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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실시간 방송(유튜브: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채널)의 모습이다. 왼쪽 기호 1번 BeːONE 오길환(정), 양정민(부) / 오른쪽 기호 2번 S′CATCH 이환(정), 박가인(부)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및 당선자 알림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기호 1번
‘BeːONE’ 선거 본부의 오길환(정)·양
정민(부)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2021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가게 됐
다.
총 1만 374명의 유권자 중 2,912명
이 투표해 올해 총학생회 투표율은
28.07%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예년보다 약 15% 하락한 수치이
다. 그 가운데 기호 1번 ‘BeːONE’ 총학
생회 후보가 1,516표를 얻어 기호 2번
‘S′CATCH’보다 498표 앞선 59.83%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무표효는 378표
로 전체 표의 12.98%나 집계되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에는 기호 4번

‘Blooming’ 선거 본부의 최광렬(정)·
양혜민(부)이 단일후보로 출마해 투표율
49.02%, 득표율 95%를 보이며 당선
됐다.
2021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는 지난
11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전주대학교 인스타를 통해 진행됐
다. 그중 인문대학과 문화관광대학은 투
표율이 1/3을 넘지 않아 11월 25일
(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가 실시됐다.
단과대학의 경우 경영대학만 경선으
로 이뤄졌다. 경영대학은 기호 1번
‘BeːONE’ 선거 본부의 박동재(정)·김
현주(부)가 316표(58.63%)를 얻어 당

선됐다. 단일 후보로 나온 인문대학
(S′CATCH)은 90.98%, 의과학대학
(All-IN;ONE)은 93.52%, 문화융합
대학(BeːONE)은 88.66%, 문화관광
대학(BeːONE)은 95.71%의 찬성표를
얻어 모두 당선됐다. 한편, 사회과학대
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은 등록한 후보
자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 3월 중 보
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2021학
년도 학생자치기구는 기호 1번 ‘BeːONE’
총학생회와 기호 4번 ‘Blooming’ 중앙
동아리연합회가 이끌게 된다.
(당선자 공약 8~9면에서 계속)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재확산
되었다. 지난달 25일(수)부터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대에 도달하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
리 대학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학
본부는 학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14주차 수업과 15주차 기말시험을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26일(목)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가 발생하자 다음 날인 27일(금) 교직원과 학
생들 모두 출근 및 등교를 금지한 바 있다. 아
울러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주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실시했다.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11월
30일(월)부터 12월 6일(일)까지 학생들의 등
교가 중지된다. 다만 학교를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에 한해, 전주대학교 어플리케이션(APP)
내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소속 행정실을 경
유해 확인받은 후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
역혁신관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 출입이 제한
된다.
대학구성원들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계를
통한 발열 체크와 건물별 출입 QR코드 촬영
을 의무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과 손 소독을 필수로 해야 한다. 14주부터 교
내의 모든 행사와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며, 회식을 포함한 식사 모임과 불필요한 출
장은 금지된다.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 부서 및 학생지원실(063-220-2819)
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 해제 시까지 교내 다중 이
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도서관은 열람실을
폐쇄하고 도서 대출 폐가제로 운영된다. 박물
관과 휘트니스센터는 휴관한다. 골프연습장은
14주는 휴강하고 15주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
다. 모든 학과의 고시반과 링크라운지, 휴게실

등 단과대학 다중이용시설은 폐쇄된다. 은행,
카페, 우체국,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은 이용
중지되나, 학사운영에 관련된 자금 지출과 우
편 발송을 위해 은행과 우체국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용무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정보는 공
개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신상정보나 추측
등 유언비어를 유포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감
염병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학내 구성원들의 주의를 요한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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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48대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개최 2020학년도 2학기 통학버스 운영 변경 및 환불 안내
지난 11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2
시간 동안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2021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가 진행
됐다.
기호 1번 BeːONE에서는 오길환(경기지도
학과·15) 정 후보, 양정민(물류무역학
과·15) 부 후보가, 기호 2번 S’CATCH에서
는 이 환(영미언어문화학과·16) 정 후보, 박
가인(스마트미디어학과·17) 부 후보가 참여
했다.
후보자 공청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
서는 공약 설명, 2부에서는 정책 토론, 3부에
서는 교내 언론사 및 참가 학생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이 있었다.
기호 1번 후보자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코로나 방역 물품 구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
다. 기호 2번 후보자 측에서는 ‘총장 선출 학
생 투표권’을 학사 관련 공약으로, ‘복지혜택
무료화 확대’를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2부 정책 토론은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
됐다. 후보자별로 주어진 발언 시간 15분 내
에서 상대측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자유
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 각 후보는 상대측 공

약의 예산 확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3부 언론사 및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는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주된 논점으로 제
기되었다.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제대로 확
보할 수 있는지, 설치계획 공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오길환 정 후보는 설치
계획은 당연히 학우 여러분께 공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예산 부분은 기획
예산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엘리베이터 설치에 쓸 예정이라는
추가적인 설명도 있었다.
또한 총장 선출 학생 투표권이 재단과 협의
가 이뤄진 공약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환 정
후보는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대학의 교육
지표나 비전, 목표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학생이
설정해야 한다. 협의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총
장 직선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공청회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알리고 학
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대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한국어문학과 제16회 ‘천년대목 학술제’ 개최

지난 11일 25일(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제16회
한국어문학과 ‘천년대목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한국어문학과 백진우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
작으로 제16회 ‘천년대목 학술제’가 막을 올렸
다. 매년 한국어문학과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역락 출판사의 대표 이사의 영상 편지 시청
후, 역락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구성원들이 1년간 일궈온 학문의 결과를 나
누는 자리인 만큼 학생들의 현장실습 우수작
발표와 천년대목 학술제 발표도 이어졌다. 현
장실습 우수작 발표에는 송나운(1학년), 심자
현(2학년), 박소윤(3학년), 허유진(4학년/최우

수작), 천년대목 학술제 발표에는 한은서(운문
부분), 이다연(산문 부분) 학우가 참여해 자신
의 작품을 낭송하고 줄거리 및 취지를 발표했
다. 이후 현장실습 우수자 장학금 수여식과 천
년대목 우수자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한국어문학과 ‘우
리’학생회의 회계 정리와 감사 인사를 끝으로
제16회 ‘천년대목 학술제’가 마무리되었다.
이다연 부학회장은 “제16회 천년대목 학술
제는 여태까지와 다르게 적은 인원으로 약식
으로 진행되었지만, 모두 방역 수칙과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내
년에는 우리도, 사회도 모두 건강한 예전 모습
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0학년도 ‘천년대목 학술제’의 모든 일정
은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입
장 전 체온 측정과 QR코드 촬영, 방문자 명단
작성을 하였으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인 2/3
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아카데미 및 경진대회 진행
지난달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금융권
취업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라북도 선도기
업 분석경진대회를 공동 진행했다.
금융 취업 아카데미는 지난 11월 2일(월)부
터 6일(금)까지 5일 동안 실시됐다. 금융권 취
업에 맞춰 채용 동향 및 직무분석, NCS 기출
분석, 트렌드 및 핵심 이슈, 자기소개서 작성
법 등 금융권 취업에 종합적인 준비가 가능하
도록 구성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금융권 취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
혔다.
해외 취업 아카데미는 금융 취업 아카데미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7일(토)에 실시됐으며 영
어권 국가 및 일본, 글로벌 기업 취업 준비생
들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내용은 해외 취업 동
향 분석과 취업 노하우 제공, 1:1 인터뷰, 직
무 맞춤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 시뮬레이션 등
으로 구성 되었다.

참여자들은 “입사서류 작성부터 면접까지 교
육이 진행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1:1 개별 인터뷰를 통한 희망 국가와 직
무 맞춤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전북혁신창
업허브에서 (사)캠틱종합기술원, 전북대, 우석
대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
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직무
와 기업분석 역량을 키워 취업률을 올리고, 일
하기 좋으면서도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대학일자리센터장 홍성덕 교수는 “이번 프로
그램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2020학년도 2학기 14주차와 15주차 수업
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기간 동
안 통학버스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지난달 27일 우리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
일자가 감소한 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할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은 11월 30일(월)부
터 12월 11일(토)까지이며, 11월 27일(금)부
로 통학버스 운행이 종료되었다.
버스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환불받을
계좌를 inSTAR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재
학생 포털(inSTAR) 로그인→장학/등록→장
학관리→장학금 지급계좌관리 선택-은행, 계
좌번호, 예금주 입력 후 저장 버튼 누름’ 순으
로 진행된다. 일반인(교직원 등) 이용자는 정
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안내된다.
통학요금을 지역과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납부(등록)자 대상 이용 일자 감소
분에 대한 환불 금액을 지급한다. 환불 금액은
2020학년도 2학기 종강 후 12월 이내로 지

급될 예정이다.
통학버스 미 이용에 따른 전체 금액 환불은
통학버스 최초 운행일인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이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의
추가 및 변경에 따라 환불 신청 시기와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최초 운행일의 2주 이내인 11월 1일까지는
실 납부 통학요금의 100%가 환불된다. 이 경
우는 이미 대상자에게 환불을 완료했다.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70%가, 11월 9일
부터 11월 15일까지는 50%가 환불된다. 그
러나 최초 운행일로부터 4주가 지난 11월 16
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3주와 4주 이내
의 경우 실제 운행일 요금을 산정한 후 환불신
청 시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학생지원실
(063-220-2819)에 문의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간호학과 제7회 학술제 개최
지난 11월 25일(수) 오후 4시, 전주대 간호
학과 제7회 학술제가 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
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은 “코로나19가 화
두가 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제7회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술
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제는 임상실
습의 경험을 교류하고 간호 연구의 결과를 발
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바쁜 학기 중에
도 준비를 위해 애써 준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제는 부득
이 온라인으로 개최됨을 알리며, 우리 학생들
과 교수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
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
부는 임상사례 연구, 2부는 간호연구로 구성
됐으며, 3, 4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습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후배와 동기
들에게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
다.
임상 사례 연구에는 총 5팀이 참여했다. 각
팀은 오혜림(3학년) ‘(성인간호학) 감염위험성
대상자 간호’, 박주란(3학년) ‘(노인간호학) 낙
상위험성 대상자 간호’, 채은주(4학년) ‘(여성

건강간호학) 영양불균형 위험성 대상자 간호’,
김해인(3학년) ‘(정신간호학) 무력감이 있는 대
상자 간호’, 경지호(3학년)는 ‘(아동간호학) 영
양불균형 위험성 대상자 간호’를 주제로 발표
를 진행했다.
간호연구 평가에는 총 3팀이 참여했다. 이주
희 외 9명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이 인지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박수용 외 9명은 ‘간호대학생의 고카
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와 학업스트레스,
불안 및 수면의 질’, 김민정 외 9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학 전공교과목 사이버 강의 대
체가 간호대학생의 수업만족도, 학습동기 및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발표했다.
학생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김현영
학과장의 총평 및 시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
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제와는 별개로
11월 23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천잠
관 2층에서 간호연구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는 이광민, 김지은, 장예영, 이예찬,
김예진, 정윤지가 참여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e-복지관

