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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과 함께 ( Drea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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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100여 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학교의 이니셜 ‘J’(빨간색 사진부분)로 표현한 모습이다.

작은 마음 모여 큰 힘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한 ‘힘내라 수퍼스타’
장학금 모금 캠페인 모금액이 10월 12일 기
준 1억 4253만 5843원을 돌파했다.
이번 장학금 모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과 학부
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고, 비대면 강의 수강

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등 경제적 부담
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부터 동문, 교수, 교직원 그리고 외부
기업까지 100여 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가 장
학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 현황과 응원의 글, 기부
스토리 등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JJ미디

어 - 전주대 소식 -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모
금 운동 확산 ‘힘내라! 수퍼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주대는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
위원회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추가
적인 비용을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

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설치, 강의 수강을 위
한 노트북 구매, 대체공부 장소 마련 등이 있
다. 또한,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지급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외에 추가적인
장학금 마련을 위해 구성원과 동문 등이 함께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전 교과목 절대평가 방식 결정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2020년 2학기 학
사일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앞서 8월 31일 2학기 개강 후 3주간만을 온
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이 기
존 3주에서 7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비
대면 수업이 운영된다.
또한, 이번 학기에 한해 대체보강주간을 폐지
하여 추석 연휴와 한글날 등 공휴일로 인한 보

지난 학기에 이어 2020학년도 2학기에도
모든 수업의 성적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결
정됐다.
기존에는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개인(팀)
프로젝트, Capstone Design 유형 교과목
외 모든 교과목을 상대평가하기로 했지만, 지
난 25일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우리 대학은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개강 후 3주간 일부 실

강주간이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2학기 종강
일 역시 12월 12일로, 1주 앞당겨졌다. 지난
10월 11일 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이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
터는 대면수업의 비중을 높여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대는 재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마련해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과 철저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험·실습·실기 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의에
대해 비대면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지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8월 31
일부터 7주간으로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장기
화함에 따라 학생들은 보다 더 평가의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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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기념해 “외국인 도전! 한국어 골든벨” 열려

한글날 574돌을 기념해 10월 8일(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주대 교수연구동 8층 세
미나실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도전! 한국어 골
든벨’ 행사가 진행됐다.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주관한 이 행사
는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와 한글의 의미를 되
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한
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행사 전 미리 선발된 유학생 50명
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
며 진행됐다. 세미나실 입장 시 마스크를 필수
로 착용하고 체열 측정과 손 소독, 방문 일지
작성을 완료했다.
‘도전! 한국어 골든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KBS-1TV 도전 골든벨의 진행 방식에 따라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사회자가 문제를 출제하면 참가자는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개인 칠판에 기재
해 머리 위로 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국어문화원의 김민정, 이대용 선생님
이 맡았다. 문제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띄어
쓰기, 지역어, 전북의 문화와 인물, 한국문화
상식 등을 주제로 하여 ox형과 단답형으로 구
성되었다. 대회 도중 비빔밥을 맞히는 문제에
서 콩나물국밥, 비빔국수, 비삠빱 등의 웃음을
자아내는 오답이 나와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학생에게는 한국어달인
상 1명, 한국어사랑상 2명, 한국어지킴상 3명
총 6명에게 상장과 합계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한국어달인상은 베트남 국적의 딤
티니잉이, 한국어사랑상은 응웬티지앙, 팜티
홍반이, 한국어지킴상은 황티트엉화이, 응웬
티엔, 쯔엉태선이 수상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주대 제1회 유학생 가요제 개최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 속 대면 수업 가능성은?
최근 대학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
스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부
산시는 부산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신종 코
로나19 확진자가 9명에서 3명(379~381번)
이 늘어난 12명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3명은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증상발
현이 가장 빨랐던 366번 확진자와 같은 학과
학생들이다. 문제는 366번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만 5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
다. 동아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부산지역
모든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2학기 수업을 비
대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던
부산지역 대학들이 수업 일정을 긴급 수정하
는 등 학교 방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
다. 경성대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명 이하 실험·실습 과목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동서대는 21일부터 수강생 20명
이하인 교과목이나 실습·실기 수업만 대면으
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19에 대비해 전주대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
대면 강의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전주대학교
는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등교/출근 시 전주대학교 앱
(APP) 내 자가진단 작성 - 출입자 마스크 착
용 확인 후 발열 체크(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

활용) - 건물 입실과 퇴실 시에 QR코드 체크
- 출석/출근 등 ‘코로나19 추가 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대처에도 학생들은 대면 수
업의 시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전국적
으로 확진자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고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기간동안 발생했을지 모
르는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오가는 학생들의 동선과 확진자들
의 동선이 겹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적잖이 있
다.
지난 1학기 대면시험 시행 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소독티슈를 배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시험장도
간혹 있었기에 재학생들은 대면시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대면 수
업에 대해 안전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타지에
거주하여 학교에 오기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대면 강의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
비대면 강의를 들으며 집중도와 참여도가 대
면 수업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면 강의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지 대면 수업
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박현철 기자(phch1100999@jj.ac.kr)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김병오 교수,
국악 가상악기 대중화 엔씨소프트와 협업 진행
전주대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김병오 교수 연
구팀이 개발한 국악 가상악기 SW가 엔씨소프
트에서 개발 중인 신규 게임 음악 제작에 활용
된다.
지난 23일 엔씨소프트와 전주대 산학협력단
이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당사가 가상악기
제품의 QA(Quality Assurance)와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악 가상악기 SW는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국악기의 다양한 주법별 연주 음원 외에도 일
정 마디를 반복해 연주하는 ‘국악용 루트 샘플’
이 추가되어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을 재현해
냈다. 또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능이
장착돼 타 장르 뮤지션 및 일반인들의 국악 창

작 접근성과 사용성을 향상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 한류의 주요 산업으로 정착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게임 음악 제작에 활용
함으로써 ‘국악’ 중심의 신한류 확산에도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엔씨소프트와
의 협업을 통해 국악 가상악기의 완성도를 높
이고 국악의 대중적 인지도 역시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병오 교수는 “엔씨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게임 회사가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책
임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계
기로 한국 전통 소리 유산이 더 많은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간호학과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지난 9월 28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제1회
유학생 가요제가 열렸다.
이번 가요제의 제목은 ‘나 혼자 부른다’로 코
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없
는 상황 속에서 노래로나마 서로를 위로하자
는 취지로 붙여졌다. 예선은 사전에 참가 학생
들의 노래 영상을 받아 온라인으로 치렀다. 이
날은 본선 참가자 13명이 모였으며 사회적 거
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본선 진출 학생들과
소수의 학교 관계자 및 외부 심사위원들 만으
로 진행되었다.
국제교류원 류인평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에 와서 경연을 나온 열정이 대단하다”라
며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해 참가 학생들을 독
려하고 대회 의의를 한번 더 강조했다.
첫 번째 참가자 황지낙(경배와찬양학과·중
국) 학생은 찬양 음악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를 불러 기독교 사학에 어울리는 곡으로 경연

을 시작하였다. 또 진옥련(상담심리학과·중
국)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일 년 내내 겨울
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빨리 봄날을 맞이하고
싶다”라며 유명 아이돌 그룹 BTS의 ‘봄날’을
노래해 듣는 이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다
른 참가자들도 가요제 취지에 맞게 위로와 힘
이 되는 노래들이 주를 이뤘다.
1위는 (여자)아이들의 ‘LATATA’로 노래뿐
만 아니라 춤까지 선보여 에너지 넘치는 끼를
발산한 부이티린(한국어문학과·베트남) 학생
이 선정되었다. 부이티린 학생에게는 50만 원
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다른 모든 참가자들
도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한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뉴시스 전주본부 심행
우 국장은 “참가자들 모두 뛰어난 발음과 가창
력이 돋보였다. 아쉽게도 이번 가요제는 무관
중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융
성한 대회가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지난 23일 JJ아트홀에서 제10회 나이팅게
일 선서식이 진행됐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
생들이 임상 실습 전 가운을 입고 손에 촛불을
든 채 선서하였다. 촛불은 주변을 비추는 봉사
와 희생정신을, 흰 가운은 이웃을 따뜻하게 돌
보는 간호정신을 상징한다. 간호학과 학생들
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하여 간호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봉사와 희생에 이바
지할 것을 다짐했다.
간호학과에서는 지난 2010년 이래 매년 가
을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선서식을 갖고 간호사로서의 신념과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도서관 운영시간 조정 안내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도서
관의 운영시간이 조정된다.
자료실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개
방하며, 열람실 및 노트북 존의 경우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매일 개방한다.
도서관은 안전한 열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 작업을 시행하고 철저한 방
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출입 시 마스크 착
용과 손 소독을 필수로 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출입자의 입퇴실
시간을 기록하고, 좌석 간격을 조정하여 본래
이용 정원의 약 30%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
다. 아울러 열람 및 대출도서를 소독하고 있
다. 열람실 및 노트북 존은 예약 후 이용해야
하며 좌석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시간 및 이용 방법에 대해 더 알아
보고 싶다면 도서관 대출실(220-2125,2198)
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연 기자(jiyeon42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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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의 논점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9월 4일 정
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의료계는 2015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올해
7월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휴
진을 시작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에 걸쳐 4000명을 증원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법안
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내과, 외
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방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지시해 지방의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려
는 목적의 법안이다.
이 두 법안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국민 10만 명당 의사 수 1위인 그리스가 그에 상응하는 의료수
준을 갖추지 못한 점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의사의 수가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었다. 지방에서도 몇몇 의료취약지는 환자 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고
가의 의료 장비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의료의 질
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나절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미흡한 의료 수준인 지방 병원을 피해 서울로 향하
는 일은 빈번하게 벌어졌다. 환자들을 서울에 빼앗겨 운영이 더
어려워진 병원에선 결국 의사들이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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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났다. 의협에선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를 의무복무로 묶
어놔도 결국엔 서울로 이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인기과 의사 양성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문제 해결이 선결과
제이다. 수익성과 더불어 비인기과로 불리는 외과, 산부인과 등
은 근무 강도마저 높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대를 졸업해
도 병원이 없거나 전공을 살리기 싫어 다른 과에 머무는 의사가
생겨날 것이다.
의료계의 입장에 정부도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병원의 1회 진료 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1/4이다. 의료접
근성이 높다 한들 의사 한 명당 많은 환자를 대응하게 돼 의료
의 질이 떨어짐은 명확하다. 그렇기에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지방 병원의 수익성 문제도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
박했다. 환자 수가 많아 자금 문제를 겪지 않는 지방 병원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력 부
족으로 인해 감염자 대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법
안 도입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이번 집단휴진 사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의료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
지 못한 정부, 위급한 시기에 파업을 진행한 의료계 양측에 국민
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합의
점을 찾아 법안을 재상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제호야, 10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10월 25일? 음...마지막 주
일요일이잖아? 빨리 시험
끝나서 그 날에 실컷
쉬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보는거야?
혹시 그 날 학생회에서 뭐 한대?
시험 끝났으니까... 축제하나?!

