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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푯대를 향하여(Toward the Goal!)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조선시대 화가 최북(崔北, 1712~1786(?))의 그림 기우귀가(騎牛歸家) [한국화: 지본담채(紙本淡彩)기법/ 24.2x3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들을 종합, 게임, 뉴스, 사회, 드라마, 예능, 영화 분야에서 선별하였다.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 그리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코로나19 시국이 끝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 기획: 백진우 주간 /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관련기사 16면에 계속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
전주대가 지난 5일과 7일, 2차례에 걸친 등
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0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
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은 228,000원에서 50% 인하된 114,000
원의 입학금을 납부하면 된다.
수업료는 2015학년도에 확정된 금액인 학
기당 인문계 302만 원, 이공계 394만 5천
원이 올해에도 유지된다.

전주대 조동영 기획처장은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입학금을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게 됐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주 및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금전적 고민 없이 학
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계획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2021학
년도 1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업방식이 다르게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수업이 대면으
로 이뤄진다. 1차시와 2차시 모두 강의실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 밀집도는 2/3가 원칙이다.
1.5단계~2.5단계에서는 On&Off(혼합수
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시는 동영상 또는
실시간 즉, 온라인에서 강의가 진행되며 2차
시는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이때 온라
인 강의와 대면 수업이 1차시와 2차시로 고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수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밀집도는 1/3이
원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수업
중 거리두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강
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원격수업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1차시와 2차
시 모두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방식과 1차시와 2차시 모두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 방식, 1차시는
동영상으로 2차시는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On&On 방식 중 하나로 이뤄지게 된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준수사항 안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내 감염
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공지 시까
지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학교를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에 한
해 전주대학교 어플리케이션(APP) 내 자
가 문진표를 의무 작성하고, 소속 행정실
을 경유해서 확인받은 후 출입 가능하다.
현재 우리 대학은 건물별 교직원증 카드
태깅으로 건물별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
다. 또한, 출입 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열화상카메라와 온도
계를 통한 발열 체크, 건물별 출입 QR코
드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 운영 및 정책 결정
관련 회의를 제외하고 교내의 모든 행사
와 회의를 자제해야한다. 회식을 포함한
식사 모임과 불필요한 출장 또한 금지된
다. 만약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
부서 및 학생지원실(063-220-2819)
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내 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단과

대학 주요 건물은 학생은 건물 출입 권한
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출입해야하는 경
우 행정지원실을 경유해서 확인 후 출입
할 수 있다. 이때 잔류 시간은 최대 10분
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단과대학의
휴게 공간 및 고시반 등은 폐쇄를 유지하
고 있다.
교내 다중 이용시설 또한 운영이 제한된
다. 도서관은 열람실을 폐쇄하고 도서 대
출 폐가제로 운영된다. 박물관과 휘트니
스센터는 휴관 중이다. 골프연습장은 개
관하고 있다. 학생회관 내 편의 시설은
출입 시 QR코드 촬영을 필수로 해야하
고 실내 취식이 불가하다. 편의점과 카페
는 포장만 가능하다. 은행과 우체국도 운
영 중이다.
한편,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신상정보나 추측 등 유언비어를 유
포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 관련 법
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학내 구
성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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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가족교회,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문화센터 개원
더온누리교회, 비영리단체 굿윌센터 통해 전주대 유학생 적응 지원

더온누리교회(담임목사 정용비)가 전주대 후
문 근처에 굿윌센터를 열었다. 이는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
한 것으로, 이달 5일(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굿윌센터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 문화공
간으로서 1층은 “선뜻” 카페, 2층은 “문화센
터”로 이뤄져 있다. 카페에서는 저렴한 비용으
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고, 문화센
터에서는 한국어 학습지도 및 문화교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담 전문가를
통해 학업 및 생활 지원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
어 관공서 출입이나 병원 진료 등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유학생 진과(상담심리학과)는 “꿈을 이
루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 있어서 너무 외로운데 집 근처에 문화센터
가 생겨 너무 좋다.”라고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지역교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을 찾은 유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
하다. 굿윌센터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
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원 박상규(info@jj.ac.kr)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산학협력 EXPO 우수기관 수상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주송 교수가 이
끄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
가 지난 12월 10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주최한 2020 산학협력 EXPO의 성공적
인 개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우수
참여기관 표창(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
하였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에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출범하였으며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이 주관 기관을
맡고 있다. 출범 이후 드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회는 지난 12월 3일에 20개 대학(27

개 팀)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대학스포츠대회
를 전주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했다.
대신 시범적으로 경기 규모를 축소한 드론클
래쉬 캠퍼스 리그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었
다.
주송 교수는 “코로나19로 드론스포츠 대회
를 축소하여 진행하였지만 한국대학드론스포
츠대회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21년에는 더 내실 있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지난해 학생회비, 어디에 쓰였을까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21년, 어느 때보다 건강을 소망하며 밝은
새해를 맞이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대 가득한 2021년 대학생활을 계
획하기 전에 지난해 우리가 낸 학생회비가 어
떤 곳에 쓰였는지 확인해보자.
지난해 12월 29일, 2020학년도 FLOW
학생회는 페이스북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공
개했다. 총학생회 총예산은 19,796,963원
이었다. 1학기 지출액은 5,647,270원, 2학
기 지출액은 12,695,817원이며 잔액은
1,453,876원이다.
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방학 중 가예산 신청 2,279,090
원, 학생회실 비품구입, 학생회관 화장실 환경
조성, 온라인 행사, 제휴업체 비품구입, 미화
선생님 복지사업으로 총 5,647,270원을 사
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행사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학생회실 비품 및
대여물품 구매, 단체복 추가구매 , 총학생회실
프린트 대여, 강의실 환경개선 사업, 나에게
쓰는 편지 행사, 온라인 한가위 행사, 온라인
국토 대장정 행사, SNS 팔로워 행사, 사원증
제작, 제휴업체 홍보 행사, 교내 환경 개선 사
업, 심야극장 행사, 제휴업체 길라잡이 영상
제작, 전북 현대 굿즈 이벤트, 미화 선생님 복
지사업으로 총 12,695,817원을 사용했다.
총학생회 주최 행사들과 교내 환경 개선 사업
에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의 학생회비도 공
개했다.
인문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14,620,360원,
지출액 10,253,605원으로 잔액 4,366,753
원이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22,794,304원,
지출액은 19,979,691원으로 잔액은 2,814,613원
이다.
경영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16,980,256원,
지출액은 9,416,666원으로 잔액은 7,563,582
원이다.
공과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31,341,387
원, 지출액은 19,235,542원으로 잔액은
7,048,061원이다.
의과학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18,943,757원,
지출액은 10,164,257원으로 잔액은 8,779,500
원이다.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21,128,144원,
지출액은 17,108,250원으로 잔액은 4,019,894
원이다.
문화관광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21,128,144원,
지출액은 17,108,250원으로 잔액은 4,019,894
원이다.
사범대학 학생회의 총예산은 4,547,450원, 지
출액은 3,055,250원으로 잔액은 1,492,200
원이다.
학생회비의 합리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위해
서는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용내역은 페이스북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페
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작업치료학과, 2020년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
2020년도 제48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학생 38명 전원
이 모두 합격했다.
이는 교수와 학생들의 열정이 모두 함께 어
우러진 결과이다. 작업치료학과는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밀착 지
도하며 다양한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해 왔다.
작업치료학과장 유인규 교수는 “우리 학과는
지난 10년 동안 교수, 학생의 노력으로 놀라