전주대학교 e-복지관(관장 홍현미라)은 전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하고 있는 가상복지관이다. 10개의 워크팀으
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워크팀에
소속된 학생들은 교육 및 스터디, 수퍼비전(학
과교수 및 현장담당자)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
득하고, 지역사회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지원
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실천가로서 활동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 ‘블로그 및 인스타 개설’, ‘온라인(드
림·플리마켓, 신입생 대학 적응프로
그램)’, ‘미디어(생활습관 개선 프로그
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크라우드펀
딩(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면
(어르신 원예치료, 초등학생 멘토링)’
등(10개 팀, 6개 연계기관, 10개 이
상 사업)으로 전주대학교의 교육목적
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복지관에서 상시적으로 헌옷을 기부받고
있다. 헌옷을 기부한 재학생들에게는 cp점수
최대 30점을 인정하고, 기부 받은 물품은 리
폼 및 세탁을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
수익은 교내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심
정아 e-복지관 전체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에 대응해 기존 활동방식과 비대면 활동방식
을 혼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겠
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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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총학생회 공약이행 점검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는 사실
상 인수인계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0학년도 총학생회 역시 마무리되는 만
큼, 신문사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제시했던 해
당 공약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총학생회에서 후보자 시절 내세운 메인
공약 다섯 개를 차례대로 짚어보자. 첫 번째
메인 공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었다. 해당 공약은 학생 인권 위원회 설립 및
인권센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약이었다.
자세한 취지는 교내 및 교외에서 부당한 일
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
하기 위함이었다. 혼자 숨기고 삭히는 유학
생, 신입생, 복학생을 포함한 모든 전주대학
교 학우들의 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해 약속
한 공약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인권센터를 새롭게 확장했다. 해
당 확장 공사로 강의실(교육실), 상담실 역시
새로 설치했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들 다수는 인권센터 확장이 학생들의 인권신
장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설 설비
는 확충되었으나 실질적인 인권 침해 회복에
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메인 공약은 ‘Tonight, Together’
였다. 해당 공약은 단과대학이 연합해 시험
기간 야간택시 운행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이
동 편의를 돕자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코로
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시험이 비대면 방
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해당 공약은 시행되지
않았다.
세 번째 메인 공약은 ‘제1회 JJ워터밤 축제
개최’였다. 이 공약은 후보자 시절부터 큰 논

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공약 역
시 야간택시 공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
해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공약은 봄 축제와 가
을 축제만 있던 기존의 축제 틀에서 벗어나
여름 축제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기대와 불안을 심어줬던 바 있
다. 하지만 여름 저녁에 한여름 밤의 꿈을 즐
기자는 해당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들의 평가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한여름 밤의
꿈이 되고 말았다. 올해 총학생회의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못한
공약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네 번째 메인 공약은 사회봉사시스템을 확대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취지는 의무적으로 학
점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해외 봉사 프로그램,
전공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
다. 이에 따라 당선 초기 설문조사를 시행하
여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자 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봉사 과목이 혼란을 빚
자 총학생회가 포함된 학사모니터링을 통해
대학본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에 포함된 해
당 의견은 단순 질문이었을 뿐 구체적인 요
구는 없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위
주의 사회봉사 교과목들은 결국 실현되지 않
으면서, 사실상 변화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
든 공약이라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다섯 번째 메인 공약은 ‘학우 여러분과 같이
만드는 공약’으로 해당 공약내용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아 공약을 진
행하려고 계획했다. 여러 모로 말 많은 공약
이었지만,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석민(총

학생회장)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에 소통
게시판을 통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DM) 등등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렇게 수렴한 의견 중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
했다.
그밖에 세부 공약 역시 코로나 19로 변경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부
문에 있던 공약인 ‘토크 콘서트’는 12월 2일
진행하기로 예정돼있었으나 취소됐다. 애초
예정됐던 ‘중고장터’ 역시 자취생 이벤트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로 했으나 취소됐다. 또
한, ‘국토대장정’도 온라인 국토대장정으로
변경됐고, ‘농촌봉사활동’ 역시 온라인 농촌
봉사활동으로 대체됐다. 예정됐던 ‘JJ체전’과
‘스포츠 경기 시즌권 대여’ 역시 실현 불가능
한 공약이 됐다. 그러나 문화부문에 있던 공
약인 ‘한 학기 뒤의 나에게 편지’ 공약은 이번
2학기에 편지를 받는 이벤트로 시행됐다. 해
당 공약은 학기 초 편지를 받고 학기가 끝날
때 다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다. 총학생회
는 복지의 측면에서도 스탠딩 책상을 설치하
는 공약을 이행했다. 화장실 물비누도 개선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참
가하는 학사모니터링의 요구로 인해 온라인
강의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어냈다는 평가를 학생들로부터 받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와 관계없이 진행되지 못한 공약
도 있다. 복지 부문에서 설정한 학교 미화원
에게 생활용품이나, 보온용품 등을 지원하는
복지공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에서 경비
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원한 사실이 있
다. ‘공개토론회’와 ‘전학대회 월별 실시 및 보
강’ 공약도 흐지부지됐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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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마지막 시험
아니, 당연히 기말 공부
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당장
시험이 다음 주잖아

조별과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책 펴고 뭐해?
교양 과제라도 하려고?

다음 주? 2주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이가
날짜도 헷갈리네?

제호, 너 또 공지
확인 안 했지?!

공지?

자, 봐봐 ! 종강이 1주 당겨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라고
써있잖아?! 정말 2주나 남았다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구!

왜 나만 몰랐지? 왜..!

당연히 읽고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험공부 하러 가렴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12명 최종합격
24년째 전국 1위
금융보험학과에서 올해에도 총 12명의 최
종합격자를 배출했다. 우리 대학 금융보험학
과는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0여 개
대학 중 2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 천승우, 안신혁, 송세라, 고
득원, 도선길, 류현중. 김예빈, 김재원, 맹영
신, 오지현, 임형준. 이시영 등 총 12명이 제
43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법률상 손해
사정 업무를 하는 직원 3명 중 한 명은 이 자
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격을 취득하
면 삼성, 현대, DB 등 대기업에 고액의 연봉
을 받고 취업하게 된다.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
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다. 금
융보험학과는 방학 기간에 기숙형 집중 교
육, 과목별 전문 강사 초빙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또한, 먼저 합격
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
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이에 따라 매년 최
고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 금융보험학과는 은행, 증
권,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창의적
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며 매년 전국 10
여개 금융 보험 관련 학과 중 손해사정사 배
출 1위(매년 10여명 합격)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새로워진 SUPERSTAR 인증제
올해 2020년 ‘20학번’부터 학생들이 더 많
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SUPERSTAR 인증제도가 개편되었다. 앞으로 바뀌
게 될 인증제 단계의 이름은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개편된 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1. star T 단독 인증에서 교양 교과 및 비교
과를 포함한 통합인증으로 개편
2. 장학금이 지급된 SP 및 슈퍼루키(SRP),
라이징스타(RP) 점수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누적’환산 점수 부여
3. 계단식 인증기준 마련

4. 인증 인원 확대
또한, 기존의 인증기준은 계단식 인증기준인
level로 바뀌었다. 교양 교과 역량 50점 이
상, 비교과 역량 5점 이상인 Welcome
level부터 교양 교과 역량 400점 이상, 비
교과 역량 120점 이상, star T 역량 300
점 이상인 Gold level까지 총 4개이다. 인
증 시기는 Gold level의 경우 최대 4학년 1
학기까지 총 7학기 동안의 역량 개발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데, 조기 졸업 대상자의 경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취득 점수로 인정된다.
나머지 level은 학기에 상관없이 인증할 수

있고 1학기의 경우 6월 역량 개발까지, 2학
기의 경우 12월 역량 개발까지만 인증이 가
능하다.
Gold level의 인증 필수 조건은 SP, SRP,
RP 중 200점 이상 획득, 교내 진로 취업 프
로그램 15시간 이상 이수, 비교과교육지원센
터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교수학습개발
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5개 이상 이수해야 한
다. 그에 더해 봉사활동 20시간 획득(사회봉
사 20시간, 사회봉사 학점 중복 미인정)을 해
야 한다. level 별 장학금은 Gold level은
총장 명의 SUPERSTAR 인증서 발급과 더
불어 1,500,000원의 장학금을 수여 받는

다. Silver level은 학장 명의 인증서, 그리
고 300,000원의 장학금과 멘토링 등 활동
에 참 여 할 수 있 다 . Bronze level은
100,000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Welcome level부터 Silver
level까지 각 등급 학생 대상의 행사와 이벤
트가 진행된다.
이번에 변경된 SUPERSTAR 인증제로 인
해 학생들이 더 쉽게 자신의 꿈에 다가가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현철 기자(phch110099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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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빠르게 늙고 있다. 고령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이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2017년 한국의 고령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전년(13.6%)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5,127만 명에서
5,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 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듯, 고령화 현상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억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였고, 현재 고령 인구수는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유럽,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4배가 빠르다.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노동 인력 감소, 연금 등의 문제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짊어지고 있
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다. 급속히 이뤄지는 인구 고
령화는 장차 한국 사회와 기업, 가정과 가족관계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는 출산율과도 같은 문제이며, 인구
가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성장이 둔화하
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반대의 개념으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란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도 증가해 경제성장이 가
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두 현상 모두 인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가장 먼
저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도 퇴직하는 고령자가 너무 많아 줄
어드는 노동 공급을 만회하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제 문제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노인부양 부담을 겪게 될 것이
라는 점이다.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
작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
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연금제도는 인구구조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 진행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
로 연금 재정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양방향으로 고정된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재정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60세이며,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면 노령연금
수급 기간도 길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게 불가피해질 것이다.

해결책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연금, 사회복지
서비스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균형적인 발전과 질
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
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다. 그러한 대안으로 고령 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
다. 유럽에서는 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이 나타나
고 있다. 고령 인구를 노동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많은 선결
과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도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65
세 이상이더라도 단순한 부양대상이거나, 잉여인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고령 세대
를 새로운 생애 단계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생
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극심하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은 열정과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사회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고령인구부양비 73% 경제의 인구구성비
(2050년)

취업자

있는 직업을 찾고, 고령층은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기반으
로 세대 간 직업 분업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대갈등을 완
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역시 필요하다. 심포지엄 발제
에 나선 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직무 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
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고
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 재
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이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사이의 갈등은 날마다 심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가 넘어서야 할 오르막길이다. 살아온 시대적 상
황이 달랐기에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각 세대가 본인이 살아오며 겪은
상황과 심정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때 세대갈등은 해결
될 수 있다. 이처럼 고령 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령 사회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대갈등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의 살아온 삶을 존중해주고,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큰
축을 세웠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
다.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
제적으로 주는 부담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
아가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글: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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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속 차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집계된 국내 체류 외국인
은 2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
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
으로부터 불과 12년 만에 2.5배가량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사회
로 분류한다. 2020년 통계는 아직 집계 전이지만 급격한 체
류 외국인 상승 폭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
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2세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 원인은 외모만이 아니
다. 다문화 2세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언어적인 문
제이다. 중도 입국한 아이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러 반 아이들
의 놀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심해져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문
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교육을 실시 중인 학교에 다니
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다수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
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어를
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어눌한 발음을 구사해 괴롭힘
의 대상이 되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
는 학교에서조차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 학생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면, 어른들은
불편한 배려로 다문화 2세를 힘들게 한다. ‘어느 곳에서 왔
니?’, ‘한국음식은 입에 맞니?’와 같은 말로 아이들에게 관심
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다. 그러나 중도 입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2세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불편해한다. 그
들의 입장에선 자신은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는 질문들
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게 하며 그 사실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긍정적 효과

