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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과 함께 ( Dream Together)

▲ 불 밝힌 캠퍼스 /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스타타워에 사생들이 입사함에 따라 늦은 시간에도 캠퍼스 곳곳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사진은 교수연구동 고층에서 캠퍼스 북쪽을 바라본 야경이다.

수업운영 변경과 방역대책
2학기에는 8주차(10월 19일)부터 변경된 수업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에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
내 방역에 대한 관심 역시 커졌다.
우리 대학은 최근 세분화된 정부의 방역 수칙을
반영하고 일부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10월 19일
부터 새롭게 “코로나19 방역 대책(제4판)”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생 및 교직원은 건
물 출입 시 전주대학교 앱을 통한 자가진단 완료
후 출입통제 절차에 따라 입실해야 한다. 또한 손
소독제, QR코드 현수막, 안내 현수막(또는 인쇄
물) 등의 방역 관련 물품을 교내 모든 건물에 배

치했다. 단과대학 주요건물, 교내 다중이용시설,
학생생활관 등 총 17개 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
를 배치하여 출입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출입통
제 절차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에 입·퇴실 시
QR코드 체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하다. 수업 중에도 강의실
내 모든 인원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자의 발언 이외의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변경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이 변경됐다.
이는 재학생의 수강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학사
일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강바구니 신청은
2021년 1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3일간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2021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엔 좀 더
이른 2021년 1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신

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정정은 1차와 2차로 나
뉘어 진행된다. 1차로 개강 전인 2021년 2월 26
일(금) 1일간, 2차로 개강 후인 3월 2일(화)부터
8일(월)까지 5일간 정정이 가능하다. 수강취소는
3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변경된 일정을 참고해 수강신청 해
야 한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일정
지난 10월 15일 우리 학교의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
위)는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 대한 일정을 확정 및 공고했다.
앞서 중선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 6시까지를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으로 설정했으나, 중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중선위
공석으로 인해 선거일정이 잠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에비후보자 등록기간
을 11월 2일 1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가졌다. 등록 마감이 된
6일 저녁 8시 30분 선거쟁의위원회가 출범했다. 9일에는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 규정준수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앞으로 후보자들은 16
일부터 23일까지 유세기간을 가진 후에 24일 투표를 통해 2021년도 학
생자치기구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중선위는 지난 29일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이었던 문화융
합대학 박가인 부학생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생겼음을 발표했다. 이
에 따라 1일 18시에 진행한 긴급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경영대학 학생회장 강대곤이 전원 동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새롭게 충
원되는 우여곡절을 겪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위원
이 사퇴하게 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10/19 ~ 11/02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교부 및 등록기간

11/02 ~ 11/06

후보자 등록 서류 교부 및 등록기간

11/06

선거쟁의위원회

11/09

후보자 교육

11/16 ~ 11/23

유세기간

11/24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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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시회

지난 10일 21일(수)부터 10월 23일(금)까
지 3일간 하림미션홀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졸
업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열린 이번 졸업전시회
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전시장 입구에서 방
문자명단 작성 및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실시
하였으며, 입장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졸업작품은 크게 제품디자인과 실내디자인
작품 두 가지로 나뉘었다. 제품디자인 전시작
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인과 농업에 초점
을 맞춘 제품도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 관련
전시작도 새롭게 선보였다. ‘반려동물 재난 대
비 가방’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산소를 공급해주는 가방으로 안전하고 빠른
대피를 돕는 제품이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25%를 넘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재난 대책

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작품으로 실효성
과 독창성 측면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내디자인에서는 문화 산업을 증진하기 위
한 시설과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개선 건
축물 등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다. 그중 ‘콘
텐츠 상영 복합 센터’는 수도권과 달리 공연 시
설이 부족한 전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상
되었다. 센터 내에서는 공연 상영과 더불어 공
공 문화 콘텐츠 제작실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
이 콘텐츠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 제
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전주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개선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작품을 구
상한 박진솔(산업디자인학과·4) 학우는 “전
주 시민들이 문화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공간을 생각해 보았다”라며 작품
선정 이유를 전했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학우가 작품
감상과 졸업 축하를 위해 전시회장을 찾았다.
한쪽에서는 가족들에게 작품 설명을 하는 전
시회 참가자도 볼 수 있었다.
졸업전시위원장을 맡은 김동오(산업디자인학
과·4) 학우는 “졸업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학우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하
며 학우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 “전시회
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좋은 경험을 쌓아 기뻤
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제54회 법학과 학술제 ‘아람제’ 개최

지난 4일 오후 4시 제54회 법학과 학술제
인 ‘아람제’가 평화관 403호에서 개최됐다.
아람제는 학회장(15학번 이동근)과 부학회장
(17학번 오은비)이 학생들에게 소개영상을 통
한 형사모의재판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
작됐다. 이후 조수혜, 이존걸, 김병기 교수님
의 말씀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형사모의재
판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고시원비를 횡령하고 원
장을 살해한 뒤 도주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담
았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주
장하고 변호사는 피고인을 최대한 변호하였

다. 법학과 재학생들은 각자 재판
관(20학번 이정언, 18학번 임정
욱, 20학번 이은주), 검사(20학번
임민애), 변호사(20학번 박정현),
피고인(20학번 한규성), 증인(19
학번 한서정, 20학번 김주형), 교
도관(19학번 정희지, 19학번 서효
원), 법정경위(20학번 김석주), 서
기(20학번 양수진, 20학번 이규
진) 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했다.
형사 모의재판을 참관했던 한 사
람은 “모두 연기가 좋았다. 1학년
들이 많이 참여했는데도 너무 잘했
다.”라고 말했다.
형사모의재판 직후 법학과 정기총회와 차기
법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투표를 끝으로 학술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오은비 부학회장은 “다들 참여도 잘해주었
다. 주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연습도 시간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다들 너무 잘해주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제
54회 아람제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너무 감
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기자(pakjh0914@jj.ac.kr)

패션산업학과 창업동아리 FIT A FAT 팝업스토어 오픈
패션산업학과 창업동아리인
FIT A FAT가 11월 13일(금)
부터 11월 15일(일)까지 3일
간 전주 롯데백화점 8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디자
인부터 판매까지 학생들이 직
접 기획했다. “모던&미니멀”컨
셉으로 동아리에서 디자인한
의류를 브랜드 라임하임의 지
원을 받아 판매한다.
이수용 기자
(yong5134@jj.ac.kr)

공연방송연기학과 졸업 공연 개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JJ아트홀에서 공
연방송연기학과의 19회 졸업 공연 ‘완벽한 타
인’이 열린다.
‘완벽한 타인’은 국내에서도 영화로 리메이크
된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파올로 제노베제가
감독한 2016년 이탈리아의 코미디 드라마 영
화로서 오랜 친구 7명(결혼한 부부 3명, 이혼
남 1명)이 월식 당일에 저녁을 먹고 있는 도중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다.
해당 졸업공연팀은 “ 공연방송연기학과 19
회 졸업 공연인 ‘완벽한 타인’은 4년 동안 학
생들이 학교 내·외부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
한 것들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해낸 결실입니
다. 작품의 각색부터 무대제작까지, 공연 안의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
어냈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졸업공연팀은 JJ아트홀의 시설 방역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고 있다
고 답했다. 관객석은 한 칸씩 띄어 앉도록 배
치할 예정이고 관객들과 스태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비치해 둘 것이라 설명했
다. 공연장은 수시로 환기를 진행하고, 모든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며,
공연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방문 대장을 작성할 예정이라 하며
방역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연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3시와 7시,
11월 15일 오후 3시 총 세 번에 걸쳐 열릴 예
정이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공연방
송연기학과 졸업공연팀(010-3399-2965)
으로 연락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코로나19 속 연이은 기부 행렬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산학엽 업체 장학금 및 물품 기부
지난달 26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교수들
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에 이어서 바
이오기능성식품학과 산학연 업체인 ㈜지에스
씨알오와 원아시아컴퍼니도 소독제 및 소독
티슈를 기부했다.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정용준 교수와 이정
상 교수, 오상남 교수, 최현욱 교수는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재학생 대표로 황은지 학회장
과 박지원 부학회장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
다.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언택트(untact)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학생들은 5만 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다.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의 산학연 업체인 ㈜
지에스씨알오와 원아시아컴퍼니도 학교와 학
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날 도움의 손길을 보

탰다. 두 회사는 학생 건강과 학교 방역을 위
해 900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와 무알코올
안심 손 세정 휴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물
품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이정상 교수 연구
팀과 고병원성·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
이러스와 돼지 구제역 설사 및 호흡기 바이러
스 소독제 연구를 진행했던 산학연 연구 결과
로 도출된 전주대 산학협력단 특허 3건을 상
품화한 제품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호인 총장은 “장학금을 기부해주시는 그
뜻과 취지가 아름답고, 산학연 연구성과를 상
품화한 제품을 다시 대학 구성원들에게 나누
는 일이 뜻깊다.”라며 “학과 교수님들의 사랑
과 헌신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으로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속적
인 산학연 성과들이 결실을 보아 사회문제 해
결에 도움을 주는 결과물이 창출되기를 바란
다고 언급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2020 방탈출 이벤트 작업실
중앙동아리연합회가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학생회관 6~8층을 무대로 삼아 방탈
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쌀쌀한 날씨에 붉은
조명으로 스산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학생들에
게 섬뜩한 공포를 전했다.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방을 탈출하는 이벤트를 통해 그
동안의 답답한 마음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기획
한 행사였다.
김종훈 중앙동아리 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지연되어 학생들이 학기 중
에 여러 활동을 경험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으
면 좋겠다.”라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 중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최대 인원 4인의 예약제, 마스
크 착용 필수, 입장 전 열 체크, 손제정제 사용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
이었다. 앞으로도 중앙동아리 연합회 주관으로
신입생을 위한 행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유성훈 기자 (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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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기원 ‘천잠음악회’ 열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전주대 도서관 하
늘정원(스타센터 3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희망하는 천잠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전주대 구
성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영화 ‘Out of Africa’의
OST인 “W.A.Mozart ? Clarinet Concerto K.622Ⅱ.Adagio”를 첫 번째 곡으
로 OST, 클래식, 영화 음악 등으로 구성되
었으며 전주대 음악학과 교수진 전원과 졸업
생의 재능기부로 꾸며졌다.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가 콘서트의 해설을 맡았고, 학
과장 김영신 교수가 피아노를 맡아 연주했
다. 다른 교수들과 졸업생들도 모두 각자 역
할을 맡아 곡을 연주했다.