운 성장을 해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구성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노력해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신설된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는 매년 작업치료사 합격률 90% 이상을 유지
해오고 있다. 학과 졸업생들은 병원 등 의료기
관에 진출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매년
80~90%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동킥보드 그 위험한 질주,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
드와 전동휠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공유 앱(app)이 생기면서 전동킥보
드를 별도의 구매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
쿠터(GCOOTER)’와 ‘씽씽(XING XING)’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
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은 채 관
련 사고만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 수칙 무시되는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운행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
지만 캠퍼스 내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는 찾
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유 앱을 통해서 전
동킥보드를 대여하기 때문에 안전모의 사전
준비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 전동
킥보드가 교내 곳곳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보
행자나 차량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로수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곳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중앙이나 건물 입구 앞,
차도, 주차장 중앙 등에 주차해 통행자가 불
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에 전동킥
보드 전용 거치 구역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올
바른 전동킥보드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
해 보인다. 이 밖에도 한 대의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인도로 주행해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일부 전동킥
보드 이용자가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빠
르게 달리는 것을 보며 자신과 부딪힐지도 모
른다는 생각에 무섭다며 학교 측에 단속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 우려돼
기자는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에 미숙
한 사용자들이 주행 중 급브레이크 또는 도
로 요철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진 것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킥보드
뒤로 차량이 따라오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학교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여러 건의 전동킥
보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밤 시간대에
학교에 있던 모 학우는 몇몇 학생들이 사람

이 많은 시간을 피해 시속 25km 이상 과속
운전하거나 음주 후 2인 탑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역주
행이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등의 위험한 질
주를 시도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부터 시행됐으나 만 13세부터 운전할 수 있
고, 운전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주행할 수 있
어 위험성 논란을 낳았다. 결국, 정부는 도로
교통법을 재개정해 오는 5월부터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구 의무
화가 실시된다. 또, 대학 내 최고 속도는
20km로 제한되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한
대에 2인 탑승하거나 안전모 없이 주행할 경
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학과 박영하 교수는 개인형 이동 장치
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누구든지 도로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
히 위험하다며 간단한 시험을 치르는 등의 면
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
여 운전자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전동킥보드 주행자와 비주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공유 킥보드 업체가 협
력하여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바이다. 안전
수칙과 더불어 탑승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
식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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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진,
해외 방문 경험 없는 첫 사례
이달 8일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
하 방대본)는 전날 0시 기준 영국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3명은 지난 2일 확진된 9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족으로, 해외 방문
이력 없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
족 중 일부는 동거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례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가족 간
접촉이 입국 이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도중 감
염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
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입국 후 이동 과
정에서 가족들이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9번째 확진자와 그
가족들은 가족 외에 접촉자가 없어 지역사회

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남아공 변이 바
이러스 감염자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14명,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명으로 총 15명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영국발 입국자로부터 국내 첫 영국 변이 바
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힌 이후 9명이나 늘
어난 추세이다.
첫 확진자들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 거주
하다 입국했으며 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감
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가격리 중 사
망해 사후 확진된 경기 고양 거주 환자가 4
번째, 영국에서 아랍 에미리트를 거쳐 12월
24일 입국한 환자가 5번째로 확인됐다.
6~8번째 확진자는 4번째 확진자의 가족들

상자 속에는 70,128,980원(오만원권
1,400장, 500원 138개, 100원 동전
575개, 50원 24개, 10원 128개)과 함께
“지난해 저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죄송합니
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뉴스 3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나버렸잖아? 이제 엄마
한테 죽었다...

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9번째 확진
자는 12월 19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다음 날 20일에 확진됐다. 10번째 확진자
는 남아공에서 아랍 에미리트를 거쳐 입국
했으며, 이어 11번째, 12번째 확진자까지
확인됐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금 설상가상으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와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는 재난 문자
와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 또한 불안의 원
인이다. 소규모 연말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
며 적극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야 한다.
박현철 기자(phch1100999@jj.ac.kr)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 21년째 선행
전라북도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21년째 이어졌다. 전주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11시 24분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센터 주변 골목
길에 A4용지 상자를 놓아두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
해보니 실제 상자가 있었고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해마다 연말이면 선행
을 베풀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코로나19 사
태,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절도사건에도 불
구하고, 올해도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러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째, 21차
례에 걸쳐 기부한 액수 6억 6,850만4,170
원을 더하면, 전체 누적액은 7억 3,863만
3,150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
사와 천사 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
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09년 12월 얼굴 없는 천
사의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확
산하도록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
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
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
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웠다.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본받자
는 뜻에서 숫자 천사(1004)를 본따서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고교 친구
사이인 30대 중반 2명이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16만 3,510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번호를
적어둔 주민의 제보로 범인들은 4시간여 만
에 붙잡혔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과 고난들이 많은 날들
이지만, 아직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따뜻하
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버텨내면 더 행복한 나
날들이 펼쳐질 것이다.
박정현 기자(pakjh0914@jj.ac.kr)

뭐? 지난달까지였는데
지금 확인한 거야?
그래도 다행히 으이구!