어휴...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
됐잖아. 그게 아니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야.

아~ 독도의 날이구나.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정해진거야?

그건 말이지...
말하자면 길고도 짧은
과정을 거치는데..

기숙사 수질 관리 논란
지난 9월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기숙사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기숙사 샤워기 사용 후 피
부에 이상을 느꼈으며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이었
다. 해당 게시물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으며 짧은 시간 안에 hot 게시물에 등극했다. 학생들은 댓글
로 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기숙사 정수기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글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지난 5월 이후로 정기점검 일지에서 점검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정수기 필터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
로했다.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이
안전하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기숙사 측은 정수기 정기점검과 필터 교체는 꾸준히 시행
됐다고 말했다. 정수기 관리 업체가 변경되면서 정기점검 후 관
리자용 일지만 작성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

명했다. 기숙사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관리
업체에 정수기 일지에도 작성 할 것을 요청했다.
샤워기의 경우 스타홈과 스타빌은 공용 샤워 시설로 샤워기 전
체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스타타워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
진 건물로 학생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샤워기 교체가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녹물과 관련해서 물탱크는 법적인 문제로 정기적
으로 청소를 하지만 물은 전주시 공용으로 기숙사 소관이 아니
라는 처지를 밝혔다.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기념일 재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국회제출을 거쳐 10년 뒤인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도의 날을 선포하게 돼!!
와..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니,
어렵게 지정된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도의 날을 기념
해야겠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비싼 돈을 주고 생활하는 만큼 제
대로 된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숙사는 대부분
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지내는 곳이다.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
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되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지고 있나
교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실태
지난 8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대학 본부에서
는 기존 비대면 수업 기간을 개강 후 3주에서 총 7주간으
로 연장했다. 비대면 수업 기간과 상관없이 실험, 실습, 실
기 과목의 경우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론 수업
은 30명 미만, 강의실 밀집도 50% 이하의 전제하에 대
면 수업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내·외에서
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을까?
- 교내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대면 수업은 교수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앞뒤, 양옆을 비워 좌석
간에 간격을 두고 수업을 듣는다. 수강 인원이 30명을 초
과할 경우 분반으로 나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면 강
의가 진행되는 강의실은 매시간 환기를 시키고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회관 식당은 전 좌석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여 감염 예방에 나섰다.
- 교외 학생 생활 구역은 방역 사각지대?
우리 학교 후문에 있는 여러 카페와 편의점, 베이커리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다. 후문은 버스 정류장에
서 학교를 지나가는 거리로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
역 지침은 카페 출입 시 체온 측정 후 출입 명부를 작성해
야 한다. 또, 좌석 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 그러나
후문에 위치한 카페 중 정부의 방침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편의점 두 곳과 카페에서 설치한 야외 테이블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무방비 지대이다. 좌석 간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고, 여러 명이 마스크 착용 없이 둘러앉아 술
을 먹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적 추이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다. 오는 17일 비대면 수업 기
간이 끝나면 등교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중간
평가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대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
생들이 모이는 시점에 방역 지침 준수 재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
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
칙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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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21세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 하
나로 청년실업문제가 빠질 수 없다. 청년실업의 정확한 사
전적 의미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
지지 못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다
른 나라에 비해 고위학력자가 많음에도 졸업을 한 후 장기
간 취업을 하지 못해 실업자 혹은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늘
어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인
구는 386,000여 명이며, 이는 청년 취업대상 인구 중
9%에 해당한다.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
율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청년층의 부재는 대
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중의 하나로 오
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
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
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중점으로 자세
히 알아보자.

유럽과는 다른 청년실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니트족’
과 ‘프리터’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
다.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
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
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다. 유럽의 경
우 고졸자가 취업이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
졸자가 취업이 안된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나타난 청년실
업과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프리터를 살펴보면 자유(free)
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1987년에 처음 사용했다. 15~34세의 남녀 중 고정적인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
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알바로 생계를 유
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프리터는 학력과 눈높이에 맞는 일
자리가 없어 양질의 일자리만을 바라보며 알바를 지속하는
장기구직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유럽, 미국 등의 청년실업과의 다른 본질이다.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첫째는 높은 대학 진학
률로 인한 일자리의 불균형이다. 둘째는 한국 청년들의 역
량은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평균
이상이지만 하위권의 역량이 높을 뿐 상위권의 역량이 높
은 것이 아니다. 최상위 역량의 직업은 전문직에 해당하지
만,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상
위에 몰려 있다. 중상위층에 몰리는 직업은 사무직과 숙련
생산직에 해당한다. 하위 역량의 직업은 단순 서비스직과
미숙련 생산직이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이 숙련생
산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졸 실업자는 늘어나
지만 고졸 실업자가 안 늘어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무직과 숙련생산직은 기술혁신에 취약하기 때문
에 산업구조변화에 취약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상, 중, 하 중
에 중에만 몰리지만, 점점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본다면 일자리의 질 격차가 벌어
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천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결과
적으로 이중 구조화가 나타남에 따라 청년실업의 문제가 나
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계속 고용제의 도입이다. 계속 고용제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
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이다. 생산
연령인구를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31만 6천명

20.08,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1%p 증가할수록 청년
층의 고용비중이 0.8%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해결방안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층이 취업하려는 시장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에 임금격차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특
성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에 일자리는 많으나 청년들의 학력
이 높아지면서 눈높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 괜찮
은 일자리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
적인 해결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수
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 아파트 설치와, 근로자 창업지
원 등 여러 혜택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원인인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
의 일자리가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세대 간 갈등을 없
애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을 함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 기업이 고령층을 고용함으로써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정
년연장의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환경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한순간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
만 가장 쉬운 방법은 쉬운 일과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는 청
년들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자신
혼자만이 취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청년들이 뭉쳐 함
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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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타인에게는 ‘남’의 개
지난 9월 25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안은 맹견 규정에 속해있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 반려견은 외출 시
입마개 등의 보호 장비와 견주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공격성을 보인 반려견에게 맹견과 같
은 제한을 둘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000여건의
개 물림 사고 중 일반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고가 다수 있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상해 사고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에 의한 소음 문제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
월 18일 울산 남구에서는 이웃 주민이 옆집 반려견의 소음
을 참지 못해 견주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
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어쩌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양육비율 추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비
율은 26.4%로 대한민국 가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보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부터 64세 이
하 성인 남녀에게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한 결과로, 이는
2010년도 17.4%의 비율 대비 약 1.5배 증가한 모습이다.
이 중 ‘개’의 양육비율(중복응답 가능)이 83.9%, ‘고양이’
32.8%로 양육인구의 대다수가 기르고 있으며 이외의 동물
들은 1% 전후의 비율을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개’는 약
598만 마리, ‘고양이’는 약 258만 마리가 양육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요즘, 관련 사건
도 그에 따라 늘어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유자와 비소유자간 갈등
2017년도에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상해 피해를 일
으켜 논란이 되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엘리베이터
에서 물었던 최씨의 반려견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후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패혈증은 상처가 생겼을
때 감염이 일어나, 이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온몸에서 생
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내는 증상이다. 이때 녹
농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해
자가 큰 외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해 사
망에 이르러 평상시 반려동물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
여주는 사건이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이 퍼져갔으나 피
해자 유족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후 최씨 가족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녹농균 검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서 오갔다. 이 일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공분까지 샀으며, 평소 반
려동물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던 비소유자와 소유자간의 생
활속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도 갈등
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층간소음
은 사람에 의한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는 제재되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아예 방법이 없
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9조에 의거해 동물의 점유자에
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마지못해 참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반려견 소음을 참지 못해
벌어진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해마다 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늘어가고 있다.

태라고 알렸다. 심지어 나머지 10.9%의 반려동물 소유자는
제도명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해 낮은 인식 정도를 보
이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제보다 조금 더 높은 56.3%의 응답자
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43.7%는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은 가장 낮은 49.4%가 인지하고
있으며 먼저 설명한 두 제도와 마찬가지로 반절 안팎의 응
답자만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제도의 인지가 반드시 제도 준수로 이어지
는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소유자의 낮은 인지비율 때문에 더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엔 반려동물과 관련
된 현행법들이 적용된 기간이 길지 않아 사회적 행위규범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소유자는 물
론이고 비소유자들도 관련 규범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준수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누구하나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적용된
‘동물등록제’의 경우 반려동물 미소유자 중 45%가 제도 내
용을 인지하고 있다 전했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중에서도 가
장 낮은 인지율을 보인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은 미소유자
중 20.8%만이 관련 사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
을 보이며 제도 비인지가 관련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
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적 관리 부족
소유자들에게는 비인지 문제가 있다면, 각 지자체에는 관
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행 수준은 약
67.3% 내외로 추정된다.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들도 사
실상 지켜지는 비율은 매우 미비하며 반려동물 사건에 85%
는 문제 발생 후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 미준수 이유로 ‘단속이 되
는 경우가 드물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실제
로 필요한 인원 대비 약 0.7명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
어 조사 응답자들도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충과 관련 제3기
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의 제도와 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입양부터 엄격한 준비와 기준이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려면 전문기관의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눠져 있으며 입양 전 필
기시험을 거친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 속 행동과 돌발 상황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실기 시험에서 확인한다. 시험을
마친 후 소유자는 준수사항과 관련 법률에 대해 숙지한 상태
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법규들이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동

물등록제’와 비슷한 펫 라이센스가 있어, 라이센스 없이 반려
동물을 6개월 이상 기를 시 한화로 약 30만 원 상당의 벌금
형에 처한다. 법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동
물 통제 검사관이 순찰 중 불시에 검문하기도 하며 때론 각
가구에 방문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등록된 반려동물들의 소
유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
록 의무적으로 훈련시키게 된다.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
격성을 보이면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소유자와 비
소유자의 안전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반려동물과 사람, 양방향에
대한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늘어가고 있는 반려동물 수와
함께 생겨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려동물 보유세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지인에게 분양을 받아 키
우게 된 사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범을 준수
하지 않거나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는 일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 시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담당인원을 충분히 배정하
여 교육과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올해 초 정부
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만약 반려동
물에게도 보유세가 부가된다면 이 세금으로 관련 인원 확충
과 동물 교육 및 보호 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물린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 반려동
물에 의해 훼손된 공공시설들의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과는 이와 같은 장점과 더불어 소유자의 무분별한
사육을 막고 책임성도 강화시키는 간접효과까지 기대된다.
여러 동물권 단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환
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모두가 찬성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
다. 일부 애견인들은 본인은 규범에 맞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보유세가 유기견 관리 등의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
는 문제에도 쓰일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미 반려동물을 보유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추가 비용이 나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고 전했으며 이러한 가정들 중에서 반려동
물을 유기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가 여러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
을 해결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반작용으로 따라올 새로운 문
제가 예상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토 중인 보유세와 해외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반려동물
관련 문제가 극적으로 바뀌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추가적인 제도 구상과 관리에 노력을 쏟음과 동시에 사회
적 인식을 높여 소유자 개인의 책임감 강화와 비소유자의 주
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검역본부)