행사는 관람객 사이 거리유지 및 마스크 착
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호인 총장은 “전주대는 앞으로도 많은 문
화행사로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자임
하여 지치고 힘든 일상 속 잠시나마 쉼과 위
로를 전하고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
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한편,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지역주
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해치(HATCH) - TV’에 음악
회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은행 열매의 ‘악취’ 때문에 힘들어요”…
은행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의 악취 때
문에 학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는 제법 쌀쌀한 날씨로 우리를 맞아주
는 가을이다. 거리 곳곳의 은행나무들도 노
란 옷을 맘껏 뽐내며 가을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학교 캠퍼스의 은행나무들도 노란 나뭇
잎으로 캠퍼스에 생기를 더해주고 있다. 하
지만 다른한 편으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으로부터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의 목소
리도 들린다.
은행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에서 떨어
지는 은행도 많아지게 된다. 특히 후문 근방
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은행나무들이 가로수
로 즐비해 있는데, 인도 바닥으로 신발에 밟

힌 은행들이 잔뜩 널려 있다. 그만큼 학생들
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학
생들에게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는 이야기이
기도 하다. 은행 열매가 묻은 신발을 신고 밀
폐된 강의실에 들어갈 경우, 강의실에서는 은
행 열매의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학
생들이 이야기하는 은행나무의 불편함이다.
학생들은 ‘거리에 있는 은행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 ‘신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
히 강의실에서 눈치가 보인다.’, ‘은행 열매의
악취가 불쾌하다.’ 등 은행나무에 대한 반감
을 보였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학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한 이유

에 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은행
나무는 자동차 매연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들
을 빨아들여서 자정 작용을 한다. 또한 은행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도 독한 나무라서
주위에 인간에게 해로운 벌레들이 들끓지 않
는다. 흔하게 가로수로 심는 플라타너스의
경우 비록 악취는 나지 않지만, 주위에 모기
나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모이기 쉽다. 그래
서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은행나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지
키는 가운데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박물관, 한국 전쟁 70주년 특별전 개최
전주대 박물관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
이해 “70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아
픔 그리고 화해”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주대 본관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
는 특별전은 오는 11월 12일(목)까지 운영된
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할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이다.
한국전쟁은 치열한 교전 속에서 비무장 민

간인이 다수 학살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
번 특별전은 한국전쟁의 진실과 민간인 희생
자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
로 나눠져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민
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그리고 광복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있다.
한편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이뤄졌다.

뉴스 3

온라인 투표
재호야 뭐 보고 있어?

학교 소식에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있길래 투표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

오~ 투표를 온라인으로?
그래서 참여 방법이 뭐래?
윽... 설명해 줄테니까
밀지 말아 봐

첫번째, 전주대학교
inSTAR에 로그인을 한다.

두번째, 사이드 탭에서
[대학생활]▶[총학생회]▶
[학생회선거]로 들어간다.

아하~ 투표일은
11월 24일이라고 하니까
잊지말고 참여해야겠다

이후 2019년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
생자 유해발굴”을 시작해 전주대 박물관에서
현장조사를 마쳤다.
전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63220-2158~9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박지연 기자(jiyeon4260@jj.ac.kr)

세번째, 투표 탭에
들어가 원하는 입후보에
투표한다

게다가 온라인 투표라서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까
참여하기도 쉬울거야.
알았지?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020년 전주대학교 온라인 취업박람회
전주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주최하는
<2020학년도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9월 21
일(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금)까지 8
주간 진행된다. 이 박람회는 우리 대학 학생들
과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 확대 및 취업 촉
진을 위해 준비한 행사이다.
전주대학교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
들을 위한 취업, 채용, 직업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채용관, 우리 지역
채용관, 전공별 채용정보 등 다양한 채용정보
를 제공하고 진로검사와 컨설팅을 제공해 본
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
항(일반)-2020년 전주대학교 온라인 취업박
람회-하단의 링크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는 주요 채용정보, 우리 지역 채
용정보, 전공별 채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채용관에서는 공기업, 대기업과 중견기
업 채용정보를, 우리 지역 채용관에서는 우리
지역 강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정부출연
기관, 우수 중소기업 등의 채용정보를 알 수
있다. 전공별 채용정보에서는 단과대학별 채
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마다 자격요건, 지원방법, 모집부문 및 상
세내용 등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주), SK하이닉스, 현대백화
점 그룹 등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와 상
담 신청까지 가능하다. 컨설팅(취업상담, 면접,
입사지원서)의 경우는 전주대학교 학생이 아
니라도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하며, 컨설턴트와 비대면 방식의 1:1 상담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
접 가이드, 직무적성검사, 기업별 직무 정보
등 취업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 및 모의 테스트
를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솔루션 프로그램이 준
비되어 있으며 입사지원서 작성 팁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자기소개서 마법사, 직업 심리 검
사, 직장인 인터뷰, 청년고용정책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 홍성덕 교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과 지역 청년
들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고, 취업상담을 통
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최근 더욱 힘
들어진 취업 환경을 극복하길 바란다. 이번 박
람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내년 취업 박람회에
반영하여 취업 지원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
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전주대학교 온라인취업박람회에 대
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
센터 홈페이지 (http://www.jj.ac.kr/cre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철 기자(phch1100999@jj.ac.kr)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온라인 취업박람회
기간

2020년 09월 21일(월)~2020년 11월 20일(금)

장소

http://wjob.gabia.io/jj-jobfair/

문의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063-22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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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한국판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
〮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디지
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분야를 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때문
이다. 21세기를 디지털 르네상스라고도 하는데, 르네상스의 본래 의미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활이다. 프랑스어의 renaissance, 이탈리아어의 rina scenza,
rinascimento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문
학·미술·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그렇다면 왜 21세기에 다시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
가 되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문화, 일자리 등이 혼류하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3개의 통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 뉴딜과 미국 뉴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
듯이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로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표면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성적 공급 과잉 및 실업 상태
가 지속했다. 이에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적 활동의 마비 상태를 야기하게 됐다. 1929
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
기 침체에 빠지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
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추진
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코
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
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
에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대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
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 부르게 됐다. 문
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라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
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
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 속도를 더욱 올리는 동
시에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
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내용
디지털뉴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
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의 추진이 이뤄진다.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이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구축
〮방활
개
〮용,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5G AI 지능
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로 구성된다. 두 번
째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다. 이는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과 직업
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함을 말한다. 세 번째
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스마트 의료와 돌봄 인
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
즈니스 지원 등을 육성한다. 네 번째로 SOC 디지
털화다. 이는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
계 구축, 도시와 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
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
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
〮너지 녹
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
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
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분야로 구성한다. 인프
라에너지 녹색 전환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
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국민의 일
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이다. 에너지 확산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신하
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마지막 혁신 생태계 구축

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
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비전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
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 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계청은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5만 2,000명이 줄었다고 발표
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은 세부적으로 고용보험
수혜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혜자 범위를 14개로 늘리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
이다. 또한 저소득 및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젝트 제공,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
환 지원, 산업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함에 따라 고
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경제구조 변화
에 맞춘 인력양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자 사람투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인재 양
성을 위해, AI 융합 전공을 중심으로 박사급 인재
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변화 및
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
경산업분야의 재직자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상황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
적경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
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제주가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이 공존하는 녹색 전환
을 제주가 선도하겠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 뉴
프런티어 전략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도내외 중소
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원을 화석연료
에서 수소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전환의 첫걸음
이 제주에서 시작함을 의미한다. 전남도 역시 지역
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7개 사업,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
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
으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디지
털·그린·해상풍력 등 3개 분과에 18개 협업부
서와 8개 도 출연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그 밖에도 여러 도·시에서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향후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 우
수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을 계속 발
굴해야만 한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 스스로 만든 주
민 자조조직의 활동과 주민참여형, 주민소득형 사
업이 중요하다. 초기 기술 개발단계부터 대학과 연
구소,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과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일자리도 창출
이 가능하는 중요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주대 학생들 역시 빠르게 변
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발맞추기 위해 창의성과 자
율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201873008@jj.ac.kr)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산업·기술
융복합·혁신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2+1
정책
방향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 투자
시장·수요 창출 마중률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10대 대표 과제

추진
과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1. 데이터 댐
2. 지능형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1. 그린 스마트 스쿨
2. 디지털 트윈
3.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4. 스마트 그린산단

1. 그린 리모델링
2. 그린 에너지
3.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체 28개 과제
디지털 뉴딜 [총 12개]

디지털 뉴딜 [총 8개]
안전망 강화 [총 8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지자체 발표 기준)

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125개
총136개 지자체가 지역뉴딜
구상·계획 수립중

한국판
뉴딜
총 160조

지역사업
지역사업
24.5조 원 (42%)
75.3조 원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중 47%)

서울
인천
디지털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그린 국제 그린스마트 타워 조성
기타 바이오 헬스 벨리 조성

디지털
뉴딜

강원

스마트도시
디지털 플랫폼(65)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ZEB전환
안전망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
수소 모빌리티 파워택 평가
그린 인증 기반 구축
기타 우리마을 뉴딜 추진

경북

디지털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공공배달 플랫폼)구축
그린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안전망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디지털 내포 신도시 내 IT클러스터 조성
그린 가로림안 해양정원 조성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안전망
“청년키움”