정말?
무슨 방법인데?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

국가장학금에는 구제조치가
있어서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 하거든.

구제신청서도 제출해야 하고
2차 신청 기간도 1~2월 사이에
결정되니 수시로 확인 해야해!

잘 알아들었니?
제호야?

응...고마워
제인아...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 퍼피’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거대
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동 제
한과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
이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영국 비비씨(BBC) 방송은 ‘코로나바이러스
는 어떻게 강아지 열광에 불을 붙였나’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영국 내 늘어나는 강아지
입양과 이 현상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한 훈련사는 인터뷰
에서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고민했던 사람들
이 재택을 하는 지금이 강아지를 입양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며,
올해 새로 개를 입양하는 사람이 늘면서 훈
련소가 붐비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충
동적인 강아지 입양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람들이 다
시 사무실로 돌아가고, 집을 비우기 시작하

면 강아지는 홀로 집에 남겨진다. 섣부른 입
양으로 인한 반려견의 파양이나 유기가 우려
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견종이 미
디어에서 화제가 되면 곧바로 시장에 대량
공급된다. 그리고 그다음 휴가철, 유기견 보
호소에는 그 특정 종이 유독 붐빈다. 특정 품
종의 수요가 증가하며 ‘강아지 값’이 폭등하
고,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도 문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높은 강아지 값이 밀
수나 절도, 강아지 공장을 조장할 수 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들이는 것은 쉽게 결정
할 일이 아니다. 개의 평균수명은 약 15년임
을 감안하면 주거 형태, 가족 구성원의 동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려견의
습성과 행동 특성 등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강아지
를 물건 사듯 유행이나 상황에 휩쓸려 키우
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명을 돌보는 일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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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기업 취업
지역공기업
취업 뽀개기
뽀개기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는 국가 전체로 볼 때 효율적인 측면이 있긴 했지만 지역간 불균형에 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정책을 세우고 지역발전 및 분권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전환으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보통 해당지역 거주민을
주로 채용한다. 이와 같은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지역인재가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출신 졸업자들이 해당되고 이전지역 지역
인재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본사가 해당지역(예를 들어 전주, 나주)으로 이전했을 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 졸업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
북개발공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지
적공사, 국립농원과학원 등 전북이전 공공기관 12곳이 있으며, 여기에 전북기반 공공기관 13곳을 더해 총 25기관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 채용 정보를 다뤘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국민연금공단의 전형절차는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2배
수) → 인성검사, 증빙서류 등록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임용
으로 이뤄진다. 서류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공인어학성적을 본다. 자기소개서는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하는 “창
의인”, 계속 성장하고 창출하는 “전문인”,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
인”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므로 자신이 어떤 핵심가치에 어울
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직의 교육사항으로는 경영경
〮제, 법행
〮정, 사회복
〮지, 인문 등 기타 직무관
련 교육사항이 포함된다. 총 4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해, 분야별로 5개 과목을 기재할 수 있다. 기재사
항에는 학점에 따라 A, B, C의 등급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대학 학부까지의 교육사항만 인정하
며, 직업교육은 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인정 자격증은 분야별로 전문, 정보, 사무1, 사무2, 사무3이 있으며, 분야별 자
격증은 중복기재가 가능하다(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시기재는 불가). 가장 기본적인 컴
퓨터활용능력과 한국사능력검정은 꼭 취득할 것을 추천한다. 서류전형의 마지막은 공인 외국어성적 기준점수
이다. TOEIC은 700점 이상만 맞으면 10점이 부여되므로 3, 4학년 때 단기간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
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토지 및 주택판매, 임대주택
운영 수익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운
영사업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및 주택판매로 그 손실을 충당하고 있다. LH의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온라인 인정성검
사, AI면접) → 최종발표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선발인원의 30배수를 뽑으며, 가산점을 제외하고 40점 이
상 득점자에 한해 합격 처리를 한다. 가점은 특별 우대 가
산점(이전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5%)과 일반 우대 가
산점이 있다. 일반 우대 가산점은 사무직의 경우 학력, 전
공에 제한이 없으며 전문(전산, 지적, 문화재) 분야는 모집
분야의 전공, 자격증이 필요하다. 기술직의 경우 토목, 조
경, 환경, 교통 등 세부 분야로 나누어지며 해당 분야 관련
최소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형방법 및 절차는 역량기반지원서접수 →
필기전형(직무지식검사, 직업기초능력) → 면접전형(역량면접) →
합격자 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임용순으로 진행된다. 자기소
개서는 직무 관련 교육, 자격,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산점은 직무지식
검사 만점의 퍼센테이지로 가산된다. 크게 취업지원 가점, 자격 가
점, 경력 가점으로 나뉜다. 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동일 자격의 경우 하나만 인정되며,
최대 4%까지 인정한다. 필기시험 중 직무지식검사는 지척측량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는 남성지원자가 많지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가 적용되어 여성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의 가치를 더하는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
더로서 전기안전망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직원의 인재상은 함께하
는 인재, 창조적인 인재, 전문가형 인재가 요구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 시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
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솔선수범, 자기개발, 자기통제력, 세밀한 일
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솔선수범은 근거를 기술할 때 자신의 노력
을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보여줘야한다. 자기개발은 자신
이 지원한 직무를 고려해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적절한 역량을 선정해야 한다. 자기통제력은 대인관계와 과도
한 업무량에 따라서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술해야 한다. 끝으로 세밀한 일
처리는 설계 업무 또는 일할 때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자격증은 전기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 등이 있으며, 한국사와 한국어도 가산점으로 인정된다. 3개의 분야
에서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6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시에 매우 유리하다.