관련 제도의 비인지
소유자의 제도 비인지도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관련 제도와 법규로는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무선식별장치를 내장하
는‘동물등록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담긴 ‘동물보호법’, 반려견 소유자들이 지켜줘야 할
수칙들을 설명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동물등록제’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0.1%가 내용
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9%의 응답자는 제
도명만 인지하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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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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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예품전시관

오목대

이목대

자만·옥류 벽화마을

한벽당

‘전주’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대표 관광지
로는 한옥마을이 있다. 많은 사람이 한옥마을을 단
순히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힐링
할 수 있는 산책코스도 있다. 전주 공예품전시관 뒤
편을 따라 오목대로 가는 출구가 있다. 오목대를 막
올라가면 당산나무와 청사초롱이 가로등을 따라 매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산나무에 복주머니
를 달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속설 때문
에 나무 주변에 복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
루고 싶은 소원을 복주머니에 담아 달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한옥마을이 한눈
에 담기는 오목대 전망대가 나온다. 아름다운 한옥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니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전
망대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목대가 나오는
데 오목대는 이성계가 조선의 왕위에 오르기 전 왜
구를 토벌하고 돌아가던 중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한옥마을 둘레길

▶ 산책 코스

1

2

기지제 순환 산책로

수변 숲길

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오송제 둘레길

▶ 소요 시간: 20~30분

지금은 고종의 친필로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고
비각이 있다. 오목대에서 오목 육교를 건너면 이목
대가 나온다. 이목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4대조
목조 이안사의 출생지로 전해지는 곳으로, 목조가
살았던 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한옥마
을 둘레길은 산책과 더불어 전주 역사와 문화를 곳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목대를 지나면 자만·옥
류 벽화마을을 만날 수 있다. 자만 벽화마을은 애니
메이션 속 캐릭터가, 옥류 벽화마을은 옥류동의 이
야기를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마을을 지
나 한벽루 아래를 관통하는 터널 한벽굴이 나오는
데 한벽루에서 바라보는 전주 천변의 시원한 전경
이 인상적이다. 비교적 짧은 둘레길로 인해 발걸음
을 돌리기 아쉽다면 오목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간납대 작은 도서관 방문을 추천한다.

▶ 구간 거리: 대략 3km ▶소요 시간: 40~50분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주대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기지제는 원
래 농업용수용으로 사용됐으나, 혁신도시가 개발되
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변 공원으로 탈바꿈했
다.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와 건물 속에서 생태 공원
은 산소 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다. 기지제에는 물 위
를 걷을 수 있는 순환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순
환 산책로는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쾌적함을 갖추
고 있다. 산책로 중간에는 수변 조망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산책로는 경사가 완
만해 노약자와 어린이 모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또, 경관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

기지제 산책길

▶ 산책 코스

▶ 구간 거리: 1.8km

2
편백 나무숲

3

하게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수변 조망대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수변 전망대는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어 기지제와 탁 트인 혁신도
시의 전망을 함께 볼 수 있다. 순환 산책로 끝으로
수변 숲길이 이어져 있다. 숲길은 황토 바닥으로 되
어 있어 건강한 느낌을 선사한다. 숲길 산책로는 폭
이 넓어 자전거를 타기에도 좋다. 기지제 주변에는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준
비되어 있다. 산책로 주변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
서 걷다 보면 답답하고 지친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
같다. 기지제 수변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쾌적함을
자랑해 모두에게 추천하는 장소이다.

▶ 구간 거리: 1.5km ▶ 소요 시간: 20~30분

오송제

건지산은 지대가 낮아 오르기가 쉬워 가볍게 산책
하기 좋은 산이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5분정도 걸으면 건지산 입구가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빽빽하게 우거진 편백 나무숲이 보인
다. 몇 분 전까지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으로 가득
한 도심에서 숲에 들어서니 새소리가 기분 좋게 울
린다. 울창한 숲을 바라보고 있으니 집에만 있어 답
답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듯하다. 편백 숲 내 벤치에
잠시 앉아 피톤치드 향을 맡으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산 안에 설치된 운동기구로 찌뿌둥한 몸도
풀 수 있어서 좋다. 편백 나무숲을 지나면 오송제가

나온다. 오송제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연못으로
왜가리나 쇠물닭이 무리 지어 살고 있다. 우리가 일
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부들이나 꽃창포, 산수유,
이팝나무 등 수상 식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육각
정자에 기대앉아 있
으면 왜가리가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
도 볼 수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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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첫 세계문화유산,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지석묘의 덮개돌인 상석 채굴지는 전주대
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죽림리 뒷산의 성틀봉과 중봉에서 23개소의
채굴장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석의
채굴방법, 운반 및 구축에 이르는 축조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죽림
리 지석묘군은 2000년 강화도와 전남 화순
의 지석묘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지금은 지석묘군의 앞쪽에 고인돌박
물관이 들어서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환호(環
濠)와 마을 등이 복원되어 있다.

지석묘에 묻힌 사람들은 지배자의 무덤으
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남녀노소 등 일반인 누구나가 다 묻힐 수 있
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매장방법은 신전
장(伸展葬), 굴장(掘葬), 이차장(二次葬), 화장
(火葬)의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이 중에 신전
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죽림리 지석묘군의 발굴조사는 몇 차례 이
루어졌지만, 유물의 내용은 빈약하다. 출토
된 유물은 무문토기, 홍도(紅陶), 원형점토대
토기(圓形粘土帶土器) 등 소량인데, 이중 원
형점토대토기는 초기철기시대에 나타나는 토
기인 만큼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축조가 적어
도 초기철기 초반까지는 이어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죽림리 지석묘의 분포는 북방식 3기, 지상
석곽식 44기, 남방식 251기, 기타 149기
등 총 447기가 확인되었으며, 파괴 매몰된
108기까지 합하면 555기에 달한다. 이는
세계에서 지석묘가 가장 많이 밀집, 분포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석묘의 덮개돌
인 상석(上石)의 크기는 1m 미만에서 5.8m
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형식도 다양하여 탁자 모양의 북방식, 바둑
판 모양의 남방식, 덮개돌만 있는 개석식(蓋
石式) 지석묘 등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
석묘의 각종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죽림
리 지석묘군에서는 북방식에서 남방식으로
이전해 가는 중간 양식의 지석묘가 존재하
며, 지석묘의 축조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사적 제391호
죽림리 지석묘군은 고창읍 죽림리 매산마
을에 위치하고 있다. 지석묘군은 매산마을을
기점으로 동서에 걸쳐 산줄기의 남쪽 기슭을
따라 약 1km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그
앞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주진천이
흐르고 있어, 지석묘 조성의 입지조건과 동
일하다.

▲ 죽림리지석묘군

▲ 중간 양식 지석묘

▲ 죽림리지석묘군 원경

■지석묘의 개요
청동기시대의 묘제는 석관묘(石棺墓), 옹관
묘(甕棺墓), 지석묘(支石墓)가 있으며, 이중
지석묘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묘제 중의 하
나이다. 지석묘는 기원전 10세기경에 축조
되기 시작하여 기원 전후의 시기에 소멸한
다. 우리나라에는 3만 5천여기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석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밀집도가
높은 곳이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이다. 지석
묘는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분류된다.
북방식은 탁자와 같이 지석(支石)이 긴 형태
이며, 주로 중국 동북부에서 한강 유역에 걸
쳐 분포한다. 남방식은 바둑판과 같이 4개의
짧은 지석이 있으며, 주로 한강이남, 전라도
지역에 분포한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1)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보인다.
2) 사지를 가지는 동물이 뒷다리만을 사용하여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걷는 일 혹은 몸에서 뻗어
나온 두 쌍의 다리 중 한 쌍의 다리를 사용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것.
3)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로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을 뜻함.
4)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는 뜻으로 ‘000하다’라고
한다.
5)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문화로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뜻한다.
6) 코로나19와 함께 생긴 신조어로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다. 코로나19로
변한 일상생활 때문에 생긴 우울감 및 무기력증을
뜻한다.
7)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 들리게 하는 장치.
8) 국가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
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

1)

1.
2)

세로
1. 일에 매여서 꼼짝 못 하게 되다는 뜻의 관용구.
2.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법력 및 조약의 공포, 전자정부 운영, 지방
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3. 현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나이가 든 세대.
4.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그린 그림.
5.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쓰는 화살 모양의 표지.
6.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를 뜻한다.
7. 나무의 가로 면에 해마다 하나씩 생기는 둥근 굴레.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0월 23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상균 교수

(인문대학장/역사문화콘텐츠학과)

3)

2.

3.
4)
5)

4.

5.
7.

6)

6.

7)

8)

지난
902호
(2020년
9월 9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1.
2.
3.
4.
5.
6.
7.
8.

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두막
등록금
대기만성
엽서
신자본주의
부작용
농업협동조합

축하드립니다!

세로
1. 국회의원
2. 험담꾼
3. 막대그래프
4. 금지옥엽
5. 성균관
6. 의군부
7. 용기

[902호 퀴즈 정답자 5인]

1. 윤지수(물리치료학과)
2. 장유정(행정학과)
3. 손재은(중국어중국학과) 4. 박유리(보건관리학과)
5. 이다영(중등특수교육학과)

7

8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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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9

신설학과 특집 인터뷰

변해가는 세상을 주도하는 인공지능학과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지는 IT금융학과
이 작업은 1원의 오차나 1%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은
행에 예금한 돈이 100원이라도 적거나 많게 통장에 표기된다
면 그 은행 전체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졸업생들
이 해나갈 작업도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
미에서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 필
요합니다.

세상에서 있던 것, 혹은 기존의 세상 그 자체에서 새로운 개념
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인공지능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발상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또 다른 인재상이 있다면 사물의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이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휴대
폰,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기능을 활용하는 기기입니
다. 그러나 기능이 같은 스마트폰을 두 사람에게 판매한 후 한
달 뒤에 그 스마트폰을 각각 살펴본다면, 두 스마트폰은 서로
다른 장치가 되어있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음악과 독서, 메
시지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도를 주로 활용하고 길찾기를 주로 이용하는
장치가 되어있을 수도 있죠. TV와 냉장고도 마찬가지여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측면도 있겠지
만요. 기존에는 출시 당시에 존재 이유에만 충실했던 기계들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가 아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탐구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에, 이 분야에 필요하며, 중요하니까요.

Q. 학생들이 IT금융학과에 들어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인
재가 되어가나요?
A. IT금융학과는 이름 그대로 금융 분야의 IT인력을 양성하
는 곳입니다. 따라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과 IT분야를 같이 공
부하게 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증권투자론, 대체투자론, 보
험상품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IT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
석, 보안시스템 분석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융합
하여 블록체인개발, 핀테크 창업실습 등의 과목을 수강하게 됩
니다.
Q. IT금융학과를 졸업한 뒤 학생들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나
요?