인천 서울
경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세종
디지털 스마트시티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린 도시숲 조성

디지털 능동형 스마트리빙 케어산업
육성
그린 안전신뢰 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가술개발
기타 소상공 온라인 희망 마켓

강원

충남

전남 광주

디지털 5G기반 K라이브세어
콘텐츠 산업 육성

경북

그린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울산

대구
경남

울산
부산

디지털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수소 생산클러스터
그린 그린
구축
안전망 군산 상생형 일자리

디지털 AI기반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그린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안전망 휴먼 고용 안정 일자리
확대 지원

제주
광주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사업
RE100 구현 에너지A 탄소
그린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안전망 광주형 일자리 사업

디지털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그린 클러스터 조성
기타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전북

대전

디지털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그린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DNA+US 청년 일자리
안전망
프로젝트

지역사업
50.8조 원 (69%)

충북

디지털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수소 융,복합
그린
클러스터 조성

경기

전남

그린
뉴딜

제주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
융합데이터산업
활성화
주민참여형
그린 에너지 운영
자치마을 구축

부산
디지털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클러스터 구축
SC 파워반도체 생산
그린 플랫폼 구축

경남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전환 가속화
해상풍력단지 연계
그린 RE100 그린산단 조성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기타 지역혁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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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

고령화사회의 세 가지 측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20년
이 된 현재, 불과 20년 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인구와 더불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젊은층에서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인부양 문제를 꺼내며 의료 및
복지 지출 증가를 걱정한다. 노년층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
끼지만, 그들의 고민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다. 노인 소외
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측면, 농업 생산 저하와 지역 소멸
등의 지역적 측면 또한 골칫거리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적 측
면에 가려진 고령화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다뤄봤다.

고령화 추세
UN의 고령화 분류 5단계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3단계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년 전 2018년
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 4단계 고령사회가 됐다. 통
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추이에 따르면 2025년에 노인 비율
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5단계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원인
대표적인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일컬어진다. 2000년 남녀 기대수명은 남성이 72.3세, 여
성이 79.7세였다. 의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2018년
에는 남성이 79.7세, 여성이 85.7세로 불과 20년 사이에
각각 6년 이상 기대수명이 증가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도 고령화의 한 가지 원인이
다. 출산율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낮아져 왔다. 2000년에는 가임여성
1명당 1.47이었던 출산율이 2018년에는 0.98명으로 가
파른 감소 폭을 보였다. UN에서 발표한 세계인구현황 보고
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개국
중 198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해 그 심각
성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측면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도 함께 늘어나 홀로
사는 노인의 수 역시 증가했다. 가족들의 외면도 원인 중 하
나이며 일본에서는 무연사회(無緣社會)란 말이 나왔을 정도
이다.
1인 가구 노인은 생활에서 갖가지 문제를 겪는다. 생계유
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청년들에게도 부족한 일
자리가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적다. 정부 정책으로 노
인 일자리 사업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
급자 등 정작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이 신청에서 제
외되기도 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은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매일 겪
는 어려움이다. 요즘에는 500m 이내면 편의점을 쉽게 찾

아볼 수 있지만, 건물 밖에 나가는 일도 부담으로 느끼는 노
인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고령
자를 일컬어 ‘쇼핑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러한 ‘쇼
핑 난민’들을 위해 일본 곳곳에서 이동 슈퍼마켓 사업이 이뤄
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도 없어 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남아있다.
소외된 노인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더 자주
들려오게 됐다. 건강상의 문제였던 경우도 있지만 고립으로
부터 오는 소외감에 자살을 선택한 사례도 존재한다. 자살
을 선택한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별도의 사
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신종업종
인 고독사 청소 업체가 생겨서 시신과 생전 머물렀던 집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한다. 한 고독사 청소부는 외로움을 이겨
내기 위해 아이 대신 인형을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한 노인
에 대해 이야기하며 1인 가구 노인들의 외로움을 대변하기
도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다. 20년에 걸쳐 1,500
만여 명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전보다 더 많은 1인 가구 노인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겪는 노인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지역적 측면
도시지역의 고령화 현상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더 극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미 2017년에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 비율
이 42.5%를 넘어섰다.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적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노년층 비율이 높아졌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업생산량 감소를 뜻한다. 일각에서
는 벼농사 기계화율이 98%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한 우려라
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벼농사 이외에는 아직 사람의 손을 필
요로 하는 농업이 많다.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라 밭일을 하
고 있는 노부부의 경우 한쪽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혼자서는 농사를 지속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
39%에 달하는 89곳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고령화
가 진행될수록 인구 유출도 심해지고 있어 지역 소멸에 가속
도가 붙었다. 소멸 위기 지역에는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긍정적 측면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여파이
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든 서구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시작됐다. 단지 그 가파
른 상승 곡선이 문제시되는 것인데 이 또한 의료 기술의 발
전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빠르게 변화했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인구
인구 추이
추이

출처: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대안
대안으로서 퇴직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벨기에
의 경우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려는 시도가 있
었다. 퇴직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 노년층의 노후대비에 2년
의 시간이 더 생기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져 노인 복
지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줄어든다. 하지만 2년을 더 일하
게 되어도 연금액수는 상향되지 않고 무엇보다 연금 수령 시
기가 늦춰짐으로써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잇따랐다. 만약 같은 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되
려고 한다면 벨기에와 같이 큰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
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고
용안정화가 되지 못해 아이를 포기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경
제적 여력이 생겨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의 변화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이겠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에 고용안정화와 같은 맥락으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우선하
자는 의견이다.

인식 개편
자연적인 해결이 어려움에도 아직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고령화 추이는 앞으로도 상승세일 것으
로 보인다. 당장 불가능한 고령화의 근본적 해결보다 고령화
로 많아진 노년층에 대한 인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비
슷해질 전망이다. 갈수록 커지는 부양 부담으로 젊은층에서
는 노인을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만 여기며 꺼리기도 한다. 경
제적 여건을 핑계로 부양을 포기하는 가구도 늘어나면서 우
리 사회는 노인에게 박한 사회가 됐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
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처럼 고령화에서 파생된
몇몇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
며 대학과 기업에서도 사회봉사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
이 늘어났다. 봉사단체를 통해 1인 가구 노인을 찾아뵙거나
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꼭 봉사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을 찾아뵙거나
돕는 일은 세대를 거쳐 노인이 될 우리 젊은층을 위한 사회
적 백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김은지(dmswl1259@jj.ac.kr)

연도별 농촌인구와
연도별
농촌인구와 고령농 비율
비율 및 전망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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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먼저 떠나는 여행

“

옛 사람들은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서 책을 읽으며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대신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
을 유람하고 남긴 글 모음에 ‘와유록(臥遊錄)’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더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낯
선 이국땅으로 떠나는 여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행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있지만, 언제 다시 떠
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여권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대신할 수 있는 여행 서적을 몇 권 소개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아시아

지금 우리,싱가포르
(현지인이 알려주는 싱가포르의 또 다른 모습들)

아시아

미국 국립공원을 가다 (How wild nature is |
대자연을 만나고, 느끼고, 즐기는 경이로운 국립공원 이야기)

북남미

꼼꼼하고 알뜰하게 준비하는

유럽여행 백과사전
유럽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
다. 계절에 따라 여행지를 정하는 기준과 유럽 곳곳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처음이라면 이 책에 쓰여 있는 비행
기 좌석별 장단점과 생존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
루트 짜기, 싸고 좋은 항공권 구매, 숙소 예약하는 방법,
밤새우기 좋은 공항 등 유럽 여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예산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알뜰
하게 유럽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책
속에 적혀 있는 유럽 여행 꿀팁이나 문화 예절, 여행자
대상 사기 등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미리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럽 여행 정보와 더불어 해외여행 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가 세세하게 적혀 있어 추천하는
책이다.

리얼 블라디보스톡

인조이 남미(2020)
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인조이 남미>는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지역의 5개국에 대한 여행 가이드이다. 5개국은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부로 우리나라 여
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들이다. 남미는 자연이 깨
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 아마존
의 정글과 눈 덮인 화산, 빙하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남미 여행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남미 여행 사전 준비부터 입출국 정보까지 세심하게 나
와 있다. 상세한 지도와 교통 정보, 꼭 찾아가 봐야 하
는 관광지, 투어 정보가 주제별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름만 알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추가로 길 찾기를 어
려워하는 독자를 위한 구글맵 연동 모바일 지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또한
넓고 광활하다. 미국에 있는 20곳의 국립공원은 세계적
인 자연 유산이자 매해 많은 사람이 관광을 위해 찾는
관광지이다.
이 책은 미국 국립공원에 가는 10가지 이유를 설명하
며 시작한다. 저자가 1년 동안 직접 국립공원 20곳을
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 대해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이다. 미국 국립공원 이용 방법, 체험 프로
그램, 여행자를 위한 소소한 팁과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미국 국립공
원 20곳의 대자연 풍광과 야생동물 화보도 이 책의 재
미 중 하나이다. 책의 저자는 미국 국립공원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내는 현대인들이 디지털 디톡
스(digital detox)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유 럽

가장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

블라디보스톡은 가까운 지리적 요건과 상대적으로 저
렴한 비용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여행지이다. 아시
아 속 유럽이라 불리며 유럽과 닮은 이국적인 풍경이 여
행지로서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리얼 블라디보
스톡>은 최신 현지 정보를 충실히 반영했고 루스키섬,
우수리스크 등 근교의 모든 숙소와 식당,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즌별 투어 프로그램과 역사 탐방, 일정별 코스를 다양하
게 소개해 독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연동되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책 속
의 모든 정보는 현지에서 바로 통하는 실제 러시아어 발
음을 함께 표기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필수 문장들로 구성된 러시아어 회화 카드가 실려 있어
잘라서 휴대한 후,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 흩어져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정
보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싱가포르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깨끗하고 치안이
좋은 도시 국가,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건물들, 배 모
양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크기
는 작지만 먹을거리와 놀 거리가 많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는 물론이고 혼자 여행하기에도 좋다. 홀로 떠나 나
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책
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저
자가 4년간의 현지 생활을 통해 찾은 숨은 명소와 경험
으로 얻은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SNS에 올릴 인생 사진 찍기 좋은 장소와 사진 찍는 노
하우까지 독자들에게 건네고 있다. 싱가포르의 기본 정
보는 물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할인 티켓이나 공항 서
비스 등 쏠쏠한 정보들이 있어 더욱더 알찬 여행을 계획
할 수 있다.