정책적 해결점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
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와중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뜻밖의 희소식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비교적 젊은 이주 노동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해주고 출산
율 또한 높이고 있다.
이들은 통역과 외국어 교육 등의 전문 분야에서부터 일부 기
피 업종까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없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
하고 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도 이
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농업이 유지되는 가구가 상당수이다.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 3월 여성가족
부에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문
화가족의 경제 참여 확대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를 도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교육과 더불어 농촌 생활 적응
을 위해 내국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결해주고 있다.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포함
해 문화체험과 교우관계 개선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
다. 중도 입국 자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적
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전문 상담가 배치까지 신경 썼다.
법무부에선 애초부터 준비된 이민자를 받아 위와 같은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을 취득했거나 한국어학당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만을 받
아들여 기초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발생한 피해를 줄였다.
또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치 소득 기준을 둬서 부양 능력이
있는지 점검했다. 결혼이민 심사기준이 강화된 2014년에는
결혼이민자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법무부는
기존보다 적은 수의 결혼이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었다.
매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개선해 온 교육부에서도 올해
4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다문화 정
책학교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다문화 정책학교란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미
한다. 이곳에서는 교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학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한국어학급’도 운영 중이다. 2019년 643교에
서 올해 650교로 늘릴 예정이다.
다문화 정책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문화 학부모와 내국인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진행
해 서로의 문화 이해를 돕고 서로의 문화에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안내자료를 배포해서 자녀의 학
교 입학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학생 지원에서 특별한 부분으로 징검다리 과정이 있다.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
는 프로그램이다. 중도 입국 학생과 국내 출생 학생 모두를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을 비롯해 객사, 신시가지 등 여러 장소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아
다문화가정이 되는 일도 빈번하며 혼혈인 다문화 2세들도 일
상 속에서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다문화사회에 바
짝 다가서고 있지만 이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준비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번 호 사회면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진
행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대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외국인 노동자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동반했지만, 그들에게 모든 내국인이 친절하지는 않
았다.
지난해 7월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
주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
됐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
출하며 국가간 외교 문제로 번질 뻘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이 악덕 고용주를 비난하고 이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모든 농가를 감시하는 것
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장받
지 못하는 일은 이번뿐이 아니다. 부산의 한 이주민 단체에서
는 어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한국인 선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
고 토로했다.

다문화 2세
2018년 11월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가 또래에게 폭행
을 당하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 학
생은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외
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림을 받는 원인이 되기
도 했다.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생활, 학습, 의사소통 등이 구성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정식 운영
되고 중학교에는 시범 적용되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이 개선되
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최근 몇 년째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8월 12일 ‘현행 고용허가
제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5월부터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노동자 65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도’가 50.2%로 가장 많은 응답이 모였다. ‘외국인 노동자 사
업장 변경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
경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
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 충족이 어려워 사업
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주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에
게 추가 근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문제가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
만 취약계층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 나오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허울뿐인 제도에 외국
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학생들의 역할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과 지자체 협력에 기대야 한다. 우리 대학생
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일일 것이다. 다행히 교육적 지원 부
분에서 대학생들이 도울 수 있는 활동이 있다.
대학생이라면 다문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 멘토를
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자체와 국제교류재단 등에서도 해
당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을 돕기 위해 멘토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 2020년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멘토링 프로그
램에 참여가 가능해져 더 많은 멘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특정 외국어 구사
가 가능한 대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외국어 능력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 공고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회화가 불가능하다 해도 많
은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
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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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언택트 공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많은 제약이 생겨났다. 코로나19는 학생
들을 학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하는 등 언택트라는 신(新)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새
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온라인을 문화예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콘서트는 물론, 전시와
뮤지컬 관람도 가능해졌다. 유명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은 첫 온라인 콘서트를 열어 증강현실(AR)효과 등을 활용해 오프
라인 공연과 차별화시킨 무대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유튜브를 통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새로운 시도와 사람들의 소비로 인해 온라인 공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말에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즐
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를 소개한다.
글: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누리집에 접속해 현재 진
행 중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다양
하게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를 10개의 동영상으로 나눠 관
람할 수 있다. <빛의 과학, 문화
재의 비밀을 밝히다>는 첨단 과
학으로 밝혀낸 문화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전
시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시
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동영상,
가상현실(VR)로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VR을 통해 실제 박물관에 온 듯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000년>, <가야본
성-칼과 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등을 VR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실감 콘텐츠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이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실감 콘텐츠로 한국의
미가 돋보이며 디지털 영상과 음악이 조화롭게 이뤄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시를 지속해서 공개할 계
획이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vr_museum)

한국민속예술제
한국민속예술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60
년의 역사를 갖는다. 점점 사라
져가는 우리 민속 예술을 축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 및
전승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한
국민속예술제는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며, 12월 1일부터 31일까
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개최한
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유튜
브 채널과 한국 민속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원래는 민속
예술 경연과 시연, 체험전 등으로 계획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
소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16개의 시·도의 실제 민속 예술이 이뤄지
는 장소를 방문해 참가 종목과 단체를 소개하고, 무관중 공연을 촬영해 상
영한다. 축제를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민속 예
술을 감상하고, 민속 예술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전
승해 지금까지 탈출, 농악, 강강술래 등 700여 개의 민속 예술이 발굴됐
다. 한국민속예술제를 통해 우리나라 민속 예술에 관해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http://www.kfaf.or.kr/2020.org)

온라인
공연·전시
소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온
라인 미술관이 신설되어 집 안에
서 예술품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시
는 동영상과 VR로 관람이 가능
하다. 전시 투어를 비롯해 작품
퍼포먼스 영상, 작가 인터뷰, 수
어 해설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시 기간이 끝
난 작품전을 온라인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전시 중인 작품전은 <판화, 판화,
판화(Prints, Printmaking,
Graphic Art>, <보존과학자 C
의 하루>, <미술관에 書: 한국 근
현대 서예> 등으로 학예사의 해설과 같이 시청할 수 있다. <판화, 판화, 판
화(Prints, Printmaking, Graphic Art>는 미술 장르의 확장 및 장르
간 균형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이다. 국내 현대 판화를 대표하는 작
가 6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을 통해 ‘판화’라는 특수한 장르를 매체, 개
념, 상황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전시 영상은 큐레이터의 해설
을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http://www.mmca.go.kr/pr/movList.do?mbMovCd=01)

네이버 후원TV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 수
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서도 랜선 문화생활이 가능
하다. 네이버TV에서 뮤지
컬부터 오페라, 연극, 클래
식까지 온라인 관람이 가능
하다. 모든 공연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
<모차르트>와 <엑스칼리버>
같은 인기 뮤지컬과 국립오
페라단, 국립합창단에서 선
보이는 클래식 공연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라이브 공연은 무료와 후원
으로 나뉘어 있으며, 후원 공연은 최소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시청이 가능
하다. 후원 라이브는 코로나로 공연 기회를 잃은 창작자에게 공연의 기회
를 주고, 코로나 블루로 힘든 이에게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
다. 만약 공연 시간을 놓쳤다면 공연 종료 후에도 공지된 시간까지 영상
재생이 가능해 다시 볼 수 있다. 실시간 채팅 기능으로 다른 관람객들과
감동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 (https://live.naver.com/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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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이 도읍한 후백제 궁궐터, 전주 동고산성

▲ 동고산성전경

■성곽의 개요
성곽은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
고 성내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로 내
성과 외성을 모두 포함한다. 성곽의 기원은
문헌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사기(史記) 조선전
에 평양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에 해당된다. 삼국의 성
곽시설은 처음에는 간단한 목책이나 토성이
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격적인 석축에 의
한 성곽은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시작
한 4세기 이후에 가능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의 성곽은 산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초기
에는 낮은 구릉에서 토성으로 축조하다가 점
차 성의 규모도 커지고 석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형적으로도 처음에는 산봉우리를 중
심으로 정상부근에 테를 두른 듯한 테뫼형이
많으나, 이후에는 골짜기를 둘러싸는 포곡형
이 주류를 이룬다.
■전주 동고산성-전북기념물 제44호
동고산성(東固山城)은 전주 교동과 대성동
일원의 승암산에 위치하며, 통일신라 말기의
후백제 견훤의 왕성으로 전하고 있다. 산성
은 서북으로 면한 수구의 남북으로 뻗은 규
암 절벽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골짜기를 감
은 포곡식산성이며, 남북으로 날개모양의 익
성(翼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가 후백
제의 왕도였음은 여러 문헌에 보이지만, 이
산성을 두고 왕궁지라 한 것은 1688년(숙종

14)에 성황사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쓰여진
『성황사중창기』에 잘 표기되어 있다.
동고산성은 1981년 개괄조사가 이루어진
후, 6차례에 걸쳐 건물지와 성문 등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벽은 산 능선의 외사
면에 내탁식으로 축조하였다. 성의 길이는
둘레 1,574m 규모이며, 날개모양의 익성은
북쪽이 112m, 남쪽이 123m이다. 성벽 높
이는 4m 정도이며, 능선 바깥쪽을 깍아 회
랑도를 설치하고 바깥쪽에 석축을 하였다.
성벽에는 3개소의 성문이 있으며, 북문과 동
문, 남문은 근래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
문의 구조와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성의 내부에는 3단의 대지가 있으며, 건물
지와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 토기류가 다량
으로 출토되었다. 1단은 길이 117m, 너비
20m, 중간 대지인 2단은 길이 133m, 너
비 26m로서, 건물지 초석과 기와편들이 퇴
적되어 있다. 이중 2단의 건물지가 왕궁터이
며, 전면 40칸·측면 4칸으로 길이만 해도
85m에 이르고 있다. 주춧돌은 6열·188
칸·236개가 존재하여 우리나라 궁궐 중 가
장 큰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전주성(全州城)’
의 명문이 있는 막새가 출토되었으며, 무사
를 새긴 막새기와도 보이고 있다. 또한 중방

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성평등
주간(9월 1~7일)마다 매년 발표하는 사전으로
법령 및 행정용어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뜻하는 말.
3)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는 사자성어.
4)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세를 뜻하는 말.
ex) 빈정거리는 00
5) 새로운 광고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 혹은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창작자를 칭하는 말.
6)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을 뜻하는 말.
7)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8)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

이상균 교수

(인문대학장/역사문화콘텐츠학과)

▲ 북문조사모습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中方), 관(官), 천(天) 등의 명문기와도 출토
되었다. 이 밖에도 10여개소 이상의 건물지
가 더 조사되었으며, 내부에는 우물이 있어
지금도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3단 건물지
전방에는 넓은 공터가 있으며, 이는 당시 훈
련장으로 추정된다.
백제 재건의 기치를 든 견훤은 900년(통
일신라 효공왕 4)에 완산주를 점령하고, 이
곳에 도읍을 정해 37년간 존속하였다. 동고
산성에서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견훤의
고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전주성 명문 기와 출토

1)

1.