Q. 학생들이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인재가 되어가나요?

◆ 인공지능학과 고선우 교수
Q. 안녕하세요. 신설학과인 인공지능학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신
문 독자분들에게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첨단학과로 지정되어서 신설된 인공
지능학과를 맡게 된 고선우 교수입니다. 대학사회가 위기인 이
런 시점에서 신설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 추세인가 싶지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학과가 필요한 시점임은 확실합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신
설학과이지만, 공학, 경영, 의과학, 금융과 같은 분야와도 같이
연구하고 이에 걸맞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할 수 있는 학과입니
다. 그래서 늦게 출범했지만 다른 많은 학과와 협력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나가는 그런 학과로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
니다.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신설이 다른 과들
과 인공지능학과가 협력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인공지능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공지능 학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식을 바탕
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해 봄으로써 자
동차, 금융, 의료, 농업, 관광 등 기존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이 새로운 산업에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
래를 직접 만들어 가는 미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첨단 학
과입니다.
Q.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란 어떤 것인가요?

A. 우선 지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학습을 바탕으
로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이 강아지, 고양이, 자
동차를 눈으로 보고 본 그것을 강아지, 고양이, 자동차라고 학
습하지요. 그리고 귀로 들은 소리로 저 소리가 큰 자동차의 소
리인지 자동차의 소리인지 구분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인간의
유아 단계에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라고 하
는 것은 인간이 학습했던 방식 중 낮은 수준의 학습 방법을 컴
퓨터에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우리
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수천 번 이야기해야 우리가 어머니를 엄
마라고 부르고 똑같이 아빠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말해야 우리
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0~2세 때 학
습했던 방식을 컴퓨터에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
습하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
공적으로 학습된 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렇게 축적된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기에 번거롭고 귀
찮은 일들을 컴퓨터에 시키는 것입니다.
Q. 인공지능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A. IT가 기존의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적
으로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IT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IT
가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이 세상
을 바꾸어 놓을 텐데요. 그런데 IT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
꾸어 놓았는지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IT가 없던 시기에는 인
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없다시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
생하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상거래는 기존에 존재
하던 오프라인 거래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었겠
죠? IT는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하나 둘 씩 바꾸어 나갔습니
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IT기술처럼 인공지능도 기존의

A. 인공지능학습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룸으로써 시
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수학,
수학적 계산,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학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이론들을
폭넓게 사용합니다. 통계학, 전자공학, 물리학 등이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학습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 분야가 다
른 분야 학습보다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인공지능학과의 교육
과정은 이 넓은 분야를 차용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학
이나 통계학, 최적화 이론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
잡으려면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배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학을 가르치되, 어떻게 하면 학생들
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교수진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서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면서 3~4학년이 되면 이제 학생
들이 가고 싶은 분야가 하나 둘 씩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
료, 건축 등의 분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본
인의 관심분야의 대해 공부해보고 해당 분야의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를 만들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공지능학과가
최종적으로 진출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Q.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공지능학과에 입학을 준비하는 입학 준
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공지능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사물 또
는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을 인
재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꼭 플라스틱에 담아야 할
까’하는 근본적인 창의력도 좋습니다. 호기심에서의 출발이 원
대한 업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이 시대의 소비자가 원
하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학과는 기존 3학점 수
업은 1주일에 3시간을 수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합니다. 또
방학 때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학과에 오면
세상이 필요로 하고 그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인
재가 되어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하는 시점에서 여
러분들은 다른 어떤 분야의 졸업생보다 많은 기업에서 찾는 인
재가 될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호기심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 인공지능학과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 IT금융학과신설준비위원장 이상우 교수(현,경영대학장)
Q. 안녕하세요. 신설학과인 IT금융학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신문
독자분들에게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학장 이상우 교수입니다. IT
금융학과는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출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준비위원장으로 IT금융학과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의 구성이나 학과구성원
의 섭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장으로서뿐 아니라
제 전공이 금융인 관계로 학과의 신설 등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학과의 운영은 저보다 더욱 전문성을
가지신 새로운 교수님들이 담당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대부분 학생이 금융도 어떤 것인지 알고 IT도 어떤 것인지 알
지만, IT금융이란 단어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야가 어떻
게 접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접목된 IT금융을 다루는 IT금융학과란
어떤 학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금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돈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금하려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은행원에게 예금하였고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
지만 지금 예금 혹은 인출을 목적으로 은행을 가는 학생은 거
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과 IT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결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IT금융은 이미 사회에 널리
퍼져있지만, 학생들에게 생소한 단어로 인식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이미 IT금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IT 없
는 금융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T와 금융, IT금융이 더 발전할 부분은 없을까요? IT
금융학과는 이렇게 사회에 퍼져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학과

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액티브 X라는
악명높은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를 패러디
한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요. 송금하려고 은행사이트를 접속하
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합니다. 다시 로그인하라
고 하여 로그인하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보니 짧은 비밀번호는 안된다고 해 억지로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들어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런데 결국 평소 쓰지 않는 비밀번호라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IT금융의 발전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정
말로 단순한 형태의 본인인증만으로도 거액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T금융학과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Q. 전주대학교에 IT금융학과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
으실까요?
A. 교육부에서는 미래의 수요에 맞는 첨단학과를 몇 가지 지
정하고 이러한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상의 특
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IT금융학과가 이 첨단학과 중
하나이지요. 이렇듯 IT금융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전주대학교의 핵심적인 특성화 분야이기
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
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기 때문에 IT금융학과는 교육부가 인
정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며, 전주대학교가 주력으로 지원하
는 학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Q. IT금융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A. IT금융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공의 특성상 돈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하는데,

A.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과 IT가 접목된 분야와 관련된 기업
은 몇 개쯤 될까요? 2019년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을 보
면 송금/결제, 크라우드펀딩, 금융투자, 자산관리, 해외송금,
보안 인증, 보험 핀테크, 가상화폐 등의 분야에 600여 개의
기업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핀테크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전라북
도가 전북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
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모집했는데, 43개 기업이 참여 신청
을 했으며, 이 중 수도권 기업이 25개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곳이 모두 우리 IT금융학과 학생들이 도전할 일터입니
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핀테크 전공자를 모집하는 추세이
므로 졸업생의 진로는 너무나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감사합니다. 끝으로 IT금융학과에 입학을 준비하는 입학 준비
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학생이 IT금융이라는 말에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IT
금융은 첨단금융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대는 첨단금융이 과거
의 금융을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
하고 싶다.’라는 학생은 주저 없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학생을 위한 선택!
전주대학교 IT금융학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T금융학과 홈페이지 소개말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정보처리 및 보안 등 다양한 IT기술을 접목하여 새
로운 금융산업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기사는 인터뷰한 위의 학과에서 제공한 정보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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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특집 인터뷰

변해가는 세상을 주도하는 인공지능학과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지는 IT금융학과
이 작업은 1원의 오차나 1%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은
행에 예금한 돈이 100원이라도 적거나 많게 통장에 표기된다
면 그 은행 전체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졸업생들
이 해나갈 작업도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
미에서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 필
요합니다.

세상에서 있던 것, 혹은 기존의 세상 그 자체에서 새로운 개념
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인공지능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발상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또 다른 인재상이 있다면 사물의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이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휴대
폰,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기능을 활용하는 기기입니
다. 그러나 기능이 같은 스마트폰을 두 사람에게 판매한 후 한
달 뒤에 그 스마트폰을 각각 살펴본다면, 두 스마트폰은 서로
다른 장치가 되어있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음악과 독서, 메
시지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도를 주로 활용하고 길찾기를 주로 이용하는
장치가 되어있을 수도 있죠. TV와 냉장고도 마찬가지여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측면도 있겠지
만요. 기존에는 출시 당시에 존재 이유에만 충실했던 기계들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가 아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탐구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에, 이 분야에 필요하며, 중요하니까요.

Q. 학생들이 IT금융학과에 들어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인
재가 되어가나요?
A. IT금융학과는 이름 그대로 금융 분야의 IT인력을 양성하
는 곳입니다. 따라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과 IT분야를 같이 공
부하게 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증권투자론, 대체투자론, 보
험상품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IT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
석, 보안시스템 분석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융합
하여 블록체인개발, 핀테크 창업실습 등의 과목을 수강하게 됩
니다.
Q. IT금융학과를 졸업한 뒤 학생들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나
요?

Q. 학생들이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인재가 되어가나요?

◆ 인공지능학과 고선우 교수
Q. 안녕하세요. 신설학과인 인공지능학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신
문 독자분들에게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첨단학과로 지정되어서 신설된 인공
지능학과를 맡게 된 고선우 교수입니다. 대학사회가 위기인 이
런 시점에서 신설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 추세인가 싶지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학과가 필요한 시점임은 확실합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신
설학과이지만, 공학, 경영, 의과학, 금융과 같은 분야와도 같이
연구하고 이에 걸맞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할 수 있는 학과입니
다. 그래서 늦게 출범했지만 다른 많은 학과와 협력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나가는 그런 학과로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
니다.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신설이 다른 과들
과 인공지능학과가 협력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인공지능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공지능 학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식을 바탕
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해 봄으로써 자
동차, 금융, 의료, 농업, 관광 등 기존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이 새로운 산업에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
래를 직접 만들어 가는 미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첨단 학
과입니다.
Q.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란 어떤 것인가요?