전주대학교 취업지원실 임지훈 선생은 공기업
취업의 꿀팁으로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
람들의 모임) 가입, 내가 가진 조건으로 가장 맞
는 기업리스트 작성, 졸업 전 최소한의 스펙 쌓
기, 약점 보완, 스터디 모임 가입 등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회사
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최대 10개~20개
정도가 좋다. 공기업마다 시험에 차이가 있어 본
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가장 잘 맞는 기업리
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지 좋아
보여서 공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선구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입사지원서의
트렌드는 본인이 수강한 과목 5개 정도를 서류
제출에 기입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영지원을 채
용한다면 경영지원, 인적자원관리, 회계원리, 경
영인사관리 등의 수업을 적는다). 기업리스트를
적을 시 3년 치의 공고문을 보고 어느 부서에서
채용을 많이 했는지 추가로 체크해 놓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자료를 분석해서 포트폴리오
를 만들면 좋다. 또한, 네이버 공준모 사이트에

가입하여 업로드되는 게시물을 체크하고 시야의
폭을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넓혀 도전해야
한다. 재학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준비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를 권했다.
공기업은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안정성
을 보장하기 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신의 직장이
라 불린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만큼 진입장벽
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기업은 장기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준
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졸업 후 자격증,
토익, 봉사활동, NCS 등을 시작하면 중도포기
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3학년에
틀을 잡아야 한다. 공기업 필기시험은 당락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절차이다.
NCS의 경우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것이 불가
능하므로 하루에 10문제만이라도 꾸준히 푸는
것이 점수가 오르는 지름길이다. 또한, 해당 공
기업의 인턴, 홍보대사, 공모전 수상자 등의 경
우 가산점 혹은 1회 서류전형 통과 등의 이점이
있으니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를 꼭
살펴보길 권고한다. 전주대 학생들이 자신의 역
량과 직무에 맞는 기업을 찾아 그 기업에서 원
하는 인재가 되어 졸업 후 공기업에 취업하길 바
란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
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행정, 회계, 신재생, 건축설비,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접
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직의 경우 자격증이 특별히 필요하
진 않지만, 기술직은 건축분야 자격증이 필요하다. 건축자
격증은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된다.
필시시험의 경우 NCS, 일반상식, 영어, 행정학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진로 취업지원실, 대학일자리센터
공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안내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관련 한마디: 공기업 취업 합격을 원하는 학생은 지금 바로! 스타센터 241호를 방문해주세요!
순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운영횟수

비고

1

NCS 작업기초능력
교육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
2~4 -문제풀이 방법 및 기술 문제풀이 강의
학년 ▷기업별 NCS 실전 문제풀이, 모의고사
▷공기업 인성검사 및 지원전략 틍강 등

2

NCS 기반 채용 대비
스터디반

대학일자리센터
2~4 ▷입문반(기초이론)/심화반(문제풀이)운영
총 2회 운영
▷NCS 필기시험 대비 희망기업별 스터디 운영
학년 ▷공기업 입사지원서 및 면접 1:1 컨설팅
(1학기, 2학기) 063) 220-4655

3

NCS 공기업 통합
실전 모의고사

▷NCS 공기업 통합 실전 모의고사 시행
3~4
▷공기업 인성검사 및 문제풀이 특강
학년
▷공기업 입사지원서 작성 및 취업성공 전략

1회 운영
(2학기)

4

지역대학 연계
NCS 교육(전라북도)

3~4 ▷NCS 필기특강 (수리 / 문제해결 / 의사소통)
학년 ▷NCS 직업기초능력 봉투 모의고사(4회)지원

1회 운영
(2학기)

5

NCS 집중 교육 프로그램 3~4 ▷한국전력공사 NCS 필기특강
- 수리 / 문제해결 / 의사소통
학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면접특강 및 모의면접 운영

6

▷국민연금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3~4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 이전 공공기관
학년
오픈캠퍼스 운영

전북 이전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총 2회 운영
(1학기, 2학기)

1회 운영
(2학기)

총 2회 운영
(하계,동계
방학)

진로취업지원실
063) 220-4722

진로취업지원실
063) 220-2978

※위 프로그램은 2020학년도 기준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으로 2021학년도 NCS 관련 프로그램은 신규 개설 및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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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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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난해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출소했다. 그의 과거 행적이 주목받
으며 그가 받은 형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논란이 일
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중심으로 형량의 적정
성 여부를 살펴보고, 비슷한 이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의 논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
행 사건이다. 사건 당일 조두순은 만 8세였던 피해자를 납치
해 근처 상가의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중상해를 저질렀다.
질 나쁜 죄질에 더해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 훼손 상태 때문에
당시 대중을 경악시킨 사건이었다. 2009년 9월 24일 대법
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형
을 확정 선고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출소 후 문제
조두순의 출소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끔찍했던 범죄를 상기
시키는 것 외에도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복역 중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 중인 아내에게 돌아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아직 피해자 가
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
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이사는 힘든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두순 격리를 요청하는 국민청
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 출소 전인 9월 23일에 결국 이사를 갔다. 다행히 피
해자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았던 신의진 전 의원이 모금 활
동을 통해 3억 7백만 원을 지원해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도
왔다.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떠났지만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은 여
전하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의 재범 가능
성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조두순이라고 하면 2008년에 있
었던 일명 ‘조두순 사건’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전과 17범이었다. 10대 시절에 저지른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상해치사, 금품갈취 등 평생에 걸쳐 범죄 행
각을 이어왔다. 특히 1983년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
며 성범죄 또한 처음이 아니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에 주민들
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
찰관을 통해 1대1 감시를 약속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
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독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밖
에도 특별치안센터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을 강
화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대검찰청, 대법원 등