2.
2)
3)

세로
1.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쓰는 건물.
2. 앞뒤의 구별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
3.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내어 말을 함.
4. 조혈모세포 이식으로도 불리며 건강한 사람의
골수 세포를 혈구 형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환자의
정맥 속에 주사로 이식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
5.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공개 강의 및 교육
매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로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213호에 자리 잡고있다.
6.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7. 운동 경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거나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 혹은 각종 운동 경기에서 선수로
활약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2월 11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3.

4.

4)

5.
5)
6)

6.

7.

7)
8)

지난
904호
(2020년
11월 2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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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한국도로공사
생화학
습관
우체국
경진대회
파장
사이시옷
마녀사냥

축하드립니다!

세로
1. 국민의례
2. 사회생활
3. 학이시습
4. 차별대우
5. 체인점
6. 회계검사
7. 휘파람
8. 이야기

[904호 퀴즈 정답자 5인]

1.박도현(건축학과)
2.노유림(회계세무학과)
3.이재강(경영학과)
4.박준화(문헌정보학과)
5.곽소라(운동처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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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기호 1번 당선인 Be ONE

의과학대학 기호 5번 당선인 ALL-IN;ONE

▲박동재(정), 김현주(부)

▲한명인(정), 권민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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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기호 1번 Be ONE
▼
▲

주요 공약
1. 메인공약
1-1. JJ청원 개설&소통TF팀 구성
1-2. 우리 모두 Super star!
1-3. Healing Festival
1-4.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1-5. 기독교 관련 교과목 개편
2. 세부공약 : 전북권 대학 교류 활성화, 전주대학교 E-Sports, 가을 축제, 국토
대장정, 야시장, 자치기구 출범식, 단과대학별 소개영상,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
간담회 확대,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 4학년 원격강의 건의, Star-T제도 개편, 취업
박람회/취업특강 개최, 장학금 알리미, 총학생회 자체 장학금, 시험기간 강의실/
카페 시간 연장, 휴대공간 확대 및 개선, 기숙사 환경 개선, 구정문 환경 개선, 화
장실 선반 설치, 흡연구역 재정비, 분기별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자판기 카드
리더기 설치, 복지 서비스 확대, 대강당 의자 교체, 가로등 추가 설치, 사물함 교체

▲오길환(정), 양정민(부)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4번 당선인 Blooming

주요공약

주요공약

1. 메인공약
1-1. 경영대 문화의 밤
1-2. 경영대학 소통 게시판 신설
1-3. BeːONE 포인트 제도
1-4. 자유관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 및 건의
1-5.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유학생 축제

1. 메인공약
1-1. 학과 감사의 날
1-2. SF축제
1-3. 음식물처리기 설치
1-4. 지하도서관 노트북존 개설
1-5. 2학기 의과학대학 연합MT 추진

2. 세부공약 : 해치라운지 필요 물품 구매, 경영대 골든벨을 울려라!, 자유관 대형 거울
설치, 정기적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학우들을 위한 게릴라 EVENT, 경영대 E-Sports
대회, 물품 대여 서비스, 공약이행률+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플리마켓, 코로나 방역물
품 구입, 경영대 봄축제, 학과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경영대 동아리 홍보제

2. 세부공약 : 의과학대학 전체 학생회 회의, 3층 프린트 데스크 설치, 천잠관 가이드 앱
발행, 화장실 몰래카메라 수시 점검 확대, 지하도서관 환경개선 및 유령좌석 관리, 화장
실 장애인 칸 보수, 야외 강의실 환경개선 및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수시적인
이벤트, 대여물품 확대 및 보강

문화융합대학 기호 1번 당선인 Be ONE

문화관광대학 기호 1번 당선인 Be ONE

▲고재엽(정), 정가을(부)

▲임채우(정), 정진경(부)

인문대학 기호 2번 당선인 S′CATCH
▼
▲

▲최광렬(정), 양혜민(부)

▲고광철(정), 김수정(부)

▼
▲

주요 공약

주요 공약

주요공약

주요공약

1. 메인 공약
1-1. 나랑 같이 멘토링 하지 않을래?
1-2. 동아리 점수제도 개편
1-3. 우리 동방이 달라졌어요!
1-4. 학생회관 홈데렐라
1-5.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개정TF팀 운영

1. 메인공약
1-1. 진리관 승강기 설치
1-2. 동아리 학술실 관리 및 학술제 진행
1-3. 인문대 포인트 제도 실시
1-4. 믿음관 복지시설 확충
1-5. Wifi 설치 및 활성화

1. 메인공약
1-1. 문융 뚝딱이
1-2.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1-3. All night, All light
1-4. BeːONE 서포팅
1-5. BeːTogether

1. 메인공약
1-1. 샛 노랑과 새 빨간 사이 : 가을영화제
1-2. BeːONE 멘토링
1-3. 문화관광대학 오작교
1-4. 맛남의 HATCH
1-5. GLOBALISM : 유학생과 하나되는 문화관광대학

2. 세부공약 : 중앙동아리 힐링 캠프, 동아리 홍보 박람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이벤
트, 중앙동아리 연합회 축제, 중앙동아리 소개 편람 발송, 동아리 가입 컨설팅, 대여물품
설문조사 실시 및 개편, 학생회실 내 소통 게시판 설치, 중앙동아리연합회 SNS 운영, SNS
를 통한 분과별 동아리 홍보, 분과별 회의 실시, 등록비,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동아리
서류 제출 안내자료 제작, 지하층 미끄럼 방지 매트 구비, 동아리방 기프트박스 제공, 1회
용 세면 키트 구비, 공유기 추가 설치, 동아리방 가구 처리 사업, 7층 실내체육실 개편, 지
하층 배수로 설치

2. 세부공약 : E-Sports대회 개최, 지폐 교환 사업, 소리함 설치, 택배 사업, 과 학술실
지원, 체육대회 확대, 제휴업체 홍보 강화, 찾아가는 간식 이벤트, 인문대학 회의 내용
SNS 건의, 판매사업 확대

2. 세부공약 :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이벤트 개
최, Be:Won, 학과 박람회, E-Sports 학과 대항전, 해치라운지 의자 방석 추가 설치, 흡
연구역 개선, 플리마켓 주최, 예술관 이외 강의실 설치 진행, 예술관 로비 TV활용 확대,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구비, 휘트니스 센터 이용료 지원

2. 메인공약 : 전공, 교양 책 대여사업, 게릴라 이벤트,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주차장
건의, 학생회비 세부 내역 공개, SNS 홍보 활성화, 몰래카메라 단속, 문화관광대학 강의
실 방충망 교체 건의,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 문화관광대학 체육시설 보수 건의, 학생회
물품 유지 및 보완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은 후보자 미등록 단과대학으로 내년 3월 보궐선거 예정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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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인(정), 권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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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기호 1번 Be ONE
▼
▲

주요 공약
1. 메인공약
1-1. JJ청원 개설&소통TF팀 구성
1-2. 우리 모두 Super star!
1-3. Healing Festival
1-4.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1-5. 기독교 관련 교과목 개편
2. 세부공약 : 전북권 대학 교류 활성화, 전주대학교 E-Sports, 가을 축제, 국토
대장정, 야시장, 자치기구 출범식, 단과대학별 소개영상,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
간담회 확대,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 4학년 원격강의 건의, Star-T제도 개편, 취업
박람회/취업특강 개최, 장학금 알리미, 총학생회 자체 장학금, 시험기간 강의실/
카페 시간 연장, 휴대공간 확대 및 개선, 기숙사 환경 개선, 구정문 환경 개선, 화
장실 선반 설치, 흡연구역 재정비, 분기별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자판기 카드
리더기 설치, 복지 서비스 확대, 대강당 의자 교체, 가로등 추가 설치, 사물함 교체

▲오길환(정), 양정민(부)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4번 당선인 Blooming

주요공약

주요공약

1. 메인공약
1-1. 경영대 문화의 밤
1-2. 경영대학 소통 게시판 신설
1-3. BeːONE 포인트 제도
1-4. 자유관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 및 건의
1-5.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유학생 축제

1. 메인공약
1-1. 학과 감사의 날
1-2. SF축제
1-3. 음식물처리기 설치
1-4. 지하도서관 노트북존 개설
1-5. 2학기 의과학대학 연합MT 추진

2. 세부공약 : 해치라운지 필요 물품 구매, 경영대 골든벨을 울려라!, 자유관 대형 거울
설치, 정기적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학우들을 위한 게릴라 EVENT, 경영대 E-Sports
대회, 물품 대여 서비스, 공약이행률+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플리마켓, 코로나 방역물
품 구입, 경영대 봄축제, 학과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경영대 동아리 홍보제

2. 세부공약 : 의과학대학 전체 학생회 회의, 3층 프린트 데스크 설치, 천잠관 가이드 앱
발행, 화장실 몰래카메라 수시 점검 확대, 지하도서관 환경개선 및 유령좌석 관리, 화장
실 장애인 칸 보수, 야외 강의실 환경개선 및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수시적인
이벤트, 대여물품 확대 및 보강

문화융합대학 기호 1번 당선인 Be ONE

문화관광대학 기호 1번 당선인 Be ONE

▲고재엽(정), 정가을(부)

▲임채우(정), 정진경(부)

인문대학 기호 2번 당선인 S′CATCH
▼
▲

▲최광렬(정), 양혜민(부)

▲고광철(정), 김수정(부)

▼
▲

주요 공약

주요 공약

주요공약

주요공약

1. 메인 공약
1-1. 나랑 같이 멘토링 하지 않을래?
1-2. 동아리 점수제도 개편
1-3. 우리 동방이 달라졌어요!
1-4. 학생회관 홈데렐라
1-5.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개정TF팀 운영

1. 메인공약
1-1. 진리관 승강기 설치
1-2. 동아리 학술실 관리 및 학술제 진행
1-3. 인문대 포인트 제도 실시
1-4. 믿음관 복지시설 확충
1-5. Wifi 설치 및 활성화

1. 메인공약
1-1. 문융 뚝딱이
1-2.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1-3. All night, All light
1-4. BeːONE 서포팅
1-5. BeːTogether

1. 메인공약
1-1. 샛 노랑과 새 빨간 사이 : 가을영화제
1-2. BeːONE 멘토링
1-3. 문화관광대학 오작교
1-4. 맛남의 HATCH
1-5. GLOBALISM : 유학생과 하나되는 문화관광대학

2. 세부공약 : 중앙동아리 힐링 캠프, 동아리 홍보 박람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이벤
트, 중앙동아리 연합회 축제, 중앙동아리 소개 편람 발송, 동아리 가입 컨설팅, 대여물품
설문조사 실시 및 개편, 학생회실 내 소통 게시판 설치, 중앙동아리연합회 SNS 운영, SNS
를 통한 분과별 동아리 홍보, 분과별 회의 실시, 등록비,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동아리
서류 제출 안내자료 제작, 지하층 미끄럼 방지 매트 구비, 동아리방 기프트박스 제공, 1회
용 세면 키트 구비, 공유기 추가 설치, 동아리방 가구 처리 사업, 7층 실내체육실 개편, 지
하층 배수로 설치

2. 세부공약 : E-Sports대회 개최, 지폐 교환 사업, 소리함 설치, 택배 사업, 과 학술실
지원, 체육대회 확대, 제휴업체 홍보 강화, 찾아가는 간식 이벤트, 인문대학 회의 내용
SNS 건의, 판매사업 확대