북남미

“

6

유 럽

유럽 자전거 여행
(주요 여행코스 안내와 총 100일간의 생생한 여행일지)
자전거를 좋아하고 한번쯤은 자전거 여행을 꿈꿔온 사
람이라면 유럽 자전거 여행은 어떨까? 이 책에서는 자
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은 가장 이상적
인 여행지라고 말한다. 유럽 자전거 여행 코스 안내와
코스별 탐방기가 이 책에서 눈길을 끈다. 책의 저자는
네덜란드에서 운하를 따라 라이딩한 경험, 라인강을 따
라 바젤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귀환했던 자신의 경험을 독
자들에게 들려준다. 자전거 여행 시 자전거 선택 등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와 숙소 잡는 방법, 안전과 도난 예
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총 100일간의 여
행일지를 통해 생생한 유럽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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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건축의 백미, 완주 화암사 극락전
장하거나 건물 내부에서 나오는 구조재를 서
까래에 연결하여 받치는 방법으로 지금의 포
작계 건물의 원초적 구조이다.
또한 극락전에는 귀솟음 기법이 적용되어
있다. 이 기법은 기둥이 양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 높이가 약간씩 높아져 처져 보이는 착
시현상을 없애주기 위한 기법이다. 이 기법
은 세련된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으며, 고
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다.
극락전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하앙식 구조
와 귀솟음 기법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극락전의 하앙식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유일한 것이어서 목조건축 연구상 중요
한 건축물로 평가된다.

▲ 극락전

■완주 화암사
화암사(花巖寺)는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불
명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화암사 중창비’
에 따르면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 사찰에 머물면서 수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문무왕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425년(세종 7) 성달생이
원찰을 세울 터를 찾아가 이곳에 화암사를
중창했으며, 몇 번의 중창을 거쳐 현재에 이
르고 있다. 1981년 해체·수리 때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극락전은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05년(선조 38) 재건하였다고 한다.
화암사는 극락전과 우화루가 남북으로, 적묵
당과 불명당이 동서로 바라보고 있는 ‘口’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
화암사 극락전은 조선시대 하앙식(下昻式)
목조건물로, 정면 3칸·측면 3칸의 겹쳐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좌우의 적묵당과 불명
당의 기단과 연결되어 있다. 문은 전면 양측
의 좌우에 세 짝, 가운데 칸에 네 짝의 분합
문으로 되어 있으며, 좌우측에는 외짝의 출
입문이 나 있다. 기둥은 배흘림이며, 공포는
다포양식으로 지어졌다. 공포 위에는 하앙이
경사로 얹혀져 외부에서는 처마의 하중을 받
고 내부에서는 지붕하중으로 눌러주게 되어
있어 처마 하중이 공포에 주는 영향을 격감
시키게 하였다. 하앙식 구조는 지붕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비의 들이침을 막기 위해 처
마를 길게 뺐는데, 서까래 끝에 덧댐목을 연

■화암사 우화루-보물 제662호
우화루는 화암사 입구에 있는 2층 누각으
로 극락전의 정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경사
진 땅에 석축을 쌓고 건물을 세우면서 전면
에는 기둥을 세워 앞에서 보면 2층의 누각
구조이지만 안쪽에는 마루를 깔고 땅과 거의

▲ 화암사 전경 및 우화루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1) 1969년 2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 생물학의 분과로 생물체의 물질 조성, 생물체
내에서의 물질의 화학반응 등을 화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3)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4)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 딸려 우편, 우편환,
우편 대체, 체신 예금, 체신 보험, 전신 전화 수탁
업무 따위를 맡아보는 기관.
5) 단체 회원들이 평소에 닦은 실력과 업적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간의 상호 비교 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모임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친목과
다짐 등의 단합대회 성격이 더 큰 모임.
6) 충격적인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한글맞춤법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ㅅ의 이름.
8) 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일 혹은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은 높이로 공중누각을 만들어 안마당에서
보면 단층처럼 보인다. 누각 전면에는 ‘불명
산화암사(佛明山花巖寺)’라는 현판이 붙어있
다. 정면 지층의 기둥은 4칸이지만, 2층에서
는 정면 3칸·측면 3칸으로 내부에는 칸막
이가 없이 단일공간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공포는 다포양식으로 공포 부
재의 조각솜씨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 양식
이 가미된 느낌이 든다.

이상균 교수

(인문대학장/역사문화콘텐츠학과)

▲ 극락전 하앙식 구조

1)

1.

2.
2)

세로
1. 국가나 공공단체의 회의나 행상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련의 격식.
2.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모여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
3. 배우고 익힌다는 뜻으로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연습하면 그 참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4. 특별한 사회적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5. 동일한 메이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상점을
여러 곳에 두고 중앙에서 통제 및 경영하는 점포 조직.
6. 회사의 금품 출납 상황이나 회계 내용에 대한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
7.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8.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1월 20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3.
4.
3)
4)

5)

5.

6.

7.
6)

7)

8.

8)

지난
903호
(2020년
10월 14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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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소시오패스
직립보행
이데올로기
부지런
대중문화
코로나블루
스피커
한국장학재단

축하드립니다!

세로
1. 오금이묶이다
2. 행정안전부
3. 기성세대
4. 지도
5. 화살표
6. 유네스토
7. 나이테

[903호 퀴즈 정답자 5인]

1. 김혜연(국어교육과)
2. 오가은(행정학과)
3. 이한빈(금융보험학과) 4.이지연(가정교육과)
5. 조수진(국어교육과)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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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캠퍼스, 반갑다 친구야
20학번 신입 기자들의 첫 대학 생활기
◆◆ 김민하 기자(법학과 20학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
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 10월 19일 대면 수업이 시작됐
다. 수업을 듣기 위해 꽤 많은 학생이 학교 안으로 발걸음을 재
촉하고 있었다. 학교 주변 상가들도 영업을 재개하여 음식점,
카페 등의 상점들도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처음엔 캠퍼스 내 지리를 잘 몰라서 길을 헤맸다.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검색해 강의실에 들어왔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다
른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앉아있었다. 온라인으로만 수
업을 듣다가 친구들을 처음 보니 강의실 안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가
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했다. 확실히
온라인 강의에 비해 대면 수업이 훨씬 집중이 잘 됐다. 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
을 바로 질문 할 수 있다는 것과 교수님과 마주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또
한, 조별로 활동해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
현재 교양과목으로 운동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 중인데, 실기 수업이 있는 경우 집에서 영
상을 보면서 연습했었다. 영상을 보고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는 것 같았다. 이후 대면 수업으로 변경되고 나서 수업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동영상으로 혼자 연습
할 때보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까지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어플’에서 출입용 QR 코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
다.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 출입구부터 방문기록을 작성하
고 열 측정을 끝낸 뒤 들어갈 수 있다. 건물마다 열 측정기가 있으며 곳곳에 손 소독제가
배치되어 있다. 철저한 방역으로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이 지속해서 진행되어 학교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박정현 기자(법학과 20학번)
나는 현재 신문사와 학과 학생회, 고시반 등의 활동을 하고 있
다. 하루의 대부분을 고시반과 과방에서 머물고 있다. 나는 오
전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해 바로 고시반을 간다. 그리고
는 현재 내가 신문사에서 맡고 있는 영어 지면에 어떤 기
사를 작성할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때론 기사를 몇 번씩
썼다 지웠다가 하면서 지내고 있다.
오후엔 신입생답게 학교 주변 상가에서 동기들과 밥을 자
주 먹는다. 과방에 가서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잠시 잠도 자면
서 쉬기도 한다. 뭔가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 신입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쁘게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입생이라 학교
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뭐든 다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서툴고 힘들기도 하지만, 신
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되어 좋다.

◆◆ 장채원 기자(중국어중국학과 20학번)
4월부터 10월까지의 온라인 강의가 끝이 났다. 대면 수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부터 대학 생활 시작이라
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맴돌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체육대회, MT 등 많은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
때문에 학과 친구들을 제대로 볼 기회가 적어 친해지는 것
에 어려움을 느꼈다.
대면 수업 첫날, 모든 학과 친구들이 한곳에 모이는 날이
다.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낯도 많이 가리고 친구를 사귈 기
회가 적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까지 걱
정한 것과 달리 모두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대면 둘째 날, 단순히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하며 학교에 갔다. 오늘은 친구들과 학식도 먹고 선배들과 카페를
갔다.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됐다. 그동안 대학 생활을 못한
만큼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나의 1학년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 또한 처음 마
음가짐 그대로 열심히 임하여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해야겠다.

◆◆ 박지연 기자(보건관리학과 20학번)
꿈꿔오던 스무 살 새내기 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교 수업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는데, 현재 상황이 많
이 좋아져 2학기 때부터 대망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는 일이라
곤 신문사에 가는 일밖에 없었다. 신문사 회의를 하러 학교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겨울잠 자러 간 마냥 거리에 나 포함
해서 거의 10명 채 되지 않았다. 거리는 무척 쓸쓸하고 분위
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대학교 원격 수업으로
인해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덕분에 오
히려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통학하는 사람들은 통학하는 시
간이 절약되면서 이 시간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모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에 바쁜 일상에 지쳐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에 더 몰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면 수업으로 바뀐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동기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기대하고 상상만 해
왔던 모습이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한다.
개강하고 첫 시험, 비대면일 때는 원격으로 영상을 틀고 방 안에서 나 혼자 시험을 보곤
했는데 대면으로 첫 시험을 치렀을 때는 한 강의실에 여러 동기와 같이 시험을 보고 있으
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첫 대학 시험이라 떨리기도 했다.
이 시험 이후, 동기들과 만남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 학교에 나오는 길이 즐겁다.