주취감경제도
최근 몇 년간 버닝썬, 미투 운동 등 성범죄에 관련한 사건들
이 줄지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외국에
비해 적은 것이 논란이 됐었다.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조명
된 그의 12년 형량도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두순이 12년의 형량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
만, 가장 큰 이유인 주취감경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취
감경제도는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감형해주
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조두순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
는데, 당시 유기징역 제한이 15년까지였음을 고려하면 거의
최대치의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반복되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성폭력 특례
법이 제정되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타 범죄에
는 주취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라리 주취감경제도를 폐지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에는 가중처벌을
하면서 타 범죄에는 감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이 던져졌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017년 3월 29일 인천에서 만 16세 김양이 만 8세 초등
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다. 범인 김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만 18세 박양과 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고 놀이터 공원에
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김양은 시체를 해부한 뒤 일부를 박양에게 건네주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양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색 끝에 김양을 긴급체포했다.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은 방조 혐의만 적용하여 징역 13년이 선
고되었다. 김양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했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최대 형량인 20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
2018년 2월, 30여 년간 300명이 넘는 여성을 성폭행한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가 징역 175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몇백 년의 형량을 선고
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들리곤 한다. 각 범죄의 형량을 누
적하여 총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인데, 만약 다수의 인원을 상
대로 범죄를 일으키면 피해자 각자에 대한 형량이 모두 더해
진다.
워싱턴주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구금 제도가 있다. 죄질이 불
량한 일부 성범죄자의 경우 복역을 마쳤더라도 구금할 수 있
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라는 의견
도 있지만 높은 형량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판 절차와
징역 제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
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
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에도 15
년의 징역(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외에도 강릉 고등학생과 부산 중학
생 폭행 사건이 잇따라 화제가 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미성
년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성인이 미
성년자를 범죄에 연루시켜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속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거
나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달시키는 범행에 동원한 사례
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폐지에 대한 여론이 커져가지만 청와대는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9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년범죄자
66,142명 중 3,509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만약 강력
범죄를 저지른 5.3%의 청소년을 엄중처벌하기 위해 소년법
을 폐지한다면 94.7%의 청소년은 교정의 기회를 잃게 될 것
이다. 이 중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나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청소년
들을 보호할 법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성인 수준의 책임을 물으려면 성인 수준의 권리
또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판
사는 소년법 폐지로 청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지위가 박탈 가능한 대상이 된다면 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선거권 등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한다고 의견
을 전했다. 술과 담배 문제 등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또한 하
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수십 개의 법도 일괄 개정돼야
할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당장은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
폐지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 중 소년법상의 소년 연령을 하향하자
는 등의 의견이 나왔고 강력범죄에 한해서 소년법 적용을 제
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개정의 필요성만큼은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범죄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조두순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에서처럼 가해자를 지키는 법이 아닌 피해
자를 지키는 법으로 바뀌도록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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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식의
문화와 어원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는 것은 붉은팥으로 죽을 쑤어 역
귀를 내쫓는다는 중국의 풍속으로부터 유래한다. 또,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에 앞서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이렇듯 우
리나라 음식에는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가 추측하
기에 다양한 풍습과 설화가 얽혀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
에 얽힌 유래와 속설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글 :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일러스트 :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1

첫 번째 이야기 ‘비빔밥’

비빔밥은 전주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유명하다. 건강식품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외국인들
에게 인기 있는 한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비빔밥이 언제부터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다. 비
빔밥은 어지럽게 섞는다는 의미로 ‘골동반(骨董飯)’이라고 하고, 궁중에서는 비빔이라고 불렀다. 비빔밥은
19세기 말의 문헌인 <시의전서(時議全書)>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꽤 오래전부터 먹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예로부터 제사를 마치고 제상에 놓은 제물을 빠짐없이 먹는 신인공식(神人共食)을 중요시했다. 산신
제나 동제 등은 집에서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식기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워 그릇 하나에 여러 가
지 제물을 비벼서 먹게 되었다고 추측했다. 이에 비빔밥은 제삿밥에서 발달했다는 음복설이 생겼다. 지
금도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자시에 음복례를 지내고 젯메와 제상에 올린 적·숙채·간납 등을 넣고 밥
을 비벼서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다. 또 다른 속설로 섣달그믐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부엌 찬 간에 있
는 묵은 음식이 그대로 해를 넘기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묵은 밥에 반찬을 모두 넣고 비벼서 나누어 먹
는 풍습이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재료를 섞거나 오래 끓여 먹는 방식에 익숙했다. 이
러한 식습관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돼 오늘날의 비빔밥으로 이어졌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2

두 번째 이야기 ‘설렁탕’

뽀얗고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토렴해 먹는 맛이 일품인 설렁탕은 그 어원과 유래에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1940년에 집필된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이라는 책에서 설렁탕의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친경할 때 갑자기 심한 비가 내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형편에 배고픔을 못
견딜 지경에 이르렀고, 친경 때 쓰던 농우를 잡아 맹물에 넣어 끓여서 먹으니 이것이 설농탕이 되었다
고 쓰여 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매년 음력 2월에 선농단(先農壇)에 나가 제사를 지내고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여 농사의 소중함을 알렸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선농단이 선농탕에서 설렁탕으로 변
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종 때 작성된 <오례의>에 의하면 세종이 실제 친경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설렁탕의 기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설렁탕의 기원을 연구한 여러 학
자는 몽골어로 고깃국을 ‘슐루’라 해 이것이 고려 시대에 ‘슐루탕’이 되었다가 설렁탕으로 음운 변화했다
는 설과 고기를 설렁설렁 넣고 끓였다고 하여 설렁탕이라고 불렀다는 등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3

세 번째 이야기 ‘고추’

고추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고추가 일본에
서 온 독이 있는 식물로 ‘왜겨자(倭芥子)’라고 불리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는 고추가 지금처럼 식품으
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18세기에 집필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고추 재배와 고추
장 담그는 법이 나와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고추가 우리나라 음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고추를 갈아 나물의 조미료로 사용하거나 마른 고추는 가루를 내어 김치의 양념, 고추장을 담갔
다. 국과 찌개에 들어가는 고추 양념은 좋은 조미료가 됐다. 고추의 등장은 우리의 식생활의 면모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는 고추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후추, 천초, 생
강 등의 향신료만을 활용한 흰 색깔의 모습이었다. 고추의 유입 이후에 해물, 젓갈, 고추 양념 등을 풍부
하게 사용하여 숙성시킨 김치가 오늘날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로 점차 발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추
에 다양한 속설과 민속적 의미까지 담아내고 있다. 고추의 생김새가 남아의 생식기와 비슷해 태몽으로 고
추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또, 고추의 붉은 색깔이 태양, 불을 상징해 잡귀를 쫓는다고 믿
어 벽사(辟邪)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장을 담근 뒤 새끼에 빨간 고추와 숯을 꿰어서 독 속에
넣으면 장맛을 나쁘게 만드는 잡귀를 쫓아낸다고 믿어 실행해왔다.