A. 우선 지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학습을 바탕으
로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이 강아지, 고양이, 자
동차를 눈으로 보고 본 그것을 강아지, 고양이, 자동차라고 학
습하지요. 그리고 귀로 들은 소리로 저 소리가 큰 자동차의 소
리인지 자동차의 소리인지 구분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인간의
유아 단계에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라고 하
는 것은 인간이 학습했던 방식 중 낮은 수준의 학습 방법을 컴
퓨터에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우리
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수천 번 이야기해야 우리가 어머니를 엄
마라고 부르고 똑같이 아빠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말해야 우리
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0~2세 때 학
습했던 방식을 컴퓨터에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
습하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
공적으로 학습된 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렇게 축적된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기에 번거롭고 귀
찮은 일들을 컴퓨터에 시키는 것입니다.
Q. 인공지능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A. IT가 기존의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적
으로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IT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IT
가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이 세상
을 바꾸어 놓을 텐데요. 그런데 IT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
꾸어 놓았는지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IT가 없던 시기에는 인
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없다시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
생하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상거래는 기존에 존재
하던 오프라인 거래를 바탕으로 IT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었겠
죠? IT는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하나 둘 씩 바꾸어 나갔습니
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IT기술처럼 인공지능도 기존의

A. 인공지능학습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룸으로써 시
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수학,
수학적 계산,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학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이론들을
폭넓게 사용합니다. 통계학, 전자공학, 물리학 등이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학습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 분야가 다
른 분야 학습보다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인공지능학과의 교육
과정은 이 넓은 분야를 차용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학
이나 통계학, 최적화 이론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
잡으려면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배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학을 가르치되, 어떻게 하면 학생들
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교수진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서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면서 3~4학년이 되면 이제 학생
들이 가고 싶은 분야가 하나 둘 씩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
료, 건축 등의 분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본
인의 관심분야의 대해 공부해보고 해당 분야의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를 만들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공지능학과가
최종적으로 진출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Q.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공지능학과에 입학을 준비하는 입학 준
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공지능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사물 또
는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을 인
재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꼭 플라스틱에 담아야 할
까’하는 근본적인 창의력도 좋습니다. 호기심에서의 출발이 원
대한 업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이 시대의 소비자가 원
하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학과는 기존 3학점 수
업은 1주일에 3시간을 수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합니다. 또
방학 때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학과에 오면
세상이 필요로 하고 그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인
재가 되어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하는 시점에서 여
러분들은 다른 어떤 분야의 졸업생보다 많은 기업에서 찾는 인
재가 될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호기심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 인공지능학과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 IT금융학과신설준비위원장 이상우 교수(현,경영대학장)
Q. 안녕하세요. 신설학과인 IT금융학과를 맡게 되셨는데요. 신문
독자분들에게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학장 이상우 교수입니다. IT
금융학과는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출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준비위원장으로 IT금융학과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의 구성이나 학과구성원
의 섭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장으로서뿐 아니라
제 전공이 금융인 관계로 학과의 신설 등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학과의 운영은 저보다 더욱 전문성을
가지신 새로운 교수님들이 담당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대부분 학생이 금융도 어떤 것인지 알고 IT도 어떤 것인지 알
지만, IT금융이란 단어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야가 어떻
게 접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접목된 IT금융을 다루는 IT금융학과란
어떤 학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금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돈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금하려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은행원에게 예금하였고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
지만 지금 예금 혹은 인출을 목적으로 은행을 가는 학생은 거
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과 IT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결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IT금융은 이미 사회에 널리
퍼져있지만, 학생들에게 생소한 단어로 인식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이미 IT금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IT 없
는 금융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T와 금융, IT금융이 더 발전할 부분은 없을까요? IT
금융학과는 이렇게 사회에 퍼져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학과

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액티브 X라는
악명높은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를 패러디
한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요. 송금하려고 은행사이트를 접속하
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합니다. 다시 로그인하라
고 하여 로그인하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보니 짧은 비밀번호는 안된다고 해 억지로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들어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런데 결국 평소 쓰지 않는 비밀번호라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IT금융의 발전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정
말로 단순한 형태의 본인인증만으로도 거액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T금융학과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Q. 전주대학교에 IT금융학과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
으실까요?
A. 교육부에서는 미래의 수요에 맞는 첨단학과를 몇 가지 지
정하고 이러한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상의 특
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IT금융학과가 이 첨단학과 중
하나이지요. 이렇듯 IT금융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전주대학교의 핵심적인 특성화 분야이기
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
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기 때문에 IT금융학과는 교육부가 인
정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며, 전주대학교가 주력으로 지원하
는 학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Q. IT금융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나요?
A. IT금융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공의 특성상 돈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하는데,

A.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과 IT가 접목된 분야와 관련된 기업
은 몇 개쯤 될까요? 2019년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을 보
면 송금/결제, 크라우드펀딩, 금융투자, 자산관리, 해외송금,
보안 인증, 보험 핀테크, 가상화폐 등의 분야에 600여 개의
기업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핀테크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전라북
도가 전북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
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모집했는데, 43개 기업이 참여 신청
을 했으며, 이 중 수도권 기업이 25개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곳이 모두 우리 IT금융학과 학생들이 도전할 일터입니
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핀테크 전공자를 모집하는 추세이
므로 졸업생의 진로는 너무나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감사합니다. 끝으로 IT금융학과에 입학을 준비하는 입학 준비
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학생이 IT금융이라는 말에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IT
금융은 첨단금융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대는 첨단금융이 과거
의 금융을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
하고 싶다.’라는 학생은 주저 없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학생을 위한 선택!
전주대학교 IT금융학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T금융학과 홈페이지 소개말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정보처리 및 보안 등 다양한 IT기술을 접목하여 새
로운 금융산업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기사는 인터뷰한 위의 학과에서 제공한 정보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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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카이퍼 사상과 기독교 인생관 시리즈 특강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0년 아
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
의 기독교 사상과 교육 철학을 특별 교직원 예
배 시리즈로 기획하여 실시한다. 기존 모여서
드리던 교직원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예배로 변경하여 유튜브 실시간 스트
리밍으로 진행한다. 전체적인 예배 진행과 메
세지는 한병수 목사(전주대학교 대학교회 담
임)가 담당하며, 카이퍼 사상을 기반하여 학생
들의 진로와 인생을 중심으로 총 4회 특강이
이루어진다. 카이퍼 기념 특별 교직원 예배는
예배당일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되는 유튜브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다
음 진행되는 세 번째 예배는 11월 18일(수)
11시에 “적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동일
하게 비대면 예배(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
된다.
<2020-2학기 아브라함 카이퍼
정신구현을 위한 교직원 예배 일정>
- 9월: 9/23(수) 11:00~11:30,
‘인간은 누구인가?’
- 10월: 10/7(수) 11:00~11:30,
‘질서는 무엇인가?’
- 11월: 11/18(수) 11:00~11:30,
‘적성은 무엇인가?’
- 12월: 12/19(수) 11:00~11:30,
‘사명은 무엇인가?’
-1강 요약: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신의 형상을 따
라 지음을 받은 최고의 존재로서, 신이라는 아
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고, 교회라는 가족과 더
불어 살아가고, 온 인류라는 이웃과 더불어 온

우주라는 주택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다.”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존재의 시작과 관계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
절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 존
재의 근원은 여호와다. 성별과 민족과 국적과
부모와 재능과 재산과 지역과 성격은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사
실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의 평등성이
비빌 유일한 언덕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
재하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
신이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위
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
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자연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을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
하여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
하고 살아간다. 인간보다 못한 것을 인생의 목
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고, 자기보다 못한 것
들에 의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도 부당
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보다 우
월한 존재에 의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
은 지극히 합당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최고의 인
생으로 등극한다.
-2강 요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종류의 복을
주셔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한

다. 나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 원리
를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게 되고 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
종하면 뛰어나게 되고 복까지 받게 되는가?
그 명령이 인생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서에
대한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그러나
질서를 이탈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 이러
한 행복과 불행의 규정은 온 인류와 세계를 설
계하고 제작하신 창조자가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행
복한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의 발견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질
서와 규칙을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고 따르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
간과 사회에 죄로 말미암은 무질서가 편만하
기 때문이다. 최고의 질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질서는 하
나님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의 질서를 추구하
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에 위탁
하자.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_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안내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전체 주제 하에,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총 4세션으로 진행되며, 이 특강
은 온라인 영상으로 공동 주관 기관인 전주대,
전주비전대, 한동대에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기도문
지난여름의 폭염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
라지고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사태를 겪으
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
닫게 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인간이 창출한 고도의
기술발전과 문명을 자랑할 때 눈에 보이
지 않는 작은 존재가 이렇듯 우리 인간의
생활을 바꾸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줄을
몰랐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매일의 일상을 영유하면서 항상 자
연스럽게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시했습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세계에
만 안주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_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9:30~11:00

카이퍼 사상과 교육 : 네덜란드 및 미국을 중심으로
-손봉호 박사(기아대책 이사장)
-11:00~12:30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교육
-김홍국 회장(하림그룹)
-14:00~15:30 카이퍼 학문과 신앙의 통합 : 한동대 사례를 중심으로
- 최용준 교수(한동대 ICT 창업학부)
-15:30~17:00 카이퍼 사상과 윤리교육 : 전주대 교육의 방향
- 한병수 교수(전주대)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빠
른 길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
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다. 기도는 주
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요, 사랑의 고백
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앞으로 나오길 바라신다. 우리와 더욱 친
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나
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만나 주신다. 우리
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가꾸
어 주신다.
▼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 가
운데 한 분인 잔느 귀용은 생의 매 순간
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였다.
그녀는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강요로
15살 때 22살 연상인 남성과 결혼했으
나 계속되는 남편의 병수발과 시어머니와
하녀의 극심한 학대로 비참한 나날을 보
내야 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이었
지만 잔느 귀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
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 그러
나 그녀의 삶에 박해와 오해, 비난과 수
치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가톨릭 당국
과 루이 14세는 그녀를 이교도로 정죄하
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보냈다. 그럴수록
잔느 귀용은 ‘자아의 죽음’과 ‘성화’, 그리
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완전한 사랑’
을 깊이 체험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온
전한 연합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렸다. 고
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평생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 잔느 귀용, 그녀의 일
생은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
온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비결을 만난다.
▼ 참으로 깊이 병든 이 세상을 살아가
지만 마음 깊은 곳에 환한 불빛 하나가 켜
진다.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임재를 경
험하는 감동의 불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를 깊이 체험하는 기쁨의 불빛이며, 성령
님 품에 깊이 안겨 영적 풍요를 누리는 소
망의 불빛이다. 일상으로 분주한 우리에
게 들려주는 그녀의 귀한 고백이다. “고
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깊고 넓은 하나님
의 품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멘.

장선철 교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
나님의 손길은 있었음을 몰랐던 저희의 무
지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
을 통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하나님 아
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당신의 인도하심
을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
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
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