◆◆ 표수연 기자(한국어문학과 20학번)
늦가을의 시작이다. 전주대학교 20학번으로 입학한 후 처음 걷
는 캠퍼스에는 노란 은행잎과 누군가의 신발 밑창에 밟혀 고
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은행들로 가득하다. 나와 같은 새
내기인지 조금은 몸짓이 어색한 사람들, 오랜만에 친구들
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삼삼오오 몰려가는 사람들, 강의
시간에 늦어 서둘러 강의실로 달려가는 사람들 등… 저마
다 각자의 모습으로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강의
실로 가는 길, 그 잠깐이었지만 그사이에 나도 숨죽여 활기
를 느끼고 괜히 정말로 대학생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들어간 전공 강의실에는 저번 학기 내내 액
정 너머로 보던 얼굴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동기들 모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아직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차마 손이 올라가진 못했다. 33명
동기의 얼굴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지금보다는 더욱 가볍게 강의실 문을 열 수 있을 거라
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
월요일 1교시, 백진우 교수님의 인문학기초 전공 수업.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
로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업이 아닌, 교수님께서 던진 질문에 쌍방향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수업이라 월요일 아침의 굳은 머리를 풀기 좋은 수업이다. 그렇게 머리를 열심히
굴리다 보면 교수님의 반가운 말이 들린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1교시가 끝나면 옆에 앉은 동기 언니에게 힘들다고 작게 투정을 부린다. 언니도 힘들 텐
데 고맙게도 내 투정에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곤 한다. 그리고 1교시와 2교시 쉬는 시간에
는 동기들과 오늘 점심엔 무슨 메뉴를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한다. 행복하지만 사실 우리
에겐 신중하고 어려운 고민이기에 가끔 주어진 대로 먹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
2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주위에선 서둘러 가방을 챙기는 소
리가 들려온다.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을 가득 채우던 동
기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우르르 빠져나간다. 물론 나도 그제야 진실의 미소를 지으며
동기들과 함께 후문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말이다.
맛있는 밥으로 배를 채우고, 3교시, 4교시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수업이
끝나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기분이 들면,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쉬운 기분이 들어 진리
관 1층에 위치한 과방으로 향한다. 선배님들께 어색한 인사도 드리고, 동기들과 옹기종기
모여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새내기라는 느낌이 물씬 든다.
벌써 대면 수업을 한 지 2주가 지났다.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였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
래도 어느 정도는 대학생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휴강을 기대하
고, 종강을 기다리고 있으니…) 코로나19 때문에 반년밖에 새내기 생활을 못 한다는 게 무
척이나 아쉽지만, 그렇기에 남은 새내기 생활을 맘껏 즐기려고 한다.
이제는 겨울이 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쌀쌀해져 패딩 앞섶을 여문다. 나의 뒤
늦은 새내기 생활에 늦가을은 가고 초겨울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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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입후보자
총학생회
기호 1번 Be ONE

기호 2번 S’CATCH

(정)오길환, (부)양정민

(정)이환, (부)박가인

▼
▲

중앙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기호 4번 Blooming

기호 2번 S’CATCH

기호 3번 어울림

(정)최광렬, (부)양혜민

(정)고광철, (부)김수정

(정)오수예, (부)정다미

경영대학

경영대학

의과학대학

기호 1번 Be ONE

기호 2번 S’CATCH

기호 5번 ALL-IN;ONE

(정)박동재, (부)김현주

(정)박준규, (부)김태령

(정)한명인, (부) 권민지

▼
▲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기호 1번 Be ONE

기호 1번 Be ONE

▼
▲

▼
▲

공과대학
11월 10일 기준 미등록
사범대학
11월 10일 기준 미등록

(정)고재엽, (부)정가을

(정)임채우, (부)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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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컨퍼런스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 전주
대학교 선교봉사처에서는 그의 기독교 세계관
과 교육철학을 배우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
난 10월 20일(화)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컨
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이 날 진행된 컨퍼런스
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진행되
었으며, 대략 97명의 인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전주
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동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대가 주관한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으며, 라이브 총 조
회수는 627회(10/20일 기준)이다.
이 컨퍼런스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전체 주제 하에 총 4세션으로 진

행되었다. 그 중 첫 번째 세션으로는 손봉호
박사(기아대책 이사장)가 ‘카이퍼와 기독교 교
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였으며, 두 번
째 세션으로 김홍국 회장(하림그룹 회장)의 ‘아
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과 교육’이라는 내
용으로 특강을 이어갔다. 세 번째 세션으로 최
용준 교수(한동대 교수)의 ‘카이퍼의 학문과 신
앙의 통합: 한동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네 번째 세션으로 한
병수 교수(전주대 교수)의 ‘카이퍼 사상과 윤
리교육: 전주대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
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평소 초
청하기 어려운 카이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
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정신을 통하여 기독교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0. 11. 24.(화) 13:30~17:00
▶주요 행사
- 특별 기념 예배 (예술관 JJ아트홀)
- 숲속 초막 셋 준공식 (스타가든)
- 기념 전시회 (컨벤션센터 온누리홀)

기도문

교육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가 제시
하는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실천하고, 성공·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실천해
나갈 전망이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카이퍼 서거 100주년
이 되는 지금, 그의 사상을 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교육의 혁신
을 도모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다.”라며,“적
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
와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퍼
스타를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24일에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전체 주제 하에 ‘카이퍼 서
거 10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
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교수연구동 7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이 나
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와 기
상이변과 흔들리는 정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 그리고 혼탁한 세속문화와 타락한
종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
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줄 알았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전
심으로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리
석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보다는 ‘어떻
게’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
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 판
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과 중증 환
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 힘
을 다하여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과 공무
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
히,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방역을 포기
한 채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힘없
고 가난한 나라들과 수많은 미전도종족들
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의 손을 펴
시어 그들이 겪어야 할 질병과 가난과 절
망과 고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그 깊은 어둠으로부터 구원해주십
시오. 가이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주
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아가는 우리 안에도 당신 사랑이 타오르
게 하여주십시오.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
시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
어가게 해주십시오. 반목과 분쟁과 타락
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당신의 그 사
랑을 닮아 가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서로 품으
며 돕고 섬기며 나누면서 끝까지 서로 사
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
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의 이 풍성
함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대학, 전
주대학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갈
급한 영혼에 소망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전주대학
교를 세워주시고 모진 세파 속에서도 지난
50여 성상을 주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니 감
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가르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
락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전 세계
를 무대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재들로 양
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매
직 쇼를 보는 듯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퍼져 나가는 코로나 19의 사태 속
에서도 전주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한 사람의 확진자 없이 지켜 보
호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지
금까지의 교육 방식과 캠퍼스 생태계를 완
전히 뒤바꿔 버린 상황 속에서도 퇴화하지
않고 천이(遷移)의 방식으로 캠퍼스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교직원이
학과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모두가 조금씩 양
보하고 서로 화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하
여 일사불란하게 나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
어 주시고, 저희에게 인간의 얕은 지식과 인
간의 육신을 치유하는 기술보다 먼저, 하나
님 아버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인간의 심성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능
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사 전주대학
교와 이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우뚝 서는 믿
음의 대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를 위하여 세우신 총장님과 모든 구성원에
게 주님의 크신 능력 주셔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학사 일정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지역 여
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절한 인재와 사업
을 유치하여 전주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
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
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
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되, 오히려 그 일
에 노예가 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
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
사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과학대학장
최용욱 교수

(의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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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관계

진리의 샘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들과 직종들은 다
양하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
는 크게 노동자와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이 둘의 사회적인 관계는 계약에
근거한다. 이 관계는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
요하다. 그저 주어지는 강제적인 혹은 선험
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
기 때문에 이 관계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결
혼처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
동자의 기본적인 욕구는 충돌한다. 대체로 사
용자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노동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노동자는 적은 노동으로 높은 임
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둘의 욕구가 동
시에 충족되는 지점, 즉 노동과 임금의 적정
한 비율에서 사회적인 계약이 맺어진다. 긴
장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
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관계의 객관
적인 규정을 정하고 감독하는 정부가 개입한
다. 그러므로 노사정의 신뢰와 협력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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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람들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갑과 을로 규정한다. 누구든지 어떤 이에게
는 갑이고 어떤 이에게는 을로 살아간다. 그
런데 갑과 을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가 아니
라 상하 혹은 주종의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
가 허다하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발주처와
대행사, 교수와 학생, 목사와 성도, 남편과
아내, 정부와 민간, 부모와 자녀, 사장과 직
원 등이 상하 혹은 주종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
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
고 있다. 이 문제의 국가적인 해결책은 무엇
인가?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
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라마
다 시대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
하는 법과 제도는 다양하다. 성경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제도적인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제도적인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개
개인이 다양한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처
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
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전제한다. 즉 이 세
상에는 공동체의 제도적인 정의와 하늘의 섭
리적인 정의가 공존한다. 먼저 제도적인 을
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회적인 갑
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 즉 사람의 시선만
가리는 가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듯이 진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비
록 내가 속한 일터에서 주어진 업무를 행하
지만 1)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2) 기쁜 마음
으로, 3) 하나님께 하듯 일할 때에 땅에서의