*친경: 왕이
*친경:
왕이 직접
직접 농사를
농사를 짓는
짓는 모범을
모범을 보여
보여 백성에게
백성에게 농업의
농업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식시키고 널리
널리 농업을
농업을 권장하기
권장하기 위하여
위하여 행하는
행하는 국가의식.
국가의식.
*참고 문헌:
문헌: 음식
음식 고전
고전 옛 책에서
책에서 한국
한국 음식의
음식의 뿌리를
뿌리를 찾다,
찾다, 한국
한국 음식
음식 그 맛있는
맛있는 탄생,
탄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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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관리양성의 산실, 전주향교

▲ 전주향교 전경

■향교의 개요
조선시대에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한양에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두었고, 중등교육
기관인 중앙의 4학과 지방에 향교를 두었다.
사학은 중등기관인 서원과 초등기관인 서당
이 있었다. 향교는 유학의 소양을 갖춘 관리
양성 위한 고등, 중등교육기관 이었으며, 조
선 건국 후 1읍 1교를 원칙으로 329개 고을
에 향교를 건립하였다.
향교에는 제향공간과 교육공간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제향공간은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있으며, 교육공간
으로는 명륜당(明倫堂)과 그 앞의 좌우에 동
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동재와 서재는
학생들의 기숙사이며, 평민의 자제도 향교에

입학이 가능하였다.
향교의 교관은 6품 이상의 교수(敎授), 7품
이하의 훈도(訓導), 생원·진사인 교도(敎導)
가 있어 중앙에서 파견하며, 학장은 관찰사
가 임명한다. 향교는 양반과 양인 모두 입교
가 가능하고, 교생은 대도호부, 목에 90명,
도호부에 70명, 군에 50명, 현에 30명이
배정된다.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향
교 크기에 따라 향교전이 지급된다.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전주향교는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시 교동
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향교의 본래 위치는
현재 경기전 근처였으나 경기전을 세우게 되
자 주위가 번잡하다고 하여 1410년(태종

10)에 화산동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뒤
1603년(선조 36) 순찰사 장만과 유림들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다.
향교의 구성은 서울의 성균관을 모방하여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외삼문, 명륜당,
장판각, 제기고, 수복실, 계성사, 양사재, 사
마재, 수직실, 만화루 등이 있으며, 전묘후학
(前廟後學)의 배치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대
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정
면에 일월문이, 그 앞에 만화루가 있다. 대성
전 뒷담을 사이에 두고 명륜당이 있고 서쪽
으로 장서각, 계성사, 양사재, 사마재가 있으
며, 주위에 고직사 등 여러 건물들이 있다.
특히 5성의 부친 위패를 봉안하는 계성사는
다른 향교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며, 중국
의 예를 따라 1741년에 건립되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중국 4성과
10철, 송의 6현을 제향하고 있으며,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의 제자를 비롯한 중국의 유학
자 7명과 한국의 18현 등 총 25명을 제향
하고 있다. 대성전의 구조는 정면 3칸·측면
2칸으로 정면 3칸에는 널문을 달았으며, 도
리기둥에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정면 5
칸·측면 3칸의 규모로 좌우 1칸씩은 눈썹

▲ 대성전(공자존영)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1. 우리 학교의 상징 동물.
3.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간행물을 사서 읽는 사람.
6.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7.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9. 옮겨 감.
10. 돌로 만든 관(棺).
11.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음을 이르는
사자성어.
13. 시간 간격을 두고 이따금.
14. 집안이 평화로우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짐.
17. 대학에서 강의와 강의 사이에 강의가 비는
자유로운 시간. 우주대○○.
20. ○○○○이라더니, 아들 녀석도 남편을 닮아
고집이 무척 세다.
21.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

세로
2.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들음.
3.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종목.
4. 단과대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학교 건물.
5.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이름.
8. 백제(百濟)의 마지막 왕.
10. 예전에 사용하던 연료. 지질시대의 식물이 퇴적된 후
열과 압력 작용을 받아 변질되어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 ○○발전.
12. 먹의 짙고 엷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정선(鄭敾)이 이를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함.
13. 왕의 아들. 병명(病名)으로도 사용됨. ○○병.
15. 염상섭의 중편소설. 원제는 묘지(墓地)였음.
18.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
19. ‘사전(辭典)’을 우리말로 다듬은 새로운 토박이말.
동명의 영화도 있음.
20. 새의 주둥이.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월 26일(화)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카카오톡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붕을 이어 달았으며, 전면에는 모두 널문
을 달았다. 따라서 눈썹지붕의 도리가 길게
뻗어 나와 있는 독특한 양식을 하고 있으며,
팔작지붕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향교
건물을 이와 같은 구조로 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노
비 등을 지급받아 정원 90명의 교생들을 가
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
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지금은 봄·가을
석전제에 분향하고 있다.

이상균 교수

(인문대학장/역사문화콘텐츠학과)

▲ 명륜당

1.

2.

3.

4.

6.

5.

7.

9.

8.

10.
11.

14.

12.

13.

15.

16.
17.

18.

19.

20.
21.