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소 세우시고 가꾸신
이 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주대
학교가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선 살아있는
대학이 되고 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대학
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넘
쳐나고 말씀이 날 선 검이 되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새사람
새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세시대에는 대학이 그 지역의 공기를 자
유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주대학
교가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각종 위험으
로부터 속박받는 21세기의 사회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
는 배움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성 교수
(공과대학장)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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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인생은 신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종교마다
신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
이 갈라진다. 20세기 초 네덜란드 수상을 역
임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사람
들은 카이퍼를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
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카이퍼가 10인분의
지성을 소유하고 100인분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실
제로 그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출판인, 목
회자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카이퍼에 의하
면, 이교(Paganism)는 신이 어떤 사물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정한 신사나 산이나 바다
나 하늘이나 어떤 사물이나 인간과 결부시켜
신을 이해한다. 신을 만나려면 특정한 장소
나 사물이나 인물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피조물이 과장된다. 이
슬람(Islam)은 피조물과 신의 철저한 단절
을 강조한다. 피조물과 신의 구분이 너무도
엄격하여 인격적인 교류의 가능성이 희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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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인간과 세상의 관계
다. 로마교(Roman Catholic)는 신과 피조
물의 교류를 인정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다양한 매개물이 있다. 즉 교황, 교회의 성례
들, 성지의 방문, 성물의 관람과 접촉, 심지
어 죽은 성자들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신
과 인간의 관계에 개입한다. 눈에 보이는 유
형적인 교회 밖에서는 신과 피조물의 교류가
없고 그 교류의 대표적인 중개자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라고 여겨지는 교황이다. 그
러나 기독교(Protestant Church)는 신과
피조물의 직접적인 교류를 주장한다. 신과의
교류를 위해서 피조물 안에서 신을 추구함도
없고 목사나 교황과 같은 종교적 매개물도
없다. 신은 분명히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
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땅의 어떠
한 중개자도 없이 직접적인 교제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신다. 모든 사람은 타인과 더불
어 살지만, 기독교는 신이라는 최고의 규범
앞에서 개개인이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 신
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틈을 만드는 어
떠한 간섭과 관여도 거부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함에서도 유신론
적 입장은 다양하다. 이교에는 신과 피조물
이 결부되어 있다. 인간은 능력의 크기에 따
라 서열이 정해진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크
고 지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적
인 우월성을 획득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분류
된다. 이러한 사고의 한 사례는 인간을 4개
의 계층(브라만: 성직자, 학자, 승려, 크샤트
랴: 무사, 관료, 군인, 경찰, 바이샤: 자영농,
상인, 수공업자, 연예인, 수드라: 소작농, 어
민, 노동자 등)으로 구분하고 그 계층을 자손
대대로 세습하는 힌두교의 카스트(Caste)
제도이다. 이슬람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뚜렷하다. 남성은 4명의 여성과 결혼
할 수 있도록 교리로 고정되어 있고 여성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로마교의 경우에는 인
간과 인간의 위계가 확고하다. 신의 천사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위계가
존재한다. 교회의 위계는 주교(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신부), 부제(주교의 보조
자)로 구분된다.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 주인
과 종, 부자와 빈자, 고위직과 하위직의 평등
을 주장한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신분의 서열이 없고 모두가 계급의
높낮이가 없는 동역자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이나 재물이나 재능이 있다면 그것
은 갑질의 근거가 아니라 더 적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신이 부여한 소명의 물증이다.
세상을 향한 이해에 있어서도 유신론 안에
서는 갈라진다. 이교는 세계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계한다. 이슬람은 세계를 낮게 평가한다.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정복의 명분은 세
계의 평화를 위함이다. 그런데 이슬람이 주
장하는 세계의 평화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복하는 방법은 전
쟁이다. 비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그
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전 세계의
이슬람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전쟁의 호전
성은 지속된다. 물론 이슬람 안에는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마교는 이 세계
를 자연과 은총으로 구별한다. 은총은 자연
위에 있으며 이런 사고에 근거하여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은혜 아
래에서 거룩하고 세상은 저주 아래에서 부패
하고 타락했다. 수도원의 발달은 이런 사고
와 무관하지 않다. 하늘의 은총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
서 무덤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하

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중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
한 은총이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 속하지 않
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심지어 자신을 핍박
하고 조롱하는 원수들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식별하는 능
력이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
능성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
도 그가 죽을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기술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조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
우셨고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고, 각자
에게 부여된 책임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우열의 개념이 없고
대등한 동반자다.
이처럼 카이퍼는 누가 보아도 기독교를 두
둔하는 방식으로 여러 종교를 비교했다. 그
러나 나는 그의 입장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카이퍼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기독
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사제나 교회와 무관하게 독
립된 인간과 영원한 신의 직접적인 교제. 인
간과 인간의 관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적인 가치를 인정함. 이 가치는 인간이 하나
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유지하는 것이며 따
라서 하나님과 관원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
등함. 우리와 세상의 관계: 온 세상 안에서
은혜로 저주가 억제되어 세상의 생활들은 제
각기 존중되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감추어 두신 보호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및 세상과 어떠한 관계
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에게해, 지중해

▲ 터키 쿠사다시에서 본 푸른 에게해

에게해는 유럽 문명 발상지인 크레타 섬을
비롯하여 미코노스, 델로스, 밧모 섬 등 신화
의 섬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해상에서 보거나
공중에서 보거나간에 신비한 느낌을 준다. 더
구나 에게해 바다 빛깔이 진한 코발트빛을 띠
는가하면 때로는 투명한 소라색이 되기도 한
다. 이러한 다양한 색의 바다로 둘러싸인 때문
에 섬들도 모두 신화의 세계로 보인다.
에게해를 지나다보면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를 태우고 날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트로이 전쟁 후 귀향길에 오른 오디세우
스가 나타날 것만 같다. 지중해에 파도가 넘실
거릴 때면, 로마시대의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등 황제들이 권력 및 해상권 장악을 위해 지중
해를 누볐을 장면들을 떠올리게 된다. 아무튼

에게해와 지중해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제공한다.
서로 맞닿아 있는 에게해와 지중해는 수목이
우거진 초록빛 풍광은 아니지만, 신화가 녹아
있는 신비로움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
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국
민 작가 안데르센은 1841년 3월 21일 에게
해에서 그리스 해안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
이 기록하였다. 「해안 전체가 식물 한 포기 없
는 벌거숭이 같았다. 파도가 절벽에 와 높이
부서졌다. 절벽 위에는 야생 염소도 없고 양이
나 사냥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에는 우리가 풍요로운
풍경 앞에서 이따금 느끼는 것 이상의 큰 가치
와 의미가 담겨 있다. 왜냐면 여기는 그리스니

까.(안데르센의 지중해 기행 중에서)」
안데르센은 지중해와 에게해를 여행하고 돌
아와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썼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그르니
에도 역시 이곳을 여행하고 『지중해의 영감』,
『섬』, 『일상적인 삶』 등 풍부한 서정을 담은 문
학 작품집을 펴냈다. 독일의 문호 괴테도 예외
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여행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만이 아
니고 또한 호화롭고 편안한 여행만 한 것이 아
니었다. 비록 황량한 자연환경과 낯선 곳 일지
라도 한결같이, 풍요한 유럽 중심부에서와는
다른 의미의 깊은 감동과 문학적 영감을 얻었
다.
유럽에서도 지중해 에게해 여행은 가슴을 탁
틔우는 시원함을 안겨준다. 거기에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의 역사를 알고 가면 무엇보다 뜻

깊고 유익한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
의 지중해 여행은 전주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관계로 일반적 세계역
사는 물론이지만, 특히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둔 여행이었다. 그래서 지중해 주변의 기독교
역사 현장을 찾기 위해 항로로 아부다비를 경
유하여 그리스로 그리고 그리스에서 지중해
크레타로 가기도 하였으며, 다음에는 터키에
서 배를 타고 밧모섬을 돌아보고 미코노스를
거쳐 그리스에 상륙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여
행하였다.
이 모든 여행은 기독교 복음 전파 경로를 파
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몇 회는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등 초기 사도들의 흔
적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집필하고자 한다.

▲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에게해

▲ 배에서 바라 본 섬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12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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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수퍼스타들을 뽑는

‘ 입학처’

SUPER
STAR

입학처는 대학 전형 설계부터 입학을 담당
하는 부서로, 2021학년 신입생들을 뽑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입학처가 구체
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번 코로나19로 인
해 달라진 부분들을 알기 위해 입학사정팀의
김소정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전주대학교 신입생 모집을 책임지는 곳이 입
학처라고 하던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학생분들을 선발하기 위해 전
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분
들을 분석해서 학교와 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대면 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면
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집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
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Q.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면접을 시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면접 고사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사일 일자에 학생
분들께서 실제 면접 일자 제시 시간을 확인하고 제시된 문
제를 확인한 다음 제한된 시간 안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녹
화한 후 올리는 방식입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실기 고사 유형에
서 변경 사항이 있다던데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대학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성, 적성,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고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실기 고사 유형이 기존 3개에서 비
접촉 방식의 유형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외의 학과의
경우 비대면 면접으로 100%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방식
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촬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
아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입시에서 변경된 점이 있
다던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Q.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연도 힘들었을 지원
자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코로나가 증가 추세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올해 입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아마 지금 고3 수험생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Q. 입학처에서 생각하는 수퍼스타 인재상에 대
해 알려주세요.

1단계
합격자 발표

· 일반학생전형
학생부
· 창업인재전형
종합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 일반학생전형
면접/실기고사 학생부 1단계
전형일
종합 합격자 · 창업인재전형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합격자
발표

2020.11.16(월)
17:00 예정

· 일반학생전형
면접/실기고사 학생부 (경배와찬양학과, 운동처방학과,
2020.10.31(토)
전형일
교과 경기지도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2020.12.6(일)

학생부
· 기회균형선발전형
종합

2020.11.16(월)
17:00 예정

· 일반학생전형
학생부
· 창업인재전형
종합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2020.12.18(금)
17:00 예정

충원 합격자
2020.12.31(목) ~ 2021.1.4(월) 21:00까지 (예정)
발표

합격자
발표

충원 합격자
발표

· 일반학생전형
· 성인학습자전형
학생부 · 농어촌학생전형
2020.11.16(월)
교과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17:00 예정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2020.12.31(목) ~ 2021.1.4(월) 21:00까지 (예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
험생분들께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
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임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
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수시, 정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 23.(수) ~
9. 28.(월)까지 6일간 진행되었다. 원서접수 결과 2,539
명 모집에 11,279명이 지원하였으며 4.44: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입학처에서는 앞으로 남은 입학 전형 일정 준
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수시 전형 일반학생전형,
창업인재전형, 고른기회대상자전형의 합격자 발표의 경우
12월 18일 17:00에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전형의 경우
11월 16일 17:00에 예정되어 있다. 합격자의 경우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원 합격자의 경
우 12월 31일에서 1월 4일 21:00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정시 모집은 21년 1월 7일 9:00부터 11일 18:00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17:00로 예정되
어 있다. 충원합격자의 경우 2월 11일부터 2월 18일
21:00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입시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실기/실적 전형
· 일반학생전형
(생활체육학과, 음악학과)
면접/실기고사 실기/
2020.10.31(토)
전형일
실적 · 특기자전형
10:00 예정
(운동처방학과, 경기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합격자
발표
충원 합격자
발표

실기/ · 일반학생전형
실적 · 특기자젼형

2020.12.18(금)
17:00 예정

2020.12.31(목) ~ 2021.1.4(월) 21:00까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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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사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박지수 교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모두 힘든 한해를 극
복하고 있다. 올해 임용되어 강의를 비대
면(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

을 만날 수도 없고, 첫 강의이다 보니 학
생들의 수준들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
하였다. 2학기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을 할 수 있는 Webex 서비스가 제공되
어 온라인상이지만 학생들을 만날 수 있
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Webex, Zoom 등과 같은 플랫폼은 오
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사이버대학교 등
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의 하
나였다. 초기엔 온라인 화상 미팅,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
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서도 활
성화가 되었으며,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이제 이 플랫폼
들은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에 더욱 활성화
가 되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은 에듀테크 기술의 한
분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된 단어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
듀테크 기술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사용 및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에듀테크와 관련한 최근 국가정
책 중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비대
면 산업 육성과 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
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도 에듀
테크 기술의 성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
공지능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에 맞춰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자칼럼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보호의 최전선

한강훈 기자
(hkhoon95@jj.ac.kr)