2. 세부공약 :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이벤트 개
최, Be:Won, 학과 박람회, E-Sports 학과 대항전, 해치라운지 의자 방석 추가 설치, 흡
연구역 개선, 플리마켓 주최, 예술관 이외 강의실 설치 진행, 예술관 로비 TV활용 확대,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구비, 휘트니스 센터 이용료 지원

2. 메인공약 : 전공, 교양 책 대여사업, 게릴라 이벤트,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주차장
건의, 학생회비 세부 내역 공개, SNS 홍보 활성화, 몰래카메라 단속, 문화관광대학 강의
실 방충망 교체 건의,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 문화관광대학 체육시설 보수 건의, 학생회
물품 유지 및 보완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은 후보자 미등록 단과대학으로 내년 3월 보궐선거 예정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10 신앙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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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진행’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
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전 1:8).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모든 것과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그런데 결코 만족함이 없었다. 그
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
로몬이 고백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
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도다”(전 1:2). 피조물인 모든 만물은 사
람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기에 결코 안식
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선교봉사처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 ‘학생
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철학을 배우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프로
그램 중 하나인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
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4일(화)에 진행
되었다. 이날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목사)의 예배 인도
로 특별 기념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날 추이
엽 목사(전발협 회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특별
찬양으로는 바쏘 앙상블이 ‘주의 기도’라는 곡
을 불렀다. 이어서 홍정길 이사장(신동아 학
원)이 ‘적은 무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다. 홍정길 이사장은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
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
을 본받아 전주대와 학생들이 말씀으로 굳건
히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 기념 예배 2부에서는 이호
인 총장의 인사말과 하님(주)의 전영한 회장에
게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는 이어 진행될 ‘숲속 초막 셋’과 ‘기념 전시회’
에 관한 특별 소개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어
장소를 옮겨 스타가든에서 ‘숲속 초막 셋’ 준
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곳에서 ‘숲속 초막 셋’
건립에 기여한 김준영 교수(건축학과), ㈜아일
종합건설 노학진(현장소장), 예일 건축사사무
소 최형두(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홍정길 이사의 격려사와 테이프 컷팅식
이 진행되었고, 김준영 교수를 중심으로 ‘숲속
초막 셋’ 건물을 둘러보며 건축물 소개를 진행
했다. ‘숲속 초막 셋’은 마태복음 17장 4절의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물로 초막 세 개를
결합한 형태의 6평 규모의 작은 예배당이다.
마지막으로 기념 전시회가 대학본관 4층에서
조용호 목사(전주비전대)의 기도로 시작됐다.
제막식을 진행한 후, 최미정 작가의 작품소개
가 이어졌다. 이날 최미정 작가는 성경구절과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을 주제로 총 10개의 작
품을 선보였다. 이중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담은
작품 ‘여섯째 날에’는 세로 2미터, 가로 10미
터에 달하는 대형작품으로 전시회가 끝난 후
스타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호인 총장은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기념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의 사상을 본받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이라는 대학의 비
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바탕으로 한 학생 적성 중심 교
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수퍼스타
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
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
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
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
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교수연구동 7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 그런데 세상은 만물로 채우라 한다.
만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전부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도 ‘족함’을 누리기 위
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
며 밤낮으로 뛰어 다닌다. ‘언제 내가 다
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았느냐?’라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말에
민감하다. ‘지위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면서도 승진 명단에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
자녀까지도 끝없이 보살펴야만 하는 짐으
로 다가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
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만
물의 피곤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씀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
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놀라운 메시지다.
▼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예수
님은 우리와 달리 사람이나 만물, 심지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 삶에서 가장 중
요한 우선순위는 아버지 하나님와의 만남
이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을 전하다’가도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 하나님께 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 영적인 힘을 공
급받으셨다. 헨리 나우웬은 신앙생활까지
도 피곤한 메마른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오직
필요한 것 한 가지는 기도.”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찬미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
래전 이땅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눈동자처
럼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의 발전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게 하시고,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
서도 기독교 사학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중심대
학으로서 굳건하게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
다.

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슬기롭게 헤쳐나아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더욱 건강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대학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
다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학우들과 활동하지
못하고 구성원 간에도 긴밀한 친교를 하지 못하
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대학에 맡겨주신 학생들
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시고 개인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재능을 알게 하시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특별히 간구하오니 저희가 스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참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자랑보다는 겸손을 갖게 하시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시옵
소서.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닭게 하시어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따뜻
하고 건강한 청년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부모
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
시어 행복한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수고하
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
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주님안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어 늘 행복
과 감사함이 넘쳐 나도록 하시옵소서.

LINC+ 사업단장
주송 교수

(문화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강구함에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와 영광을 바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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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죽음의 이해

진리의 샘

채식을 오랫동안 즐겼으며 평온하고 낙관적
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며 연잎과 결명자와
구기자를 차로 마셨다고 한다. 그가 평소에
강조한 것은 인자와 자애를 의미하는 자(慈),
절약과 절제를 의미한 검(儉), 화목과 조화를
의미하는 화(和),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는 정
(靜)이었다고 한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현대인이 선망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산
사람은 누구인가? 공식적인 기록에 따라 출
생과 사망의 시기가 입증된 최장수의 인물은
프랑스의 잔 깔망(Leanne L. Calment,
1875-1997)이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처
리 능력이 미비한 시대에 공식적인 자료로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장수한 인물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중국의 리칭위안(李慶遠)이
다. 1933년 5월 6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신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1677년에 태어나 1933년에 사망하
여 256세까지 산 인물이다. 그가 후손에게
남긴 장수의 비결은 이러하다. “인체는 삼통,
즉 혈통, 뇨통, 변통 등을 유지해야 한다…평
온한 마음자세 유지하며 거북처럼 앉고, 새
처럼 움직이고, 개처럼 잔다.” 동시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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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한 사람
도 결국에는 사망한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무덤으로 들어갔고,
지금 생존해 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들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덤이다. 이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평
등과 공평이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도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빈과 부도 함
께 무덤으로 들어간다. 명예와 불명예도 무
덤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서는 긍지의 빳빳
한 명함을 내밀던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지
위와 업적과 인기와 재물도 무덤 앞에서는
무기력한 먼지처럼 가볍게 날아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
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
롭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
리 똑똑해도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거품처
럼 사라진다.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의 겉옷은 호흡과의
결별이다. 그러나 죽음의 실체는 그것보다 심
오하다. 동양의 공자는 자신의 제자 계로에
게 이런 질문을 받고 논어에서 이렇게 답하
였다. “미지생 언지사(未知生 焉知死), 즉 삶
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공

자는 정직하다. 죽음의 세계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
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 증언해 줄 목격자
가 없다. 서양의 철학자들 중에 하이데거는
죽음을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끝나고 모든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자유의 사건이라 한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대부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관을 차용한 듯한 표현이
다. 그에게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영
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는 죽음을 모든 가능성
의 종식이고, 모든 자유의 박탈이고, 모든 힘
의 종결로 이해한다. 나는 죽음을 이 세상의
출구이며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입구라고 생
각한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과의 결
별이고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다. 죽음은 존
재의 끝과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다. 모든 사
람이 맞이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
다. 육체는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
나 영혼은 소멸이나 변경 없이 동일한 영혼
으로 존재한다. 그 영혼은 죽음 이후의 세계
로 들어간다. 그 세계가 나는 궁금하다. 그러
나 나도 죽음이 두렵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
기를 소원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정도를 산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솔로
몬의 경우,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
으셨다. 이에 솔로몬은 백성을 잘 섬기기 위
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부나 재물이나 영
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

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섬기는
왕의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 하늘의 칭찬을
그에게 쏟으셨다(대하1:11). 장수도 후순위
로 밀어내는 솔로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칭
찬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영원한 것 구하기를
원하신다. 장수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의 상
대적인 수명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 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
명을 구하면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고 시인
은 확신한다(시21:4).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너의 날들의 길이” 즉 우리의 “장수”
라고 명명한다(신30:20). 이는 하나님이 우
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도 인생의 가치를 생존의 길이에 두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
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이 자신
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빌
1:23). 그런데도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이유
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 그에게 인생의 사명은 이웃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눔이다. 영원한 장수를 주는 예수
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바
울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영원한 장수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자기 생명을 섬
김의 수단이요 사랑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
런 가치관은 오직 죽음 앞에서만 형성된다.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희생이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4

사진으로 보는 에게해 기독교 역사 현장

▲ 밧모섬 입구에 있는 작은 기도처, 사도요한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들의 기도처이다.

에게해에 있는 밧모섬은 사모스섬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작은 섬이다. 과거 죄인
들의 유배지였던 곳이므로 풍광이 아름답지도
않고 바람이 심하고 거친 섬이다. 이런 곳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서기 95 년경에 상
노인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것이다. 이곳으로
가려면 조금 복잡하다. 터키 에베소의 쿠사다
시 항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밧모섬까지 직
통으로 가는 배가 없다. 우선 한 시간 거리인
사모스 섬(이 섬은 헤라의 신전이 있고 피타고

라스의 출생지로 유명하다.)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왜냐면
사모스는 터키에베소에서 가까운, 뱃길로 한
시간 거리이고 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거
의 하룻길인데, 그리스 령이다. 국제 관계 또
는 정치적 상황은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
함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까우면 내 나라
땅’이라는 단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에베소에서 코앞에 있는 사모
스 섬에 가려고 해도 여객선에 승선할 때 여권

사도 요한과 밧모섬

이 있어야하고 세관을 통과해야한다. 또한 사
모스 섬에 내려서 배를 갈아타야하는데, 내린
항구에서 바로 타는 것이 아니고 택시로 섬을
넘어가서 또 다른 항구에서 작은 배를 타야 비
로소 밧모스에 도착한다.
밧모섬에 온 것은 사도 요한의 동굴을 가기 위
해서였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걸었던 당시의
길로 걷고자,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 2천년 된
길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요한 수도원
과 동굴까지 가는 찻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
지만, 사도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오르
내렸던 길에 관심이 있었고 직접 그 길을 걸어
서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마을 사람이
알려주어서 그 길을 따라 야산 돌 짝 길을 걸
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2천 년 전 사도요한이 걸었던 그 길은 오랜 세
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발을 디뎠을 돌들을 밟는 다고 생각하
니 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기

운이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때의 묘한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다.
사도요한이 걸었던 2천년된 길, 이 돌밭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동굴에 닿는다. 좌측
에 보이는 하얀 건물 안에 사도요한의 동굴이
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성처럼 보이는 건물
이 요한수도원이다.

▲ 사도요한이 요한게시록을 기록한 동굴 입구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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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지원실
해마다 총학생회 선거 때가 되면 학교 시설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
다. 각 후보자측에서 내거는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설지원실의 김영형 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에 스타정원 오솔길 내에 새로 지어진 초막교회와 지난 여름 천잠
연 호숫가에 새로 개장한 Lake view 카페에 관한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분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위
안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축하였습니다.
스타정원은 이전에는 방치된 공간으로 캠퍼스 환경을 상
당히 저해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숲속 초막 셋 건립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힐링 공
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숲속 초막 셋으로 인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스타정원을 찾게 되어 우리 학교의 홍보 효과
가 클 것이라 기대됩니다.