소득도 누리지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의
수혜자도 된다. 이는 각 사람이 어떠한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에 의해 그 선에 합당한 하
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갑에게든 을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된
다. 만약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성실의 흉내
만 낸다면 일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
가! 하나님 앞에서도 불성실한 사람으로 간
주되어 그는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상급에
서 배제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갑의 행동은 이러하다. 갑
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을을 존중해야 한다.
겉으로 흉내만 내서는 안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을을 동등한 인간과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 갑에게는 하나의 조항이 추
가된다. 위계에 근거하여 을을 위협하지 말
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갑은 헛기침만 해도
을에게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분이다.
시선이 을의 소유물에 몇 초만 오래 머물러
도 달라는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분이
다. 이처럼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준하는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성경은 을이든 갑이든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인 갑으로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친다. 비
록 자신이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갑의 위
치에 있더라도 함부로 갑질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갑과 을 모두에게 하늘의 갑이 계시
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을에게도 갑이시고 갑
에게도 갑이시다. 하나님의 을을 함부로 대
하는 것은 그의 갑이신 하나님께 결례를 범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갑은 그의 갑이신 하
나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성경
의 기준에 따르면, 갑의 인생은 을의 인생보
다 더 불편하고 고단하다.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갑이라는 것은 되기가 꺼려지

는 신분이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의 질서로 자리잡은 서열
과 계급, 각 기관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잡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 즉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크지 않고, 지위가 높
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크지 않고, 사장이
직원보다 크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보다 크
지 않고, 부모가 자녀보다 크지 않고, 교수가
학생보다 크지 않고, 의사가 환자보다 크지
않고,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크
지 않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하
나님을 존중할 때에만 전환된다. 하나님 앞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재의 무게도
동등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노동자는 하나님
을 대하듯이 사용자를 대하고, 사용자도 하
나님을 대하듯이 노동자를 대하여야 한다. 사
용자는 노동자에 비해 높은 자리에 있기 때
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
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의 흐
름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땅에서의
소득과 하늘에서 주어지는 소득이다. 사용자
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
중하면 땅에서의 유익도 서로가 가지지만 하
늘에서 주어지는 상급도 소유하게 된다. 이
런 질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땅에서의 소
득만 취하게 되고 노사의 관계는 땅의 이익
에만 근거한 대립의 관계로 전락한다. 그러
나 하나님을 존중하면 서로가 서로를 돈벌이
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친구와 동료,
나아가 가족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코사싸”

선교 이야기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시즌2(제주도편)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
문을 던져본다. 나의 지식을 영상으로 제작
하여 학생들에게 유포하면 다한 것일까? 그
렇지 않다는 결론에서 코사싸는 시작된다.

(선교지원실 초빙교수)

지난 학기 부산에 이어 이번 학기에는 제주
도 학생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머나먼 섬
에서 전주대학교에 입학 후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 왔을 때 행복했을까? 그들을 반가워
하는 누군가 있었을까? 서글프고 힘들지 않
았을까? 그냥 코로나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아쉽다.

20학번은 코로나 학번으로 불린다. 사람들
마음속에 2020년은 누린 것 없는 해로 여
긴다. 서글픈 마음이다. 2월부터 시작된 코
로나로 시작해서, 여름에는 엄청난 태풍과 수
해로...

20학번 학생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고 싶
었다. 이유없는 사랑 말이다. 오지 않아도 찾
아가는 사랑말이다.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
고 찾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의 모든 에
너지를 다 태워가며 만나고 싶었다.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교수라고 보여주
고 싶었다. 그들의 행복이 교수의 존재 이유
이며, 그들의 성공이 교수의 성공이고, 그들

이진호 교수

의 감동이 교수의 사명 아니겠는가?
성품채플 선생님들, 기독교윤리와적성 교수
님들, 지역사회 기업인들, 20학번 학생들,
모두 포함하여 무려 22명의 원팀이 꾸려졌
다. 만나려는 학생들을 위한 정성담은 선물
들을 준비한다. 없는 자전거를 이곳저곳에서
대여하여 준비한다. 이들을 포함한 20학번
들에게 장학금까지 만들어 보려고 지인들에
게 후원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준
비하고 준비하여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했다.
전주대학교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여수
까지 165Km를 달리고, 배타고 제주도로
넘어가 2박3일 동안 자전거로 학생들을 만
나러 다녔다.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넘어 서
귀포로 넘어가는 길은 가을의 향연이었다. 전
체 250Km정도의 거리를 달렸다. 넘어지기
도 하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 차가운 가을
바닷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을 햇살에 새
까맣게 타는 팔뚝과 종아리는 영광의 그을림
이다.

만났던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들의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다. 여수에서 두
명 제주에서 14명, 전주에서 4명, 전체 20
명의 학생들이다. 한라산을 오를 때,힘겹게
페달링하며 숨이 가쁠 때, 그때 혼자 불렀던
노래가 있다. 노사연의 만남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 아 바보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가사가 찡하다. 그냥 울컥해진다. 진정한 사
랑으로만 살고싶은 바람도 생긴다.
코로나 학번과 영원을 노래하고 싶다. 전주
대 학생들과 천국까지 여행하고 싶다.
교수의 내어줌이 그들의 살아남이 되고, 교
수의 헌신이 그들의 온전함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12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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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국립국어원
Q.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은 어떤 상황일 때 다듬어지
고 다듬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립국어원 원장 소강춘교수

Q. 안녕하세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시는
국립국어원의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범대 국어교육과 소강춘 교수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
어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Q. 학생들이 국립국어원의 설립목적과 하는 일을 알고 싶
어 할 것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은 국어를 발전시키는 어문 정책을 수립, 시행하
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
행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입니다. 1984년
설립한 ‘국어연구소’가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2004년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합리적인 국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
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는 어문 규정을 현실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또한, 어문 규정, 외래어 표기 용례, 표준국
어대사전과 우리말 샘(개방형 사전)과 같은 국어 관련 정보를
쉽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인공 지능 한국어 처리에 활용 가능한 한
국어 말뭉치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책, 방
송 언어, 강연, 일상 대화 외에도 메신저 대화, 블로그, 게시
판, 리뷰 등에서 쓰이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18억여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관련 산업계와 학
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말에 ‘모두의 말뭉치’라는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각종 공문서와 보도자료,
법령문, 문화재 안내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 문서들을 쉽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국민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대상 교육 연수로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 중입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이 시행되면서 국립국어
원에 특수언어진흥과가 설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어 사
전 편찬 및 수어 말뭉치 구축 등 농인을 위한 한국 수어 연구
사업과 더불어 한국 점자 규정 보급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
자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어려운 외래 용어를 선
제적으로 발굴하여 다듬은 말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를 검토하여 다듬을 말을 수집하고 있
습니다. 이들 중 공공성이 높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용어를 선정해 ‘새말모임’에서 다듬은 말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마련하고자 국어 전문가 외
에 금융, 심리, 정보통신, 교육, 홍보·출판, 언론 등 다양한 분
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의미 적절성과 활용성, 이전에 다듬은 말과의 관계성 등을 다
각도로 검토하여 다듬은 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후보안은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
쳐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매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
니다.

Q. 최근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말속에 신조어, 줄임말
등 다양한 언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대가 지나며 변화하는 하나의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언어 현실과 사회상이 반영된 신
조어, 유행어는 꾸준히 생겨나고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명작’을 ‘띵작’으로 ‘비빔면’을 ‘네넴띤’으로 사용하는 등 글자 모
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신어도 나타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신어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을 사용하도록 개개인부터 노
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20년대부터의 빅데이터를 보면 기성세대는 늘 젊은 사람
들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여전히 이러한 지적은 계속되
고 있습니다. 10대에는 비속어를 사용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는 안 하게 됩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호응
받지 못하면 사라지므로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게
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립국어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한글의 우수
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다른 문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변모되고 발전되면
서 체계를 잡은 것들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한글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를 확
실히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해례
본), <훈민정음>(언해본)에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
는 문자를 창제했다는 분명한 역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훈민정음>(해례본)은 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과 문자의 음가, 문자를 만든 원리, 그리고 사용 방법 등
을 기록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문자 해설서라는 점에
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훈민정음>에 설명된 제자 원리는 한글의 빛나는 우수성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다섯 자를 만든 점은 문자학의 역사에서도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주변의 사물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방
식(상형)을 취하지만 글자를 새로 만들면서 그 소리를 내는 발

음 기관을 직접 본뜬 글자는 한글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발음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해(가획) 글자를 만든 것
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
유이기도 합니다. 자음자 17자가 제각각의 모양이 아니라, 발
음 기관을 본뜬 다섯 개의 기본 글자에서 발음의 세기에 따라
규칙적으로 나머지 자음 글자가 파생되어 나감으로써 글자의
모양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그 결과 자음은 소리의
성질과 문자의 모양이 규칙적으로 대응되어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측면에서도 한글은 디지털 정보 처리에 최적화된 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이 가장 쉬운 문
자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인식력이 뛰어난 문자는 한자입니
다. 한글은 영어처럼 입력하고, 음절 단위로 모아서 한자처럼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한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Q. 2018년 8월 27일 제11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취
임하셨는데, 국립국어원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
습니다.
내년이 국립국어원 창설 30주년입니다. 이에 맞춰 앞으로
30년을 대비하는 국립국어원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는 국가 언어자원 통합 관리, 공공언어 품질 제고,
한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담을 생각입
니다.
무엇보다 정보화 시대에 국어는 어떻게 변하고 국어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 하겠습니
다. 정보화는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측면, 즉 언어 사
용의 주체와 객체, 정보 전달 방식과 범위 등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전달자와 수신자가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뒤바뀝니다. 전문가만 정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소한 정보들이 저마다 가치를 지니게 됩
니다. 무엇보다 유통되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런 정보들은 대부분 소리와 문자라는 언어적 형식을 띠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갈
무리하고 보급하려면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기관이 필요합니
다. 국립국어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
의 소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류와 함께 뻗어 나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국어 해외 보급 사업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을 늘리는 양적
팽창에 중심을 두어 왔다면, 이제는 교육의 품질을 높여서 한
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언어권에 맞춤형으로 고
품질의 한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 통용 교육 과정
과 교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
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잠시 학교를 떠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어렵더라도 정부와 학교의 방역 시책
을 잘 따르고 주어진 환경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실
을 볼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 본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 전주대학교교육방송국 JEBS
채널- [JEBS]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님 인터뷰’를 통해 시청하
실 수 있습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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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공동체