모두가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추석, 가
족과 헤어짐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다. 추
석이 포함돼 있는 9~10월은 여름 휴가
철 다음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시기
이다. 늘 이 시기가 되면 유기동물과 관
련된 눈살이 찌푸려지는 소식이 들려온
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7일 새
끼 고양이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봉투
에 넣어서 버린 사건이 있었다. 늘어가는
반려동물의 수에 따라 유기동물의 수뿐만
아니라 유기방식의 잔혹함도 더해가고 있
다.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에선 최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아직까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

는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군산으로
건너와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호소의 수용 한계인
400마리를 두 배 가까이 넘겨 불가피하
게 지난 5월부터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
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소재 시의 유기동
물 포획도 주된 업무이다. 그러나 이미 넘
어버린 수용 한계로 인해 새로 포획한 동
물들은 안락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보호
소 직원들은 구조작업이 도리어 동물들을
죽이는 일이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반려동물 구매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
설 유기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숍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보
호소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묘히
유도해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게 만
든다. 분양받고 싶다 말하면 보호소 동물
들은 학대받은 과거나 건강 등의 문제가
있어 적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실제 보호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분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이러한 가짜 펫숍의
성행으로 새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안
락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위의 두 사례는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총 5000명의 응답자 중 9%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보호시설로부터 반
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26.2%는 지자체 및 사설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에 대해 입양 의사를 밝혀 차후
유기동물보호소의 분양률은 증가할 전망

이다. 유기동물보호소는 해마다 10만 마
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을 안락사로 몰지
않고 분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중
대한 역할을 가졌음은 물론 앞으로 영향
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유기동물보호소
가 현재와 같이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점
점 더 커지고 제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
다.
두 문제는 기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또 새롭게 검토 중인 법안이 통과될 시 해
결된다.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명무실 정
책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강화되
면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최소
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2022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통과
되면 세금을 이용해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영 인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써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질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
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생명이 버려지고 있다. 지금은 제도
의 도입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
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이
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애
완동물이라는 단어를 대체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가지고 놀다’의 의미
를 가진 애완동물을 아직은 더 친숙하게
여기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반려동물이
라는 단어와 함께 생명을 바라보는 새 인
식이 정착되길 바란다.

설

온라인 시대에
일상 지키기
올해 초 전 세계를 들이덮친 코로나19의 여파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불행한 예측이지만 전
문가들은 올해 안에 이 끈질긴 바이러스가 종식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들 말한다. 이쯤 되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한 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경험으로부터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사회 여러 방면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마
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든가, 식
사 때 옆 사람과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띄엄띄
엄 앉는다든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와
회의가 일상이 되었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전에 비
일상(非日常)으로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日
常)이 되었고,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던 일
들이 이제는 비일상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대학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오던 수많은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강의는 물론이
거니와 학과 단위의 개강총회, 각종 특강, 동아
리 활동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
학 차원에서도 신입생 입학과 졸업(예정)자 취업
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으로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 달 후쯤 치를 총학
생회 선거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유세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물론 이와 같은 온라인 방식의 각종 기획과 프로
그램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기
는 어렵다.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분위기를 재현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에 우리가 해낼 수 있고, 해나가야 하는 최선의
차선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취
업 준비에 힘쓰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
다. 그래야만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때 어
렵지 않게 각자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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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74th Hangul Day
by Kim Jieun, Reporter

It was the 574th Hangul Day on October 9, 2020. Hangul Day is a national holiday to commemorate the
creation of Hangul and the proclamation of it to the world. As you know,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 now
using 24 basic letters. The name
Hangul originated in the 1910s when
Korean language researchers, including Ju Si-kyung, began to call the King
Sejong’s Hunminjeongeum "Hangul."
(King Sejong the Great called his new
writing system Hunminjeongeum, literally the Correct Sounds for Instructing the People.) Hangul means the
best and the only writing system of the
Han people. Hangul Day is so meaningful that it is designated as a national holiday to engrave in our minds

the excellence of Hangul and the gratitude to King Sejong and our ancestors
who did their best to preserve it. Let
us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Hangul
Day briefly and what events were held
in our university to celebrate the
Hangul Day.
Hangul Day was originally designated
as the 29th day of the ninth lunar
month in 1926. It was named Ga-gya
Day. Ga and Gya are the first two letters of the combination chart of
Hangul consonants and vowels. Two
years later, it was renamed Hangul
Day. Hangul Day was changed to October 29 of the Gregorian calendar in
1931 by converting the lunar calendar
into the Gregorian as the use of the
Gregorian calendar became more and
more common. Then, the Hunminjeongeum Haerye, an important commentary on the making and examples
of the new letters, was discovered in
Andong,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1940, and the lunar September 10
was fixed as an anniversary of proclamation. If you change the lunar calendar’s September 10, 1446, to the
Gregorian calendar, it is October 9th.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ommemorate this day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So now we recognize October 9 as the Hangul Day.
Golden Bell Challenge for Korean Language
This event was held for foreign students on the eighth floor of the Faculty
Building from 1:00 to 3:00 P.M. on
October 8. Fifty international students
who were selected in advance attended
the competition. The event was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the COVID
19 quarantine guidelines. Entering the
Hall, wearing a mask was a must.
Everyone’s body temperature was
measured, hand sanitizer was distributed, and a visitor’s log was completed.
Participants competed with each
other to show off their skills in Korean
and Hangul. The organizers borrowed
the rules from the KBS Challenge
Golden Bell. When the host presents a
question, the participants write down
the answer they think is correct on an
individual whiteboard and lift it overhead. The challenge consisted of true
or false questions and short-answer

questions on a variety of themes of
Korean spelling, spacing, standard
language, local language, and culture
of North Jeolla Province and Korea in
general. A total of six students survived and they received one Korean
Master’s award, two Korean Love
awards and three Korean Guardian
awards. The total price of the awards
was around one million won.
Making My Own Hangul Stamp and Card
A Hangul Culture Experience booth
was operated at the entrance of the
East Gate of Star Center on October 8.
The Making My Own Hangul Stamp
and Card event was held to promote
the beauty of Hangul and to foster interest in Korean culture by making
and collecting stamps and business
cards bearing the maker’s own name.
It was free of charge, and it took about
30 minutes for each person to finish
making a stamp and a card. Two professional instructors conducted handson activities and supported the
activities of foreign students to experience easy and correct Korean language.

Can a Digital Prison Play a Vigilante?
by Bae Solmin & Kim Jieun, Reporters
A digital prison site in Korea, which
revealed the identities of malicious
criminals and psychopaths, has become a hot social issue recently. A
young college student whose name was
posted in the digital prison committed
suicide, pleading not guilty. The issue
is all the more controversial now.
A case in point is the site called
CheaterVille, which disclosed identities
of those who committed sexual crimes.
It is true that the site was well received by the public, and it is said that
what sex offenders fear the most is
being buried socially. However, judicial
authorities suspect that this private

website may have violated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Of course,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found a
person not guilty of defa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f the
cause is highly beneficial to the public
through the disclosure of someone’s
personal information. Nonetheless, the
latter case which was found not guilty,
is different from the CheaterVille case
because the latter case published the

information strictly following the
court's ruling.
Police officers who recognized it as a
violation of the law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to arrest operators of the
digital prison, but the operators have
been operating their server overseas to
hinder the police’s chase. The police
arrested the management team in
Vietnam on the 23rd of September, but
the primary operators are still at large.
They continue to operate the site.
Currently,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 South Korea is exclusively decided by the Prosecutor’s Office that keeps the right to penalize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by
doing so. In principle,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 put a limitation on basic human rights. However, it is a state power granted by the
people that could implement the limitation whose cases are specified in the
law. A private retaliation, however, is
an act that could pose a threat to the
rule of law and the whole judicial system. We need to look at the digital
prison sit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even though it may be receiving a lot
of support.

(Un)stoppable Waste of Energy
by Park Jeonghyeon, Reporter
Last summer, heavy rains and heat
waves have made it so hot and humid
that it was hard to find a place where
people didn’t use air conditioners. They
took showers and washed their clothes
more often for they were soaked in
sweat. In short, people used more electricity and water. What is more, there
are many people negligent enough to
keep faucets unlocked and to let water
flow freely. They don’t think about
what their behavior leads to. Let’s see
what happens when most of the energy dries up on the earth.
When it comes to energy, you usually
think of electricity. Turning on the
switch, electricity from a remote power
plant lights up the whole house. These
days, smartphones have become such
a necessity that they never leave the
user’s hands all day long. Even if a

person falls asleep, the smartphone is
always on. You need to fed smartphones more electricity than older
phones.
The convenient life of people in the
21th century is based on machines.
The most conspicuous of them is the
automobile, which consumes energy
produced by fossil fuel. As convenient
as it is, there are side effects.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burning fossil fuel are heating the earth, causing
regional problems in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ity. Air
pollution and fine dust caused by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re becoming serious. Some experts say that
if we continue to consume fossil fuel as
we do now, oil and gas could run out
before the year 2100.
Is Zero Energy Housing possible? I

think we can come near the goal.
There are ways to keep buildings cool
in summer and warm in winter while
using less energy. Let’s use curtains,
blinds, or shanks to keep the energy
from leeching out of the window. If you
still want to keep the view in the window, you can use insulation film. In
summer, you can reduce heat by
changing the color of the roof. White
roofs are called cool-roof because they
reflect more than 85% of light and
heat.
LED light bulbs are energy-saving.
They are replacing existing lights because they are cheaper and live longer
than normal light bulbs. Typically,
they can save about half of the electricity compared to fluorescent lamps
that were used a lot.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is also a way to meet the in-

creasing demand for energy. These
days, you can save money by connecting your mobile phone to a powermeter app which provides the Internet
of Things (IoT) solution.
Now that the problem of resource
depletion and climate crisis is emerging, we need to look into fundamental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August
22nd is Energy Day. It was established
in 2004 by the People’s Solidarity for
Energy Conservation to promot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continue using energy resources, we
need to produce as much energy as we
can, save as much energy as we can,
and quickly switch to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bove all, the cleanest
of energy in the world is energy saved.
A small saving that starts with me
alone is a great help to save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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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ộc thi K-POP
dành cho sinh viên quốc tế năm
2020 của Đại học Jeonju

-Thời gian: 2020. 9. 28.(thứ 2) 10:00~11:00
<Đại học Jeonju, Sự kiện chia sẻ bánh
Songpyeon dành cho du học sinh >