Q. 개화 시기가 되면 외부 사람들이 스타정
원 구경을 많이 오는데 초막교회 시설 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세
요.

Q. 시설지원실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시설지원실에서는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 관련 건
설사업과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조경 등의 우리 학
교 내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실험실의 안전관리
및 경비, 청소 용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시설지원실에서 진행했던 업무
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A. 우선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 혁신 및 LINC+
사업 등으로 약 40여 개의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건
물 및 전 지역의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타정
원에 초막교회를 완성했습니다.

Q. 대학 내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교회의 신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초막교회는 올해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3개월
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24일 준공식을 마쳤
습니다. 초막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처럼 예배를 보는 곳이

A.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스타정원에
만개하기에 많은 사람이 스타정원을 찾습니다. 스타정원
을 찾는 많은 분이 초막교회도 둘러보시고 힐링도 하시면
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에서 초막교회를 상시 개방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개방시
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개방시간이 정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의 경우에는 숲속 초막 셋을 찾는 사람들
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주변에 가로등과 CCTV 5대를 설
치하였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통합경비를 구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경비의 운영 및 효과에 대하여 알려주세
요.
A. 그동안 우리 학교는 건물별로 관리인이 상주하여 경
비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력경비를 축소하고 기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
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경비시스템의 상세 내용은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행
정지원실 등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건물별 공용 출입
문에는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그리고 CCTV 증설,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누수감지시
스템 설치, 그리고 스타센터에 통합상황실 구축입니다. 통
합상황실에서 365일 24시간 우리 학교의 경비를 책임지
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학생들의 경우 학생증 및 모바일
카드 등에 출입 권한이 부여되어 모든 강의동 건물, 스타
센터, 학생회관 등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
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나
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에 이미 카페가 많은데 새로 카페
Lake View가 들어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려주세요.
A. 카페 Lake View는 기존 지역혁신관 옆 그라찌에
카페의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찌에
카페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운영업체가 변동되었습니
다. 새로운 업체가 기존 그라찌에 카페의 협소한 자리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가 지금의 장
소를 제안하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
페 Lake View 옆 야외교실의 증축으로 카페가 더욱 넓
어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천잠연 준설작업
및 주변 정비공사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이
후 많은 학생이 찾는 우리 학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
로 기대합니다.
Q.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공약
이 자주 나오던데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우리 학교의 강의동 건물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물은 진리관과 자유관입니다. 이 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
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
습니다.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증축행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증축허가를
받는 일 역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엘리베이
터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방학에 추진할 공사
계획을 알려주세요.
A.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진리관 및 평화관 등
의 6개 강의실의 개선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학
생회관 1, 2층 로비 및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학생회관의 경우 출입구가 어
둡고 내부 시설의 노후화 되어 이번 기회에 개선할 예정입
니다. 또한, 수퍼스타홀의 낡은 의자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회관 로터리에서 예술관 방향으로 인도를 개
설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
관에 사회과학대학 Hatch Lounge를 만드는 등 많은 계
획이 있습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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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와 전통문화유산
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누적된 국민적 심성
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를 다소 경직되게 이끌어 온 면이 있어서
일까.

김병오 교수

(미래융합대학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문화재라고도 하고 문화유산이라고도 한
다. 이 단어를 보면 왠지 소중하게 지키
고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막연한 생각
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는 순간 고
리타분한 느낌이 가득 차오를 사람도 그
리 적지만은 않으리라. 일제강점기와 한

다행히도 최근 들어 사람들의 문화적 감
수성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BTS가 한국의 가장 비대중적 음악 유산
이라 할 조선시대 군례악을 차용하여 국
경을 넘어서는 히트곡 <대취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운동복을 입
고 나와 전통 연희를 펼치는 이날치밴드
가 등장해 판소리 수궁가 한 구절인 ‘범
내려온다~’ 무한 반복을 통해 수천만 조
회수를 끌어내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대
표적 무용수 안은미는 자신의 작품 <조상
님께 바치는 댄스>에서 할머니들의 막춤
속에 100년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응축
시켜 전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수많은 관
객을 사로잡아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행어처럼 흩날리는
시대, 우리 전통 문화유산은 이처럼 현대
의 힙하고 핫한 문화의 아이콘으로도 자

리매김할 수 있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되고 있다.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건
설하는 것으로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과거의 소중한 유산
들을 다시 쓰고 바꿔 써서 지속가능한 사
회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약속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는 문화유산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깝게는 어머니
와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사회문화적 흔
적들이 산업유산이라는 범주로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도심의 몇몇 공
장과 농어촌의 생산 창고들은 건축가와
미술가들에 의해 재생되어 세련된 과거,
오랜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간, 알고 보면 소중한 우
리의 미래가 혹시 우리 주변 어딘가에 방
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면 어떨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꿈의 씨앗은 의외로 가까운 우
리 주변의 어느 쇠락한 문화유산 속에 조
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자칼럼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 없기를...
나 정기자가 된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시도했고 기사를 작성했다. 인터뷰를 통
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나갔다. 또한, 정
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 다른 기자들과 함
께 밤을 새는 등 즐거운 추억도 있었다.
즐거운 추억도 있었지만,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
야 하는 일과 질문 작성에 있어 언어 표
현을 신중히 해야 하는 점 등의 힘든 점
들도 있었다.

임정훈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이제는 옷장 깊
숙이 넣어놨던 패딩을 꺼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
게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2020년 한 해
가 지나가고 있다. 작년 처음 학교의 ‘언
론’인 전주대학교 신문사에 들어와 어느
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이
금방 져버리는 벚꽃처럼 아쉽게 느껴진
다.
작년 2학기 신입 기자 시절부터 1년이 지

‘언론’은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어떤 정보들은 당사자가 알려지기
를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터뷰를 거
부하기도 하는데 그 점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나는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 관련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 학생회비 사용처
나 사용 방법의 경우 액수만 알려져 있을
뿐 사용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생회비 사안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학생회 간부 측에
서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회비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내지

못했다. 나는 언론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사실을 밝혀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이슈화를 해야 할 기사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신문사에서 1년
이란 시간을 보냈지만, 그동안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낀다.
‘언론’은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
든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알
고 있다. 학교 내의 언론으로서 긍정, 부
정의 모든 측면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것
이 학보사 기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학교
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다면 학교 측에 개선 방향
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내외부적 이유로 인해 그렇게 기사
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는 기
자 생활 가운데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는
부분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 학
교의 ‘언론’인 전주대학교 신문사에 아쉬
움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언론인 중 한 명
인 나로서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본
다.

사

오피니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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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공생(共生)의
가치를 되새길 때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대학 신문을 발간하는
시점이 되었다. 여느 해 같으면 다사다난(多事多
難)이라는 말로 한 해를 갈무리할 터이지만, 올해
는 코로나19라는 하나의 일로 인해 수많은 어려
움이 뒤따른 ‘일사다난(一事多難)’이라는 말이 더
욱 어울릴 법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실생활과 얽혀 있는 거의 모
든 분야에서 우리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
운 방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헤
쳐나가는 데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사투(死鬪)
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사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
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크기에 비한다면, 캠퍼스는 상
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분
야에 비해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타격
이 비교적 작고, 공간 내 방역 체계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수업 결손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기에
는 어느 정도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
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뉴스
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의 연구 보
고서와 뉴스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견디기
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리
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적 지원
도 지원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함께할 정신적 연대와 공감 또한 절
실하다.
새는 날개 하나를 잃으면 제대로 날 수 없고, 솥
발은 다리 하나를 잃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대
학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문의 전당이랍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고고하게 살아갈 수는 없
다. 우리 대학 역시 지역 사회의 기반 위에서 성
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직간
접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연말연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 사회
의 관심이 필요하다. 연초 우리 학교가 선포했던
2020년의 슬로건이 지역과 상생, 학생과 교직원
이 함께 꿈꾸며 동행하는 캠퍼스를 표방한 ‘지역
과 함께 Dream Together’였음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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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ake News
By Pyo Sooyeon & Kim Jieun, Reporters
The police said they will take stern action against
fake news related to COVID-19 cases. Infodemic and
false information spread like an epidemic and cause
severe damage to the people as much as COVID-19.
As the Corona virus spreads nationwide, rumors and
fake news stemming from public anxiety are also increasing. Most of the fake news has been false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infected patients.
Once fake news is posted on the online community,
it is widely shared with messengers like Kakao Talk.

A man in his 40s was arrested for spreading fake
news that there was a COVID-19 infection in Ulsan.
He spread the fake news that there were infected
cases earlier this year even before the first outbreak
of COVID-19 in Ulsan. His message was shared in
several Internet cafes and bulletin boards, and the
Buk-gu Health Center and Ulsan University Hospital
received so many phone calls that they could not
continue to work. He said that he had spread the
message as a joke, but he stood at the bar on charges
of obstruction of work and was sentenced to six

months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aid that it will take
stern action by tracking down and arresting not only
the first producers but also malicious middle distributors. Meanwhile, as of the 20th of November, the
police arrested 269 people in 170 cases: false information related to CORVID-19 (130 cases, 204 suspec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40 cases,
65 suspects). They are still investigating 94 cases
now.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By Yu Seong Hun & Kim Jieun, Reporters
The Korean society is aging fast. Though no one can
escape aging, such a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will have an unexpected effect on the
whole society, let alone the cost of social welfare
services.
As the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is getting larger,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lso increases every year. Unfortunately, the number of
solitary deaths among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has rapidly increased for the past years. Mos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experience financial hardship. They make a living from a small sum of money
they earn every day, and some of them have been
unable to make ends meet after the COVID-19
breakout. It is hard to carry out welfare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because the government does not
know what exactly the status of senior citizens is.
Current programs do not actually help them much.
According to the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tood at 1,589,371 as of August 2020, up
about 25 percent from 1,275,316 in 2016. The figure
accounts for 15.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means one in five senior citizens live alone.
The number of people has been increasing by 5 to 6
percent every year: 1,275,316 in 2016, 1,346,677 in
2017, 1,430,748 in 2018, 1,500,413 in 2019, and
1,589,371 as of August 2020. At this rate, the elderly living alone will account for 28.7% of the population in 2035. A realistic solution is urgently
needed to help the elderly keep dignity as a human
being.
Older people are weak, so they could be seriously injured even when they fall from a height of 20 to 30
feet. In severe cases, they may di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edical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ho are sick, and practical jobs for the elderly
who make a living day by day, and open programs
for the elderly so that those living alone do not feel

lonely.
Korea achieve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but we
believe that it has not been called an advanced country because of its lack of social welfare services.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all the citizens and
companies should work hard to solve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nly then will Korea become an advanced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actual state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Practical measures to
cope with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hould be
established to ease socio-economic burdens.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various
systems related to the elderly. The issue of solitary
death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s a social responsibility that we must bear together.