최소담 교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몇 주 전 모더니스트 시인 에즈라 파운드
(Ezra Pound)의 「지하철역에서」 (“In a
Station of the Metro”)에 대해 학생
들과 실시간 비대면 토론을 하였다. 이 작
품은 파리라는 메트로폴리탄의 지하철역
에서 시적 화자가 얼굴로만 존재하는 군
중을 바라보며, 이들을 “축축한 검은 가지

의 꽃잎들”이라는 상상력의 영역으로 발
전시키는 이미지즘의 대표적 시이다. 과
연 이들에게 몸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얼굴만 화면 가득 비추고 있는 학
생들에게 나는 “군중 속 유령처럼 나타나
는 얼굴들”이라는 대목에서 왜 시인이 ‘사
람들’이 아닌, “얼굴들”이라고 했을까, 왜
“군중 속”이라는 구절을 덧붙였을까 등의
질문을 던졌다.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식 때문인지 학생들은 그 “얼굴들”
의 상징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
하고 있었다. 나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 몸
과 분리된 채 얼굴만 드러낸 학생들을 보
면서 피로감을 느끼며, 학교 교실이라는
교육현장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해야 할 뉴 노멀의
상징적 모습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
한 뉴 노멀을 정립해나가야 하는지, 코로
나 시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미
래를 위한 현재의 시대 담론이 무엇이 되
어야 할지 치열한 성찰이 요구된다. 코로

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야기한, 그래서 앞
으로 다가올, 아니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
양한 환경 문제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홍수, 산
불에서부터 전지구적 기후 변화, 생태계
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인간
세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파편화되고 개
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 속 공동체의 목소리
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는 공동
체의 의미 및 영역의 확장이 뉴 노멀 시
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
다. 여기서의 공동체는 단지 인간만이 아
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중심주의적 사고,
종차별주의적 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
다. Sci-fi, 좀비물 등의 수많은 문학 작
품 및 문화 예술 담론이 이 위기를 이미
경고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적 생존을 위해 우
리의 괴상한 친족, 즉 비인간-동물, 나아
가 기계와 함께 공생하며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을 상호 창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칼럼

먹방, 그 즐거움의 이면을 보자

정령 기자

(giyomi123@jj.ac.kr)

유튜브의 탄생 이후 1인 미디어가 증가했
다. 각자만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
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며 유튜브는 대
형 매체로 성장했다. 특히 유튜브 속 인
기 콘텐츠인 먹방은 꾸준한 소비가 이뤄
지고 있다. 먹방은 음식을 먹으면서 진행
하는 방송이다. 많은 사람이 먹방 유튜버
로 뛰어들면서 조회 수를 올리고 시청자

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날이 갈수록 자극
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
면 24시간 동안 빨간색 음식만 먹는 방
송이나 10,000kcal 먹방 챌린지, 초대
형 짜장면 6그릇 먹기 등이 있다. 성인 하
루 기초 권장 대사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
준의 동영상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유튜
브 속 먹방은 극강의 단 음식 또는 짠맛,
엽기적으로 매운맛을 선호하며, 포화 상
태의 먹방 생태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이
끌어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먹방의 세계’
가 국민 건강과 정서의 측면에서도 환경
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다.
해외 유명 초콜릿을 시리얼처럼 말아 먹
거나 마카롱 30개를 한 번에 먹는 등의
영상은 시청자들의 설탕 소비마저 부추기
고 있다고 느껴졌다. 매체에서 노출된 흑
당, 달고나 등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품
이 유행함으로써 단맛에 대한 소비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설탕
소비는 실제 국민 건강과 직결되며 우리
삶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
다. 단순히 ‘많이’ 먹고, ‘자극적’인 콘텐츠

만을 꾸준히 생산해내는 먹방은 이미 청
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
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따라 먹으며
비슷한 동영상을 재생산하는 어린 유튜버
들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방송 매체들은 건강함을 강조하던
웰빙(well-being) 콘텐츠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하게 많이 먹
기만 하는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하
고 있다. 또한 식욕을 자극하는 먹방은 배
가 고프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음식을 섭
취하게 만들어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소비
하게 만든다. 성인병과 비만 같은 건강상
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낭비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양산하여 환경
문제는 낳기도 한다. 음식을 섭취한다기
보다는 욱여넣는 것에 가까운 비정상적
인 먹방은 사람들의 식생활과 환경을 날
로 망치고 있다. 시청자는 먹방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또한 미디어 역시 자
극적인 먹방 콘텐츠로 시청자를 끌어들이
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건강한 식문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

설

캠퍼스 방역 대책,
구성원이 믿고
따라야
지난 10월 19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됐다. 비
록 1학년 교과목과 실험·실습 교과목 위주의 제
한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캠퍼스에 학생들이 오
간다는 일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모처럼 캠퍼스
에 생기가 감돌고 대학다운 분위기도 느껴진다.
곳곳에서 동기와 동기,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
생들이 손인사 대신 마스크 너머로 반가운 눈인
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대학교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나가는 중요한 공동
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면 수업의 확대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
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특히 일
부 대학에서 대면 수업 실시 이후 대규모 집단 감
염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따른 불안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
한 불안감이 집단 감염에 대한 경각심 유지로 이
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대면 수업 자체에 대한 막
연한 불신이나 기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학기와
달리, 대학 당국에서는 2학기 개강에 한참 앞서
캠퍼스 내 방역 대책을 준비하였다. 개강 이후로
도 변화하는 상황과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그
때그때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4판까지 나온 이 방역 대책에서는 자가
진단, 출입 통제, 수업 활동, 상황 발생시 보고
체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물건을 사용할 때는 안내서를 읽고, 새로
운 길을 찾아갈 때는 지도를 믿고 따라간다. 지
침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거나 허둥지둥하지 않
도록 돕는다. 대면 수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
학 내 구성원 각자가 집단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담당 부서가 제시하는 방역 대
책(지침)을 신뢰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혹시 모
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 중요
한 상호 협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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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age Dumped on the Street
By Park Jeonghyeon, Reporter
Walking through the street, you often pass by a
flower bed. If it is well managed and blooming, it will
give you pleasure. If it is neglected and abandoned,
then it will turn into a trash can. Why do we make
flower beds or gardens in the city? The primary goal
is to make our residence and its surroundings beautiful. In addition, they prevent unauthorized dumping
in places where garbage is habitually dumped.
Do you know the broken windows theory? When a
car with a broken windshield is left on the street,
passers-by throw garbage through the broken window degrading it to the level of a garbage can. The
street can turn to a dumpsite because of a piece of
trash that one person inadvertently throws away.
The trash that one person has thrown away make
other people feel no remorse and just carelessly follow them.
However, the theory also means that the community
can see a reduced crime rate if you mak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lean and good-looking. Let

me show you examples. They began to erase graffiti
on the New York subway, and then undesirable incidents on the subway plunged. The City Government
put chrysanthemum pots near the Seoul Station,
where there were many homeless people. The clean
streets showed up.

or microplastics. It will then flow through the river
to the sea, with the amount expected to reach up to
0.7 tons per day in Korea alone. Over time, these
butts may be brought back to our table through the
food chain.

Why don’t we change the habit of inadvertently
throwing away trash, saying “I’m just one person.
Why not?” It is also common to see smokers throwing away cigarette butts on the streets. When
lunchtime is over, many smokers gather in the alley
next to restaurants and casually throw butts away.
Open sewers are full of discarded cigarette butts.

After smoking, harmful substances in cigarette butts
such as benzene and nicotine, which were not found
in the pre-smoking condition, are newly detected.
The waste levy is imposed on tobacco manufactur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olluter burden,
but it is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tobacco
tax.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rden so that we can have a
separate system for collecting cigarette butts.

The average number of cigarette butts dumped on
the streets is 172 million a day, more than 7 percent
of daily consumption.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filter of cigarette butts is made up of a plastic substance called cellulose acetate. The cigarette butts,
when washed in the rain and entered the waterways
or sewers, gradually disintegrate into small particles,

Even with the collection system, it will be meaningless if they continue to throw away cigarette butts
and/or garbage in the sewers and/or flower beds.
With the addition of citizens’ awareness, the government must prevent the increase of microplastics to
protect our environment.

Why Don’t You Stay at Home This Halloween?
By Pyo Sooyeon & Kim Jieun, Reporters
Halloween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lidays in the
U.S. and Europe. It is celebrated on October 31 every
year, on the eve of All Saints’ Day. Children travel
house to house to collect candies, shouting trick-ortreat! Both adults and children wear monster or
ghost costumes. It originated from the Samhain Festival of the Celts in Ireland around 500 A.D. The
Celts believed that when a person dies, the soul stays
in another person’s body for a year and then goes to
the next world. It was a day for remembering the
dead. Recently, Korea has been enjoying the day in
various forms, following the Western example of the
Halloween Festival.
Days before Hallowee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owered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for COVID-19 to Level 1. Access
to offline meetings has increased, and shopping

malls, amusement parks, and night clubs organized
events aimed at Halloween. Of course, party goers
didn’t miss their chance.
Lotte World ran Halloween Week with Zombie Prison
and Halloween Party Parade until November 1. During the same period, the Lotte World Aquarium
hosted several events with the catchphrase of Horror
Halloween. The Lotte World Tower will invite heroes,
and Seoul Land will host 2020 Luna Mask Party
until November 15. Finally, Everland will run the
Happy Halloween Wicked Parade and the Halloween
Shooting Ghost Attraction until November 22. In addition to Halloween events at amusement parks,
cities hold various Halloween events. Among them
are Iksan Station Halloween Car Theater, Culture
and Arts Street Photo Zone Event, and Hello! Halloween festival on Nami Island in Chuncheon.

