for scholarships by sub-
mitting the results of their activities to
the university. A Star-T Scholarship of
3,000 won will be given per point, and
1.5 million won will be given for an
overseas travel scholarship if you get
a Superstar Certification depending on
the content of activities. There is also
a scholarship program called the Ris-
ing Star to improve student’s foreign
language skills. Points will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foreign
language tests, including TOEIC, TEPS,
TOEFL, JLPT, and HSK. Additional
points will be given if the score im-
proves significantly. You can get the
maximum benefit of 1.2 million won.
As for various certificates, there is the
Super Rookie Program.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certificate you hold,

you can receive up to 900,000 won in
scholarship during your school years.

3. Various career and employment programs
Our university provides a lot of sup-
port fo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job search. The Career Develop-
ment program supports certificate
classes to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obtain certificates that they need to
get a good job. The certificate programs
that run this semester are as follows:
- ACA Certification (Photoshop, Illus-
trator, Premier Pro)
Monday, September 7th to Friday,
September 25th at 18:00-21:00,
Monday, November 2nd to Friday, No-
vember 20th at 18:00-21:00,
- ACU AUTOCAD
Monday, December 21st to Thursday,
December 24th at 13:00-18:00,
- MOS Certificate
Monday, November 2nd to Friday, No-
vember 27th at 18:00-21:00.

4. Office 365
If you log in to Jeonju University in-
STAR at https://instar.jj.ac.kr/, you
will see Office 365 icon on the top of
the screen. This Office 365 provides
free access to the original Microsoft
Office programs to Jeonju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Up to five gen-
uine offices can be installed on per-
sonal PCs, laptops, and mobile devices.
Using this, you can download Word,

Excel, and PowerPoint, which are es-
sential items to carry out assignments
while attending college.

5. Apple on Campus
If you log in to Jeonju University in-
STAR, you can find Apple on Campus
on the top left side of the screen. Apple
on Campus is linked to the Apple on-
line store that exclusively allows stu-
dents and faculty to purchase Apple
products at a discounted price. It is
conducted through a partnership be-
tween Apple and the university. Dis-
countable items include Macbook,
Macbook Air, Macbook Pro, iMac, Mac
Mini, and Mac Pro.

These are the least of benefits our uni-
versity offers to students. So please
visit our school’s website from time to
time to get more.

Tips for Freshman StudentsTips for Freshman Students
by Kim Jieun, Reporter

The COVID-19 is a dangerous disease
that might take away human lives. Of
the 214 countries where the disease
occurred, the Republic of Korea is
ranked up to the 75th in terms of case
and death rates. The most common
symptoms of the corona virus are
fever, dry cough and fatigue. Other
symptoms can be various, including
the loss of smell and taste, muscle
pain, sore throat, runny nose, nasal
congestion, headache and diarrhea.
These symptoms are usually mild but
progressive.

The Corona virus mainly spreads with
the respiratory nasal mucus which is
produced when a person infected with
the virus exhales, coughs or sneezes.
It moves to people who pass by the
carrier. When they touch their mouth,
nose or eyes, it comes into the victim’s
body through mucous membranes.

Most of the infected patients experi-
ence mild symptoms, but it could be
only mild in the early stages of the
disease. It is a really big problem that
there are some patients who just cough
or who do not feel any symptoms at
all. They can be a carrier.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nyone can be a patient and/or a car-
rier. This asymptotic transmission
makes medical researchers puzzled,
even though they are working hard to
know how to tackle the COVID-19.  

It has been reported recently that most
new cases are related to Sarang Jeil
Church located in Seongbuk-gu, Seoul.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from
this church has reached around 1,
000. The Seoul city government is
trying to collect samples of everyone
who contacted with Sarang Jeil church
members and visitors. Some of them

are not very cooperative. The virus
moved from them to their family
members who took their turn to pass
the virus to coworkers at work who
became a carrier to their friends and
relatives, making manifold vicious cy-
cles. 

The COVID-19 took more than 300
lives in Korea. We know the number.
The virus is spread through the air. We
know the fact. Nevertheless, not a few
people still go out and go out more fre-
quently. Some local governments is-
sued an order to close temporarily coin
singing rooms, PC rooms, bars, and
other places where we would like to
hang out. The Jeonju University will go
on-line for the first three weeks of the
fall semester. (It is time to check our
smart phone and Wi-Fi connection to
study in distance.) Will it be over in
three weeks? 

Let us review wh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recommends to fight the dis-
ease.

1. Wash your hands meticulously with
soap under running water;
2.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sleeves when coughing or sneezing;
3. Avoid touching mouth, nose and
eyes with unwashed hands;
4. Wear masks wherever you are out,
indoors and outdoors, at all times;
5. Refraining from visiting crowded
places;
6. Report immediately to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if you suspect in-
fection.

The COVID-19 is spreading again
throughout the country. Let us take
the precautions and stay healthy.

How to Fight COVID-19 How to Fight COVID-19 
by Park Jeonghyeon,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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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ệu trưởng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ee Ho In
Các em du học sinh thân mến! 
Trước tiên tôi xin chân thành chúc mừng và chào đón các em du
học sinh – những người đang vẽ nên những ước mơ tương lai và
háo hức với cuộc sống đại học đã nhập học vào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ôi rất tiếc vì lần này do tình hình virus Corona nên không thể đến
gặp mặt trực tiếp từng em để chào hỏi và chúc mừng. 
Trường của chúng ta là ngôi trường có chứng nhận về quản lí và
thu hút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đã nhận được đánh giá theo tiêu
chuẩn ‘giáo dục quốc tế hóa’ là trường xuất sắc suốt 6 năm liên tục,
đồng thời được ghi nhận là trường tư thục danh tiếng nhất khu vực
Honam. 
Đúng như slogan của trường chúng ta là ‘Nơi nuôi dưỡng những
ngôi sao’, tất cả thành viên chúng tôi sẽ giúp đỡ để các em du học
sinh có thể tạo nên và đạt được những giấc mơ. 
Giống như các anh chị khóa trên đã trưởng thành thành những ngôi
sao và vươn ra thế giới, trường chúng ta sẽ nỗ lực hết sức và giúp
đỡ để các em cũng có thể đứng ở vị trí đó. 
Tôi mong các em sẽ có niềm tự hào rằng mình sẽ là một siêu sao
tương lai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bắt đầu cuộc sống đại học
ở đây, cũng mong rằng các em sẽ hết lòng hướng tới ước mơ cao

cả và tương lai đầy hứa hẹn của mình và thử sức với nó. 
Các em du học sinh thân mến, cuối cùng ở vị trí này, điều tôi muốn
hứa với các em đó chính là tất cả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hết mình vì
những kết quả, sự trưởng thành và thành công của các em. 
Các em hãy mạnh mẽ thử sức và hướng tới những ước mơ cao cả
và tương lai đầy hứa hẹn của mình. Một lần nữa xin chúc mừng
các em đã nhập học. Mong dịch Corona sớm kết thúc và những
ngày sau có thể gặp các em một cách vui vẻ ở trường. Xin cảm ơn. 

Lời chào mừng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học học kì 2 năm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