Patriotic Martyrs Day
By Park Jeonghyeon, Reporter
It is the day of patriotic martyrs on November 17.
National Patriotic Martyrs Day is a legal anniversary
established to cherish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to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patriots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n November 21, 1939, the 31st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the center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established the day of November 17th as a memorial
day for the patriotic martyrs of the country. The motion was suggested by six Assembly members, including Ji Cheong-cheon and Cha Yi-seok.
Patriotic Martyrs Day was celebr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until the
Liberation in 1945. It was included in the Memorial
Day memorial service organized by civilian organizations from 1946.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eld the event from 1962 to 1969, and
then it was handed over to the civilian organizations
from 1970 to 1996. However, the long-cherished desire of the bereaved families of independence fighters
made it restored as a government anniversary on
May 9, 1997, and a government-sponsored event
has been held since 1997. The anniversary event is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is usually hel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ttended by more than 2,000
people, including surviving patriots and bereaved
families, key figures from constitutional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from all walks of life, government
officials and students.
Ryu Gwan-sun and An Jung-geun, both known to

all Koreans, are patriotic martyrs. Ryu resisted with
her bare hands, and An fought with a gun. Who else
suffered the patriotic martyrdom? Nam Ja-hyeon
was married at the age of 19, but, six years later,
lost her husband who participated in the revolt of
the Eulmi Righteous Armies. Whe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ook place in 1919, she took
her son to Manchuria and devoted herself to the
restoration of her homeland for 14 years, thinking
that the only way to avenge her husband’s death was
to save the country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She was called the mother of the Independence
Army. She worked with Ahn Chang-ho and many
other independence activists. She not only carefully
cared for young patriots who suffered from illness
and wounds during the anti-Japanese movement like
a mother, but also established twelve churches in
rural North Manchuria and ten women’s education
associations for women’s enlightenment. Upon hearing the news tha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Ritten
Investigation Team was dispatched to Harbin, she
cut her finger and wrote “We want Korean Independence” in blood to show her firm commitment to independence. She delivered it to the investigation team
with a cut finger. She joined the plan to assassinate
the Japanese ambassador. She disguised herself as a
beggar and carried a pistol, bullets, and bombs when
she was caught by a Japanese detective who followed
her while passing Harbin. She was detained in a
Japanese consulate detention center for six months.
Later, she went on a hunger strike in prison, and
was released on bail due to her poor health caused
by severe torture and prison life. She eventually died,
leaving these words: “Independence is done in the
spirit.”

Yun Hui-sun was one of the first female participants
of the righteous army movement from Eulmi to
Jeongmi. When his father-in-law became the leader
of the righteous army during the Eulmi Incident in
1905, she provided clothes and food to the soldiers,
saying, “Even if I am a woman,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saving the country.” She
also encouraged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by writing a narrative poem, “Song of the
Righteous Army Wife.” In 1907, the year of Jeongmi,
the Japanese disbanded the Korean army and forced
Emperor Gojong to abdicate. The righteous armies
became active once again. While collecting military
funds to help the righteous army, she made gunpowder and ammunition with other women, participated in military training, and organized women’s
righteous army. When the country was annexed to
Japan in 1910, she moved to China with her family.
There she founded Rohakdang, a branch school of
Dongchang, and trained about fifty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Later, when his eldest son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ortured
to death, Yun Hui-sun also died. It was 11 days after
his eldest son died.
Many of our ancestors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ir own ways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homeland. However, I should express
my regret because I know only a few of them and a
little about their stories. Let us study more about the
noble sacrifices of our heroes, living and breathing
in history, on the day of patriotic martyrs on November 1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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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ễ trao học bổng khắc phục thiệt hại do lũ lụt cho học sinh quốc tế Việt Nam
miền Trung Việt Nam từ đầu tháng trước,
gây thiệt hại đáng kể cho các gia đình du
học sinh Việt Nam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ác giáo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ác giáo dân của nhà thờ Jeonju Dong
Hyun đã quyên góp khoảng 3,5 triệu won
cho các học sinh thiệt hại do lũ lụt ở miền
Trung Việt Nam.
Theo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o ngày 18,
cơn bão và lượng mưa lớn đã kéo dài ở

Để giúp đỡ điều này, ban đầu các hoạt
động gây quỹ được thực hiện với trọng
tâm là du học sinh Việt Nam, nhưng các
giáo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ác
giáo dân của nhà thờ Jeonju Dong Hyun
cũng đã giúp đỡ.
Trong vòng 2 tuần, khoảng 3,5 triệu won
đã được khuyên góp tại nhà thờ Jeonju
Dong Hyun v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ại học Jeonju đã tìm hiểu tình hình thiệt
hại do lũ lụt của sinh viên du học Việt
Nam và lựa chọn tổng cộng 7 người và
đã chuyển học bổng vào ngày 18. Phần
lớn số tiền quyên góp được cấp bằng học
bổng cho học sinh bị thiệt hại, một số
được gửi trực tiếp đến Việt Nam để hỗ
trợ nhanh chóng phục hồi thiệt hại.
Một học sinh tham gia cuộc vận động
quyên góp (đang theo học tiến sĩ khoa
kinh doanh) cho biết: "Tôi đã bắt đầu để
giúp đỡ những học sinh bị thiệt hại do lũ
lụt, nhưng tôi đã có thể quyên góp rất
nhiều tiền nhờ sự tham gia của các giáo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nhà thờ
Jeonju Dong Hyun. "Tôi cảm ơn sự quan
tâm và yêu mến của các bạn và tôi cảm
thấy tự hào với tư cách là một sinh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Một sinh viên thiệt hại do lũ lụt ở Việt Nam
nói: "Tôi lo lắng và đau lòng vì gia đình
Việt Nam đã chịu thiệt hại lớn, nhưng tôi
cảm thấy ấm áp và vững vàng với sự ủng
hộ của nhiều người." Thật sự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Chi nhánh Jeonbuk của Hội sinh viên Quốc tế quyên góp 3 triệu
won học bổng cho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ại học Jeonju (Hiệu trưởng Lee Ho In)
cho biết vào ngày 19 rằng họ đã nhận
được học bổng 3 triệu won từ chi nhánh
Jeonbuk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trị Na
Choon Kyun) của Hội sinh viên Quốc tế
(ISF).
Học bổng lần này sẽ được sử dụng làm
tiền thưởng cho cuộc thi CCM được tổ
chức vào nửa đầu năm tới để cải thiện
tiếng Hàn của sinh viên nước ngoài trong
trường.

Giáo sư Kim Byung Gi của Viện trưởng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cho biết: "Tuy là thời
kỳ khó khăn nhưng tôi hy vọng sinh viên
du học sẽ nhận được sức mạnh thông
qua sự giúp đỡ của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à cũng mong được hỗ trợ và
khích lệ từ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Na Choon Kyun, chủ tịch hiệp hội sinh
viên quốc tế của ISF Jeonbuk, cho biết:
"Đã có hơn 160.000 sinh viên nước ngoài
đang học tập tại Hàn Quốc. “Để họ có
được nhận thức hữu nghị về Hàn Quốc

chúng tôi luôn sẵn sàng hỗ trợ các bạn”
Hiệp hội học sinh quốc tế ISF là một tổ
chức tình nguyện giúp các sinh viên
nước ngoài-những nhà lãnh đạo toàn
cầu trong tương lai có thể thích nghi với
văn hóa Hàn Quốc, và chúng tôi cũng
đang hợp tác vớ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ể
vận hành các chương trình đa dạng như
giao lưu quốc tế, giáo dục, trải nghiệm
văn hó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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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상
전영한, 축구부 후원회
2천만 원 이상
임영자, 전주동현교회
1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상
(재)문주장학재단, ㈜인터파크, 남기창, 대학교회, 박경자, 박여송, 박은지, 박진상, 박철웅,
박현수, 송지영, 오성근, 옥창민, 유한회사 경진금속, 전발협, 최광근,
3백만 원 이상
(유)플러스건설, (유)두승실업, ㈜누아건축사사무소, ㈜티브로드전주방송, 김병기, 김수인, 김은수,
더온누리교회, 변주승, 윤석, 이강호, 이수국, 이중본, 이호인, 전라북도지역평등노동조합,
전주온누리교회, 차경희, 최형두, 취업지원실, 한국전력공사

권용석, 김대중, 김민웅, 김택수, 대한씨름협회,
한식조리학과 학생 일동

1백만 원 이상
(유)대한관광여행사, (유)에이치엔텍, (재)경초장학재단, (재)서편탐장학선교재단, (재)역락문화복지교육재단,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그룹신도시건축사사무소, 18년도 임용교수 동기회, 강성, 강성주,
경문수, 고선우, 고영민, 교수선교회, 권수태, 기쁨넘치는교회, 김건우, 김익수, 김정임, 김주란, 김준영, 김지숙, 김진성, 김하라, 김형수, 김형술, 김홍국, 남전주교회, 도현욱, 류두현, 류인평, 민정익, 박기범,
박주영, 박현정, 백광호, 백상용, 법률사무소 한아름, 사단법인 ISF(국제학생회), 서상우, 성태경, 소현성, 송광인, 송주환, 신숙경, 신정규, 신현욱, 심우석, 양금희, 양병선, 오상남, 완산교회, 이경재, 이관재,
이근호, 이기훈, 이남종, 윤석호, 이상균, 이상우, 이석현, 이수진, 이숙경, 이재운, 이정상, 이정욱, 이향연, 이희영, 장선일, 전기흥, 전주대 장로회, 전주대 축구부, 전주대 노동조합, 전주대 신우회,
전주대총동문회, 정승은, 정용준, 정혜정, 정희준, 제혜금, 조혜경, 주정아, 차진아, 최복천, 최영기, 최용욱, 최진희, 최현욱, 최형운, 코비스, 한광현, 한병수, 한식조리학과 4학년 재학생 일동, 홀리클럽,
홍성덕, 황선문,
50만 원 이상
㈜이준시스템, ㈜인터뱅크, 김민재, 김방근, 김수아, 김연정, 김희경, 드리미교회, 문웅, 박용한, 박정기, 심순택, 양정호, 윤석호, 이범규, 이용노, 이진호, 전재홍, 전주대 지성채플, 전주새중앙교회,
전주순복음중앙교회, 전주신광교회, 전한덕, 정재우, 주바울교회, 진버들교회, 참사랑교회, 최성희, 한남희, 한명수, 한무리교회