Đại học Jeonju (Hiệu trưởng Lee Ho In) đã
tổ chức “Liên hoan bài hát sinh viên quốc
tế năm 2020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uộc
thi mang tên: Tôi hát một mình) dành cho
sinh viên nước ngoài vào dịp lễ Trung Thu.
Sự kiện này được tổ chức để an ủi và
khuyến khích sinh viên nước ngoài đang
học tập ở nước ngoài do COvid-19. Để
tuân thủ các quy tắc cách ly, chỉ những cá
nhân được mời tham gia chương trình 'Tôi
hát một mình' và vòng sơ loại được tiến
hành trực tuyến. 26 người đã tham gia
vòng sơ loại khốc liệt và 13 người đã lọt
vào vòng chung kết, và vòng chung kết
được phát trực tiếp trên YouTube
Body Rengchi Metteu (Mông Cổ) nghĩ đến
cha mình đã qua đời, và “Saldaga-Như
vẫn còn sống” của SG Wannabe đã được
hát và làm tan nát trái tim của nhiều người,
Chae-Gyeo-mjin (Trung Quốc) IU ca khúc
'Một ngày tốt lành' với vũ đạo dễ thương
được nhiều người hưởng ứng. Tại đại hội
ca khúc được tổ chức trong không khí
nóng bỏng với những màn kết hợp rap,
dance và ca ngợi, Bui Thi Linh,-người hát
LATATA, đã giành được học bổng 500.000
won. Bạn có thể xem toàn bộ video về lễ
hội âm nhạc qua kênh YouTube của Đ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ài liệu Báo Cáo

Đại học Jeonju (Hiệu trưởng Lee Ho In) đã
tổ chức sự kiện chia sẻ bánh songpyeon
cho du học sinh vào ngày 28 nhân dịp
Trung Thu. Hơn 700 sinh viên đến từ Việt
Nam, Trung Quốc và Mông Cổ đã tham
gia và sự kiện được tổ chức tại các trường
Cao học,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và quảng
trường Star Center.v
học Jeonju.
Bui Thi Linh(Việt Nam), người nhận giải
thưởng lớn cho biết: “Tôi cảm ơn ban tổ
chức của Viện Hỗ trợ sinh viên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đã tiếp thêm
động lực cho cuộc sống du học vì dịch
COvid19 . Bạn bè tôi và bố mẹ tôi ở Việt
Nam rất thích nó ”.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khoảng 1600
sinh viên nước ngoài đến từ Trung Quốc,
Việt Nam, Mông Cổ, Thái Lan, Myanmar,
v.v. đang theo học tiếng Hàn và đại học, đã
được chọn là trường đại học quốc tế hóa
giáo dục do Bộ Giáo dục lựa chọn vào
năm 2015 và duy trì vị thế của họ cho đến
ngày nay. .

Vào ngày hôm đó, những bạn du học sinh
đã cảm nhận được tình cảm và văn hóa
ngày lễ của Hàn Quốc bằng cách thưởng
thức món songpyeon và sikhye được cung
cấp tài trợ bởi nhà thờ The Onnuri và Plus
Construction.
Pham Tan Thanh, 21 tuổi, đến từ Việt Nam
cho biết: “Trong các tiết học tiếng Hàn có
nội dung về cách làm và ăn món Songpyeon truyền thống vào dịp lễ Trung Thungày lễ lớn nhất, vì vậy tôi rất tò mò về món
Songpyeon thực sự trông như thế nào và
mùi vị ra sao. Tôi rất vui khi có cơ hội nếm
thử Songpyeon thực sự như thế này.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quan tâm và yêu mến
bạn du học sinh của trường. ”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1700 sinh viên
quốc tế (bao gồm cả hệ đào tạo học tiếng,

đại học và cao học) đến từ 19 quốc gia.
Hàng năm vào dịp lễ Trung Thu và Tết
Nguyên đán, trường có tổ chức các trò
chơi dân gian như Yutnori, Jegi-chagi và
Tuho, cũng như các sự kiện chia sẻ như
songpyeon và canh bánh gạo. Tuy nhiên,
Trung Thu này đã bỏ qua phần trình diễn
trò chơi dân gian do dịch COvid 19.
Ryu In Pyeong -Giám đốc viện Hỗ trợ sinh
viên Quốc tế của Đại học Jeonju, cho biết
“Chúng tôi đã tổ chức sự kiện, trải nghiệm
văn hóa kỳ nghỉ Hàn Quốc hàng năm cho
các sinh viên nước ngoài khi xa quê
hương và có hoàn cảnh cô đơn, nhưng
đáng tiếc là năm nay không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do dịch COvid-19”. “Thay vào đó
chúng tôi đã lên kế hoạch cho một sự kiện
chia sẻ món quà nhỏ nhưng ấm áp với sự
hỗ trợ của các bộ phận.”

2020학년도 2
2020학년도
2학기
학기 진
진로ㆍ취업
로ㆍ취업 프
프로그램
로그램
★ 진로해시태그

★ 지역기업 Dream-JOB 인재풀

: 관심 있는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팀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취업준비도 점검부터 입사지원까지 담당 컨설턴트 1:1 집중 관리

모집기간

선발면접

운영기간

대상

9. 9.(수)~20.(일)

9. 21.(월)~25.(금)

9. 28.(월)~12. 11.(금)

전 학년

★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운영기간

수시모집

대상

2020.4.~2021.2.

스타센터 241호 방문접수

4학년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JJ 취업컨설팅 DAY

: 나에게 적합한 진로 찾기 / 자기 탐색과 진로준비 계획 수립
구분

모집기간

일정

인원

1차

9. 8.(화)~9. 21.(월)

9. 22.(화)~9. 24.(목)

13명

2차

10. 13.(화)~10. 26.(월)

10. 27.(화)~10. 29.(목)

13명

3차

11. 3.(화)~11. 16.(월)

11. 17.(화)~11. 19.(목)

13명

4차

11. 17.(화)~11. 30.(월)

12. 1.(화)~12. 3.(목)

13명

대상

: 입사지원서 및 면접 전형 지원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1~2학년

일정

인원

1차

9. 8.(화)~9. 21.(월)

9. 22.(화)~9. 24.(목)

13명

2차

10. 13.(화)~10. 26.(월)

10. 27.(화)~10. 29.(목)

13명

3차

11. 3.(화)~11. 16.(월)

11. 17.(화)~11. 19.(목)

13명

4차

11. 17.(화)~11. 30.(월)

12. 1.(화)~12. 3.(목)

13명

3~4학년

: 마케팅/영업, 서비스 분야
구분

모집기간

일정

시간

인원

1차

8. 31.(월)~9. 11.(금)

9. 14.(월)~10. 8.(목)

총 4주

150명

2차

10. 19.(월)~10. 30.(금)

11. 2.(월)~11. 27.(금)

총 4주

150명

일정

인원

대상

금융취업 아카데미

10. 5.(월)~11. 30.(월)

30명

3~4학년

구글 빅데이터 마케팅과정

11. 16.(월)~11. 27.(금)

50명

전 학년

100명

전 학년

심화

모집기간

일정

인원

대상

9. 7.(월)~9. 18.(금)

9. 21.(월)~10. 16.(금)

50명

2차

10. 19.(월)~10. 30.(금)

11. 2.(월), 9.(월), 16.(월)

15명

3~4
학년

1차

9. 9.(수)~9. 23.(수)

9. 26.(토), 10:00~17:00

15명

2차

10. 28.(수)~11. 11.(수)

11. 14.(토), 10:00~17:00

15명

4학년

MTA 파이썬(코딩 자격증)

10. 26.(월)~10. 30.(금)
18:00~21:00

20명

전 학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11. 21.(토)

30명

전 학년

★ Skill up 자격증반

전 학년

교육명

일정

인원

대상

MOS Master

11. 2.(월)~11. 27.(금), 18:00~21:00

20명

재학생

방식

★ 면접 스피치 향상반
: 면접 자신감 향상을 위한 스피치 기본 교육과 자기 PR 실습
모집기간

일정

인원

1차

9. 7.(월)~9. 18.(금)

9. 21.(월)~10. 16.(금)

50명

2차

10. 28.(월)~11. 6.(금)

11. 9.(월)~11. 11.(수)

50명

ACA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프로

대상
3~4학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차 대면수업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언택트 채용대비 실시간 면접교육

1차

9. 7.(월)~9. 25.(금), 18:00~21:00

20명

재학생

2차

11. 2.(월)~11. 21.(금), 18:00~21:00

20명

재학생

ACA 프리미어프로

10. 26.(월)~10. 30.(금) 18:00~21:00

20명

재학생

ACU AutoCAD

12. 21.(월)~12. 24.(목), 13:00~17:00

20명

재학생

컴퓨터활용능력실기(1급)
*17일 과정

1. 4.(월)~1. 26.(화), 13:30~16:30

20명

재학생

컴퓨터활용능력실기(2급)
*8일 과정

1. 4.(월)~1. 13.(수), 9:00~12:00

20명

재학생

대면
교육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차 대면수업으로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시험(오프라인) 11. 29.(토)

대상

: 희망 직무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1차

12. 21.(월)~12. 23.(수)

SMAT(모듈B) 자격과정

★ 자기소개서 완성반

일반

매주 금요일 9:00~15:00
(학기 중 금요일, 방학 중 목요일)

대상

★ 직무 분석 탐색반

구분

면접 컨설팅

교육명

: 역량기반 채용 대비 기업ㆍ직무 이해를 위한 교육
모집기간

시간
매주 수요일 9:00~15:00

★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청취력)
구분

구분
입사지원서 컨설팅

★ pre-JOB 채용 제안서 PT 경진대회

: 기업의 성장 아이디어와 보유 직무 핵심 역량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경진대회
구분

모집기간

신청

9. 2.(월)~9. 18.(금)

교육

10. 6.(화), 8.(목), 9.(금) 중 1일 09:00~18:00

본선

11. 6.(금), 14:00~17:00

인원

대상

비고

20팀
(60명)

2~4
학년

상금부여

각팀

: 언택트 채용 확대로 실시간 화상플랫폼을 활용한 면접교육
구분

모집기간

일정

인원

1차

9. 9.(수)~9. 23.(수)

9. 26.(토), 10:00~17:00

10명

2차

10. 21.(수)~11. 4.(수)

11. 7.(토), 10:00~17:00

10명

대상
4학년

★ 안내사항
· 신청방법: 교육 시작일 기준 2주전 onSTAR 온라인 접수 후 확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완료
*교육 취소: 교육 시작 3일전까지 가능(주말 제외)

★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이론 강의 및 온라인 모의시험
모집기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8. 31.(월)~9. 11.(금)

9. 14.(월)~10. 16.(금)

총 5주

100명

2~4학년

· 참가혜택: CP점수 시간당 1점, 취업교과목 시험 대체 or 가산점 점수 대체,
취업역량 향상
· 기타사항: 위 전체 과정은 수강신청 인원이 과정별 최대 모집 인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NCS 집중 교육 프로그램
: 한국전력공사(1차),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2차) 온라인 집중 교육
구분

모집기간

일정

인원

대상

1차

8. 31.(월)~9. 16.(수)

9. 21.(월)~9. 25.(금)

40명

3~4학년

2차

9. 21.(월)~9. 30.(수)

10. 5.(월)~10. 30.(금)

50명

2~4학년

* 프로그램 문의: 063-220-2129, 2165, 4651~4655, 4723, 2027
*표기된 프로그램은 수퍼스타 인증(StarT) 필수 이수 요건에 해당 되는 과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