지난
905호
(2020년
12월 9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가로
1. 성평등사전
2. 보궐선거
3. 각골난망
4. 말투
5. 크리에이터
6. 독립운동가
7. 수도꼭지
8. 가스라이딩

세로
1. 평화관
2. 전후불각
3. 거짓말
4. 골수이식
5. 교수학습개발센터
6. 이심전심
7. 운동선수

7

8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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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를 통한 학생 성공 지원을 약속하는

빅데이터센터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인사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빅데이터센터에서 해당 목표를 기반으로 그동안 해온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센터입니다. 학생이 선택하는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역시 다양해지고
있죠.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이번에 지면으로 저희 활동을 소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A. 2019년 9월에 학생 성공에 대한 교내 구성원의 의
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에 적합한 학생 성공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학위
를 취득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학위나 직업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센
터에서는 학생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성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것을 분석하
여 학생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학 내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빅데이터 기반 분석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도 진행했습니다.

Q. 우선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빅데이터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양이 많고, 집적되는 속도가 빠르며, 형태가 다양
하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데이터
를 쉽게 획득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의료 등 각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는 그 형태도 분야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술입니
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 진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홈
페이지, 상담 등으로부터 얻어진 자료 역시 일종의 빅데이
터라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과거와 비교해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다양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
리 센터는 학생 개인이 원하는 성공에 다가가는 길을 제시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아울러 분석 경험도 축적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미
숙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빅데이터센터는 어떤 부서인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지 설
명 부탁드립니다.
A. 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
육혁신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의 일
환으로 2018년 10월 신설됐습니다. 수요자인 학생의 요
구는 자신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교육의 질을 향
상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데이터 기반 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학생 성공 정의
전인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
을 함양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나아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

Q. 빅데이터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 품성·지성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
• 적성과 역량에 따른 진로개발을 통해 학생 개인의 목표 달성
•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학업성취
• 경험기반의 실용적 교육을 통한 자기성장
• 학업지속과 학위취득

A. 학생 성공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가장 큰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 분석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외에 기업 정보와
같이 도움이 되는 외부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교내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데이터 분석도 업무 중 하나입
니다. 부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요구 사항에 맞추어 분석
하는 일입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Q. 앞에서 말씀해주신 업무들을 수행할 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A. 먼저 학생과 교직원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수집만 한다면 데이터는 쓸모가 없습니다. 정확하
게 분석하고 나서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 후에는 분
석하기 전에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목적에 맞게 변환하고,
결여된 부분을 보정하며, 노이즈를 교정하는 일입니다. 전
처리를 마친 데이터에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합니다. 분
석방법에는 통계분석,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이 있습
니다. 용도에 따라 다른 분석 방법이 선택됩니다. 분석된
결과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거나 문서화하여
제공됩니다.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학생성공 프레임워크
CORE

ACTION

정체성 확립

고품질 학습

취업역량 강화

학생지속

넛지
(Nudge)

참여
(Participation)

개인화
(Personalize)

자기성장
(Self-growth)

스라벨
(Study&LIFE Balance)

비상
(Fly Up)

교내환경

조기참여

실무중심 및
현장실습

핵심역량 함양

포트폴리오 구축

유연성
개방성

장학

자기인식

심리상담

리디십 및
팔로워십

자기주도학습

배움중심 교육

봉사활동

학업/진로상담

Q. 빅데이터 센터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혁신적평가

소속감 고양
기관분석

A. 학생 성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생의 활
동은 그의 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
니터링함으로써 학생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
에 처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세부 목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데이터와 분석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
므로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죠. 현재는 동일한 목표
를 가진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커리어패스를 제공하는
정도이지만요.

미래가치

학생지원

홍보지원

전공능력 함양

코호트활동

진로탐색 및 개발

동료학습
(Peer Learning)

글로벌역량 강화

리빙랩·서비스러닝

평생학습

취·창업역량 함양

교수전문성 강화

직원역량개발

기초교육

경력개발 및 관리

정보기술기반 교육

기독교적 인성교육

적응성

기초역량 강화교육

대학문화

사회공헌

SUPER

자아실현

다학제간 융합교육

COMPONENTS
핵심역량

SYSTEM

영성인성

의사소통
정보

자기개발
공유

+형협업

창의융합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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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 재 운 교수님

이번 호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정년 퇴직 예정 교수님을 인터뷰했다. 오는 2월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하시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재운 교수님이 그 주
인공이다. 이재운 교수님은 우리 대학에서 지난 40년간 한국사를 강의하셨으며,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노력해오기도 하셨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Q.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
리와 활용을 위해 노력해오신 이재운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한국사를 40년 동안 강의해 온 이재운 교수입니다. 아
울러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적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무
형유산, 천연기념물, 근대 문화재, 민속 문화재 등의 보
존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현재 저는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500여
의 사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사적이 지닌 가치를 향
유하게 하고 또 새로이 사적으로 지정될 곳을 선정하
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Q. 고창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여 등 총 120여 가
지가 넘는 활동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
지 하신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십수년간 문화재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 지역의 문화재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
다. 제가 국가사적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전라북도의 가치 있는 역사유적을 국가 사
적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
다. 현재 정부는 가야 문화권 사적 복원을 핵심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야는 경상남도, 경상
북도 즉, 김해와 고령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남원의 두락리·유곡리 고분이 가야의 대단한
고분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
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결실을 맺은 거지요.
아울러 장수 동천리 고분도 가야 고분으로 국가 사적
으로 지정을 했구요. 이외에 진안 도통리 청자 유적지
는 청자 역사의 편년을 새로이 써야 하는 주요 국가사
적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적지 보
존을 위해 긴급 대책을 모색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 물려받은 문화유산들을 후손들에게도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Q. 다양한 문화재 관련 일들을 진행해 오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진행해 오시다가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힘
든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출장을 멀리 다닙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항상