교직원 정기 후원자 (월 5,000원~160,000원)
강기웅, 강대호, 강성, 강성수, 강승묵, 강예자, 강응관, 강인선, 강종순, 강홍석, 강흥구, 고상철, 고선우, 고준석, 공경태, 구도훈, 권경옥, 권규식, 권수태, 권용석, 권창국, 권형준, 권호인, 김갑룡, 김건우,
김건회, 김경훈, 김광국, 김광혁, 김광회, 김남희, 김노창, 김대욱, 김동민, 김명식, 김문택, 김미은, 김미진, 김방근, 김범영, 김병기, 김병오, 김보경, 김봉석, 김상기, 김상진, 김수아, 김수인, 김승곤, 김승우,
김승종, 김연정, 김영민, 김영신, 김영진, 김영형, 김용욱, 김유영, 김윤홍, 김은수, 김은주, 김인규, 김장순, 김정수, 김정임, 김정호, 김종진, 김주란, 김준영,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창권, 김창민, 김현영,
김호준, 김홍건, 김홍렬, 김효진, 김희주, 남기창, 남수정, 남영민, 남일봉, 노동선, 노성호, 류경호, 류두현, 류세영, 류승요, 류인평, 문성철, 문웅, 문웅성, 문홍진, 민계홍, 민규식, 민명선, 박강훈, 박경수,
박경자, 박규남, 박균철, 박기범, 박대연, 박두리, 박병도, 박보람, 박상업, 박성희, 박소연, 박순권, 박승환, 박영하, 박윤조, 박은영, 박종승, 박종찬, 박주영, 박준완, 박지하, 박찬록, 박현수, 박현정, 백광호,
백민경, 백상용, 변종원, 변주승, 봉필훈, 서광수, 서미자, 서상우, 서승완, 서은혜, 서재복, 서화자, 성승택, 성태경, 소현성, 소혜진, 손지훈, 송광인, 송기안, 송민근, 송태진, 송해안, 신명철, 신숙경, 신익수,
신정규, 신청우, 신현욱, 심동희, 심선화, 심세보, 심영국, 심우석, 심정하, 심준영, 안동인, 안병주,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양병선, 양정현, 양정호, 양창문, 엄수원, 염연실, 오재록, 옥지호, 왕석순, 우영근,
원종섭, 원종임, 원한식, 유경민, 유규선, 유기선, 유승만, 유인규, 유인영, 유평수, 윤마병, 윤찬영, 윤평강, 이강로, 이강인, 이근호, 이기훈, 이난, 이남종, 이덕수, 이동근, 이동영, 이명규, 이명숙, 이방식,
이병순, 이상곤, 이상균, 이상옥, 이상우, 이상행, 이생주, 이석한, 이석현, 이선재, 이송근, 이수진, 이숙, 이숙경, 이승기, 이영재, 이옥인, 이완권, 이용노, 이용욱, 이용하, 이윤경, 이의평, 이일주, 이재민,
이재수, 이재운, 이재환, 이정상, 이정희, 이존걸, 이종우, 이종화, 이주원, 이지원, 이진석, 이해성, 이혁주, 이현주, 이호준, 이희중, 인병진, 임기섭, 임도하, 임성진, 임애란, 임양미, 임영세, 임용민, 임현정,
장선일, 장원길, 장현애, 장형국, 전기흥, 전영덕, 전오성, 전용석, 전재홍, 전준구, 전진성, 전철, 전한덕, 전효진, 정경화, 정낙훈, 정동조, 정명채, 정수경, 정용준, 정원기, 정은영, 정재우, 정진원, 정호연,
정흥진, 정희준, 제혜금, 조강주, 조동기, 조동영, 조성환, 조일영, 조정근, 조현준, 조혜경, 주미현, 주송, 주정아, 진연경, 차경희, 차진아, 채수정, 최경호, 최광근, 최동주, 최범식, 최복천, 최선희, 최설희,
최영기, 최용욱, 최은복, 최인순, 최재환, 최종수, 최준영, 최지원, 최지은, 최진희, 최창용, 최충석, 최현욱, 최현하, 최형운, 최흥식, 캐티차, 태강수, 하영우, 하정, 하헌일, 한광현, 한남희, 한동숭, 한동욱,
한병수, 한승룡, 한진연, 한태종, 허명륜, 허헌, 홍성덕, 홍안기, 홍용, 홍지영, 홍현미라, 황선문, 황요한, 황인갑, 황인수, 황혜연

CMS(정기 후원) 후원자 (월 1,000원~250,000원)
㈜케이원관광개발, e-석쇠한판 본점, 감천수, 강경오, 강나온, 강대근, 강미애, 강민우, 강사라, 강성미, 강성춘, 강소영, 강수나, 강시후, 강신관, 강에스더, 강용주, 강원호, 강유민, 강유진, 강인원, 강인주,
강일신, 강지전, 강찬들, 강찬솔, 강찬슬, 강태욱, 강해인, 강혜숙, 고경만, 고명희, 고영민, 고재엽, 공애은, 공인식, 공호선, 곽은영, 구하라, 국방호, 궁, 권광일, 임지영, 권영주, 권은희, 권재성, 권재현,
권준희, 권지은, 권효정, 권흥주, 금미숙, 기명순, 기명옥, 김가람, 김가윤, 김갑순, 김견고, 김겸손, 김경민, 김경수, 김경호, 김귀래, 김기량, 김기정, 김남주, 김덕원, 김동관, 김동현, 김동호, 김동휘, 김명숙,
김명옥, 김미숙, 김민규, 김민성, 김민지, 김민혁, 김범일, 김병곤, 김병록, 김병수, 김붕열, 김상기, 김상철, 김상학, 김선례, 김선화, 김성군, 김성례, 김성미, 김세회, 김소민, 김소연, 김소영, 김수춘, 김수현,
김숙현, 김순덕, 김순정, 김승명, 김신곤, 김아름, 김양순, 김여원, 김연희, 김영란, 김영빈, 김영수, 김예하, 김옥선, 김용문, 김용철, 김용희, 김유미, 김윤자, 김윤희, 김은경, 김은지, 김은택, 김은희, 김이한,
김익수, 김재주, 김재훈, 김정각, 김정숙, 김정완, 김정현, 김종욱, 김주희, 김준회, 김지수,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지훈, 김진제, 김찬영, 김창민, 김태연, 김학승, 김학진, 김한결, 김행순, 김현미, 김현우,
김형태, 김혜란, 김황금잔디, 김희경, 꾸찌뽕시대, 나원종, 남화진, 노가을, 노상열, 노숙자, 노순자, 노승우, 노승현, 노채원, 농부마트, 닭갈비제작소, 더반, 돼지저금통, 드롭탑 전주신시가지점, 류호준,
리버스카페, 마덕은, 마루벌돌구이, 마성훈, 만찬외식이벤트, 맘스터치, 모악장례문화원, 문구원, 문기오, 문명성, 문은경, 문진수, 문희경, 박가화, 박기훈, 박길례, 박노진, 박대규, 박도영, 박두리, 박두진,
박미라, 박미숙, 박미연, 박미화, 박미희, 박민근, 박보연, 박상득, 박상우, 박상필, 박상흠, 박상희, 박선미, 박성묵, 박성현, 박세웅, 박소영, 박송자, 박수현, 박수홍, 박숙영, 박시용, 박시현, 박양태, 박연아,
박영지, 박영진, 박영희, 박용수, 박용한, 박은샘, 박은정, 박인상, 박재원, 박정애, 박정의, 박종만, 박종연, 박종예, 박종태, 박종혹, 박종훈, 박준규, 박준상, 박준하, 박찬화, 박채정, 박초용, 박학, 박한민,
박현, 박형금, 박형옥, 박혜란, 박혜지, 박혜진, 방성이, 배미양, 백경환, 백승록, 백옥현, 백용선, 백지선, 백진우, 본도시락 전주전북도청점, 부재율, 서강원, 서곡세꼬시장어마을, 서명희, 서미, 서연실, 서정옥,
서주안, 서주원, 서철원, 설주희, 성용, 성은경, 성태주, 소은광, 손년균, 손명숙, 손용욱, 손원경, 손유리, 손지숙, 손한을, 송덕재, 송라미, 송민성, 송수정, 송진규, 송하나, 송희선, 신경자, 신성호, 신옥선,
신은경, 신종필, 신찬호, 신현호, 심동훈, 심성민, 심용식, 안대현, 안성기, 안영국, 안은정, 안정미, 안중만, 안지섭, 안진한, 양복순, 양성용, 양성은, 양순이, 양승민, 양영철, 양의문교회, 양인순, 양현욱,
연용흠, 염창근, 예수닮은교회, 오광철, 오권택, 오나경, 오수빈, 오수정, 오영란, 오유애, 오이레, 오재수, 오준영, 오지훈, 오현석, 오혜민, 오황제, 온국화, 온영범, 용의식, 용환빈, 원동휘, 유상민, 유은지,
유일경, 유재홍, 유진호, 유채현, 유현석, 유현선, 유효수, 육백수, 육일식당, 윤명희, 윤석호, 윤양숙, 윤재홍, 윤진, 윤현필, 은혜풍성한교회, 이가희, 이건우, 이경님, 이경미, 이경식, 이경환, 이광일, 이금영,
이길환, 이동성, 이동현, 이동호, 이동환, 이두례, 이두성카클리닉, 이명숙, 이미애, 이민지, 이보미, 이보혜, 이복순, 이상교, 이상순, 이상진, 이상훈, 이서연, 이선순, 이선형, 이섬민, 이성열, 이성자, 이성재,
이성철, 이세진, 이수진, 이숙원, 이슬, 이승용, 이승필, 이시원, 이연복, 이연옥, 이영란, 이요셉, 이용기, 이용인, 이원근, 이유정, 이윤정, 이은경, 이은선, 이은영, 이은주, 이은희, 이이순, 이인숙, 이재신,
이재우, 이재준, 이재환, 이정선, 이정순, 이정욱, 이정자, 이정현, 이종호, 이주미, 이주환, 이준형, 이중근, 이지은, 이지현, 이지환, 이진석, 이진성, 이진영, 이진호, 이진희, 이채빈, 이춘자, 이탁원, 이하영,
이향란, 이현규, 이호빈, 이호인, 이호찬, 이후남, 이희영, 이희주, 이희준, 임동성, 임순영, 임종길, 임찬빈, 임태은, 임희정, 자전거아울렛, 장규현, 장덕순, 장복열, 장성구, 장성호, 장영석, 장운, 장은섭,
장정훈, 장지연, 장지훈, 장청송, 장태관, 장태숙, 장태영, 장한두, 장한영, 장해은, 장형국, 전경이, 전민, 전수경, 전영배, 전예은, 전용주, 전점례, 전주더풍성한교회, 전주순복음중앙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전주초대교회, 전주효자맛찬들왕소금구이, 전지영, 전현숙, 정경래, 정다운, 정동영, 정미자, 정미진, 정상호, 정솔, 정순자, 정승, 정연호, 정용범, 정우만, 정유순, 정윤희, 정유진, 정이자, 정인가든, 정종윤,
정지오, 정진원, 정창면, 정하승, 정현자, 정현철, 정혜림, 정혜연, 정호균, 정호연, 정희선, 정희준, 조경석, 조귀연, 조민경, 조병용, 조성은, 조성재, 조연자, 조영길, 조영열, 조영진, 조영휘, 조옥희, 조은숙,
조은희, 조인구, 조재경, 조태희, 조현, 조혜경, 조흥만, 주경조, 주되심교회, 주진숙, 주현경, 지미선, 지원근, 진진화, 차동훈, 차희아, 천승현, 청학동버섯전골, 최가돈, 최강현, 최규훈, 최기우, 최기준, 최길태,
최명주, 최미경, 최미숙, 최상일, 최성희, 최수연, 최승연, 최시온, 최예찬, 최원식, 최월순, 최유빈, 최윤성, 최은석, 최은주, 최인석, 최일, 최재선, 최종혁, 최주희, 최청기, 최청림, 최학송, 최해석, 최현석,
최현진, 최호근, 추원호, 추협엽, 탁소형, 토궁, 폰팜, 풀꽃세상, 하영하, 하태현, 한갑순, 한경하, 한국소, 한권수, 한동훈, 한명수, 한민수, 한상훈, 한영선, 한영희, 한우당, 한재우, 한종원, 한진연, 한진옥,
한창수, 한창희, 할매곰탕, 행복한도로케, 허영남, 허지윤, 홍루몽, 홍문표, 홍석주, 홍수남, 홍순일, 홍애린, 홍오경, 홍의주, 홍제영, 홍제인, 홍주일, 황규성, 황선주, 황슬빈, 황은진, 효자장례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