Most people responded not-so-favorably to these offline Halloween events. They say, “How can they go
to the parties while others are fighting against the
pandemic?” “It’s too dangerous and defenseless.” “And
they’re reckles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voices standing up for it. “I’ve been at home so lo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but now I'm happy to join
such an event.” “Children like it.” “It doesn’t matter if
you just pay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Meanwhile, the government strengthened its quarantine guidelines for Halloween Day to prevent a
second wave similar to what happened in the Itaewon nightclubs. Clubs and other multi-user facilities
must make a list of visitors or implement an electronic access check.

Hanok Village Tourist Tram
By Jung Ryeong, Reporter
A tourist tram will be built in Hanok Village. It is
hoped that the tram will become another tourist attraction in Jeonju. The Jeonju City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introduce a tourist tram to revive
Hanok Village tourism which some say has already
passed its peak. The introduction of sightseeing
trams is expected to help attract more tourists.
The Hanok Village tram starts from its base in the
public parking lot on Girin-ro and eventually returns
to it. There are five stops in the line: The Royal Portrait Museum, Gyeonggijeon & Jeondong Cathedral,
the Cheongyeon-lu Bridge, Omokdae, and the Confucian Shrine. The City Government plans to start
construction in the first half of 2021 after its basic
plan is approved. It plans to complete construction
in 2023. It announced that a total of seven vehicles
will be stationed.
According to the document released by the city government, the trams in Hanok Village will be batterypowered. There will be no electric wires hanging
across the streets. It is going to be the first tourist
tram in Korea. However, there are problems to solve
before the trams run on the tracks. Not all the residents of Hanok Village are happy with the tram
idea. Neither are some city council members who are
worried about the budget. The project is expected to

cost about 40 billion won initially, including construction, vehicles, relocation of buildings in the way,
etc., and about 3 billion won every year to operate
the system smoothly.

residents and store owners of Hanok Villag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rban Railroad Law, the
Hanok Village trams are not for transportation but
for tourism, so it is difficult to receive government
funds.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revision of city
plans without violating the Road and Traffic Law and
other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highquality warranty on safety. Close cooperation with
the Jeollabuk-do police is essential to win approval
for changes of city plans and to ensure pedestrian
safety. As we see, indiscriminate electric scooters in
Hanok Village are running a high risk of accidents.
Regulations on the small electric vehicles rented by
the hour should be implemented, and more than a
few safety personnel should be assigned to protect
both pedestrians and tram users.

On the other hand, the city government is considering expanding the Joenju tourism beyond the limit of
Hanok Village in the long term. In July of this year,
a hearing for citizens was held to gather opinions
from citizens and experts on the issue of the Hanok
Village tram. In this hearing, the head of the Transportation Division revealed the plan to build the
Jeonju Hanok Village Tourist Tram, emphasizing the
need to secure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Hanok
Village. The Jeonju City government planned to collect opinions from different groups of the city at the
hearing. A city official said, “Tourism trams will revitalize the old city and make Hanok Village a tourist
destination continuously.” He added that Hanok Village trams will offer an eco-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to visitors, and a differentiated tram will
turn the entire Hanok Village into an urban garden.
It can prove to be a catalyst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Jeonju tourism industr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Railroad Engineering Institute showed positive
feedback.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if it is operated only within the
boundary of Hanok Village. Also, the research suggested that stable profits could be expected. However,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empathy with the

Last but the least, we should not forget to discuss
safety issues. The city government and the police
should work together to keep the trams running
safely. While the introduction of the Hanok Village
Tourism Tram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 roadmap to match it
with the tourism brand of Jeonju as a Slow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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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ại học Jeonju 2020 'Cuộc thi viết dành cho sinh viên ngoại quốc'
Xin chào các bạn. Đây là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ập hợp những câu chuyện đa dạng kinh
nghiệm trong cuộc sống du học của các
bạn. Cuộc thi viết về cuộc sống du học sinh
2020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sẽ được tiến
hành như sau.
Hi vọng các bạn nhiệt tình tham gia
1) Thời gian mở cửa: đến ngày 2020.11.20
( thứ 6)
2)Chủ đề bài thi: Giới thiệu cuộc sống du
học của tôi
(Viết một trong ba chủ đề, tham khảo tập
tin đính kèm)
3) Tư cách đăng ký: Sinh viên nước ngoài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ao học (không
bao gồm sinh viên tốt nghiệp)
4) Cách đăng ký: Viết thủ tục vào mẫu đính
kèm và nộp qua email (info@.ac.kr)
5)Thông tin trao giải: Tổng cộng 10 người
được chọn
- Giải nhất: 300,000 won (1 người) và bằng

khen
- Giải nhì: 200.000 won (1 người) và bằng
khen
- Giải ba: 100.000 won (2 người) và bằng
khen
- Giải tư: 50.000 won (6 người) và bằng
khen
- Giải khuyến khích: Phần quà
Đơn đăng ký: Bạn hãy tải xuống trên trang
chủ của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https://bit.ly/2HTmMti.
1. Giải thích về phương thức viết bài
-Trong số 3 ví dụ dưới đây chọn trên 1 chủ
đề và kể câu chuyện của riêng bạn
-Hãy chú ý lỗi chính tả, ngữ pháp để tránh
sai sót .
-Không được sao chép nội dung của người
khác trên Internet
- Nên chọn văn bản 12, phông chữ Hamcho(함초롱바탕), , khoảng cách dòng là 160%

Ví dụ ⤵
(1) Câu chuyện về động lực để du học ở
Hàn Quốc ( Đại học Jeonju) và ổn định cuộc
sống ở Hàn Quốc
(2) ) Câu chuyện về những trải nghiệm khác
nhau đã trải qua khi hòa hợp với sinh viên
Hàn Quốc
(3) ) Câu chuyện mà bạn không thể quên
được trong cuộc sống ở Hàn Quốc đối với “
Phân loại

giáo viên, giáo sư, bạn bè, một ngày hay địa
điểm vv...v
2. Giới thiệu phương pháp đánh giá
-Số lượng giấy: 2 tờ giấy A4 (tuy nhiên , tối
thiểu viết 1 tờ trở lên ,Viết bằng Word, Tiếng
Hàn )
- Kèm ảnh kỷ niệm liên quan đến bài viết và
nội dung (2 trang gồm cả ảnh của bạn)
Nội dung chi tiết

- Bạn đã hiểu rõ chủ đề chưa?
Sự phù hợp với chủ đề -Dựa theo chủ đề đã trình bày bạn đã kể tốt câu chuyện của bản thân
chưa?
Bạn
có những trải nghiệm độc đáo và những tập phim vui nhộn của
Tính nguyên
riêng mình không?
bản của nội dung
- Bạn có thể hiện chủ đề một cách vui nhộn không?
Độ hoàn thiện của bài

Tính đại chúng

- Quy trình cấu trúc bài có được thực hiện tốt không?
(Mở bài-Thân bài-Kết bài)
- Bạn có sử dụng đúng chính tả và kỹ năng viết không?
- Bạn có đang sử dụng nội dung và chủ đề phù hợp không?
- Độ dài số lượng có phù hợp không?
- Có được bao hàm sự thú vị cũng như vui nhộn không?
- Các yếu tố đồng cảm và cảm xúc có được truyền tải tốt đến người
đọc không?

Điểm số
(Tối đa 100 điểm)

30 điểm
30 điểm

20 điểm

20 điểm

Vợ chồng giáo sư Song Ji Young và Choi Kyung Bok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quyên góp học bổng cho sinh viên quốc tế
Giáo sư Song Ji Young và Choi Kyung Bok,
trung tâm giáo dục tiếng Hàn tại Đại học
Jeonju, đã quyên góp 5 triệu won học bổng
cho các học sinh quốc tế đang gặp khó khăn
do Covid 19.
Cặp vợ chồng giáo sư là cặp vợ chồng tân
hôn mới cưới vào ngày 9 vừa qua. Hai giáo
sư đã tiết kiệm tối đa chi phí để chuẩn bị cho
hôn nhân và tiền tiết kiệm đã quyên góp cho
sinh viên quốc tế. Vợ chồng giáo sư cho biết

lý do quyên góp vì dịch Covid19 học sinh
quốc tế cảm thấy khó khăn trong việc tìm
việc làm thêm và khó có thể về thăm quê
hương của mình
Giáo sư Choi Kyung Bok cho biết: "Chúng
tôi đã quyết định đơn giản hóa các thủ tục
cần thiết để kết hôn với vợ là giáo sư Song
Ji Young và giúp đỡ các học sinh quốc tế
đang gặp khó khăn với COvid 19. Vì đã xây
dựng một gia đình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ên sẽ trở thành một gia đình có ích cho sinh
viên quốc tế v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iệu trưởng Lee Ho In cho biết: "Có rất
nhiều khó khăn khi tổ chức đám cưới trong
thời kỳ khó khăn của Covid 19, nhưng đã
quyên góp học bổng với tấm lòng yêu
thương cho học sinh” và” Tôi sẽ ghi nhớ tấm
lòng yêu thương cho học sinh, trường học
và sử dụng nó một cách quý giá".

대회주제

창의적인 문제해결기법을 통한 창의인재의 발굴과 4차 산업혁명 선도

1차 서류심사 결과통보

2020. 11. 23.(월)

주제유형

사회ㆍ기업문제형, 자유주제형 최대 2가지 과제 참여 가능

본선 발표대회

2020. 11. 28.(토) 실시간 Online(ZOOM)으로 진행

접수기간

2020. 11. 12.(목)~17.(화)까지

참가대상

전국 대학(원)생 개인 및 팀(5인 이내) 참여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lovejj@jj.ac.kr) / 홈페이지(linc.jj.ac.kr) 참조

시상내역

대상 : 1팀(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 2팀(명) 상장 및 상금 70만원
은상 : 3팀(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문의처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Tel (063) 220-2993, 468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Linc.jj.ac.kr) 참조

동상 : 6팀(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