설렙니다. 우리의 유적지에 가는 것, 우리의 유물을 만
나러 가는 것에 대해 늘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라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으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도
지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
들에게 ‘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권면합니다.
Q. 이번 학기를 끝으로 퇴임하시고 학교를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학
생들과 함께라서 좋으셨던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국가 사적 일을 맡으며 설레고 흥미로웠지만, 그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우리 학생들
을 만나는 일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저의 40년의 교수
생활 동안 저와 함께 성장한 저의 모교와도 같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저의 봄, 여름, 가을이었습니다. 저의 꿈
의 씨를 심고 장성한 나무를 만들어 튼실한 결실을 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자들입니다. 저
는 저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서울 어느 유수 대학의 학
생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들은 잠재력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세계
를 구경시켜 주고 싶어 제가 학생처장을 맡고 있을 때
Catch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
변의 걱정과는 달리 첫해에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선발
된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온 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
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친구
들인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강의시
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을 때 학생들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완수해왔습니다. 최근 졸업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서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분이 교수님이었다.’는 편지를 받
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아 매우 행복했습니다.
Q.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기 때문에
작년 한 해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데 대해 많은 학
생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 마
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에게 에너지가 솟
아날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가다가 좌절과 포기라는 난
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넘어지지 않

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고 난 뒤 다
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질 것을 무서워하여 걷지 않
는다면 다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포기라는 것은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게 곧
실패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걸으세요. 평지,
자갈길, 진흙길 등의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
을 경험해 가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렇
다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존
중감으로 자기 자신을 버텨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
신, 존중감이 있어야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꿈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야 합니다. 자신이 오늘 무엇을 하더라도 확실한 자기
목표와 계획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노트의
맨 앞장에 자신의 꿈을 적고 그 꿈을 실천해나가기 위
한 실현 방법, 올해의 목표를 적은 후 세부 계획을 세
우십시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온다 하여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가 옳고 가치 있
다고 생각하면 주변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말
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을 기
억해 주십시오. 많은 훌륭한 역사 속의 인물들은 현재
의 평가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에 후대인들이 나를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
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의식하며 사는 게 역사의식입니
다. 자신이 지방의 사립대 학생이라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만 버리면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꿈 너머 꿈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역사를 잘못 알려주어 논란이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역사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역사의 대중화를 위
해 노력은 해야지요. 하지만 역사는 너무 지나친 흥미
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학문은 아닙니다. 또한, 역사
는 단지 역사적 사실들, 지식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
니다. 신라인, 고려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역사학
이란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살
아가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역시란 흥밋거
리가 아닙니다. 역사란 오늘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
아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역사가 도움을
줍니다. 역사란 똑같은 사실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해
석, 평가,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합니
다.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사실, 사건 속에서 실패
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한 역사를 다시 살려
극대화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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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가 간다>

코사싸(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
한 장소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Q. 코사싸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채플
강의를 듣는 아이들에게 찾아가 격려할 수 있
었던 것과 저희가 자전거로 달려가는 1km당
장학금을 모금하여 여러 상황으로 힘든 아이들
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도와줄 수 있게 되었
다는 사실도 좋았습니다.
Q. 코사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A. 교수님들께서 힘듦을 참고 자전거를 타면
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보러 온 사실에 감
동하는 모습, 장학금 모금에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장면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이 기억
에 남습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선교지원실에서
‘2020학년도 <학교가 간다> -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 (이하 코사싸)’을 진행하
였다. 코사싸는 이름 그대로 ‘코로나를 뚫고 달
리는 사랑의 싸이클’로 2020학년도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가 제한적이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어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 위로와 격려를 전
하는 프로젝트다. 이진호 교수(전주대 성품채
플 담당)를 중심으로 선교지원실 직원, 대외협
력 홍보실, 영상 촬영 팀, 지역 기관 등을 비롯
하여 다양한 인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
여하였다. 2020년 총 2회에 걸쳐 진행했으
며, 지역은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일정의 전 과
정을 싸이클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어려운
싸이클 운전의 난관을 헤치고 이겨나가는 과정
을 통해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스몰 빅의 학생 성공에 대한 모범을 보
이고자 하는 취지였다. 또한 제1회 코사싸를
진행한 뒤, 지역사회 연계기관과의 긴밀한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실시하였다. 더불어 유
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학생들을 찾아가
는 모습을 생중계함으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 코사싸 프로그램을
통해 1Km당 100원의 장학금 후원 모금을 진

기도문

행함으로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여 마음을 담아 동참하였다. 코사싸
프로그램을 통해 모금된 장학금은 전액 전주대
학교 신입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코사싸 모든 과정에 참여한
선교지원실 직원을 인터뷰 한 내용이다.
(선교지원실 오황제, 조경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교지원실에서 근무
하고 있는 오황제, 조경석입니다.
Q. 코사싸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학교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학
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과 감동을 주
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Q. 코사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라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력
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다가 탈진
이나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 학생을 만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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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을 훌쩍 넘긴 한겨울 밤하늘이
넓고 깊다. 총총한 별들이 어둠을 밝힌
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을 이해하
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길이 풀
리지 않는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넘
어 존재하는 진리에 눈이 열릴 때 밤하
늘을 밝히는 별처럼 인생의 길이 비로
소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난다. 사도 요
한은 진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
게 하는 ‘로고스’와 ‘진리’에 대하여 언
급하였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
상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진리이신 그
리스도’를 증언한다.
▼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
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
에서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
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
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지유로우리
라”(요 8:31~36). 사람들이 논리와
이성으로 밝혀 낸 진리는 오히려 우리
를 무력한 절망 속으로 내몬다. 화려한
관저에서 예수를 심문하던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요 18:38).
오랜 세월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본질적
질문이요,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정치
가 그렇게나 간절히 추구하는 실존적
질문이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는 침
묵하며 진리는 지식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실천에 있음을 가르쳐 주
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환히
밝히는 진리를 생각하며 밤을 새우지
만 그 진리는 오직 ‘진리이신 한 분’, 그
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게 된다. 십자
가에서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
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 ‘길이요 진
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분 안에서
깊이 체험하는 ‘인격적 진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생명
을 충만하게 하는 진리가 비로소 완성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
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소
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여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는 주님, 모두가 힘겨운 한해를 지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권
면하라는 말씀조차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그
만큼 우리를 분열시키며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온 세상
을 흰 눈으로 덮으시는 것을 보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덮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
신하여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
하며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겸손하
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
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보고 있다고 우기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IR교육혁신센터장
김준영 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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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미지의 새해를 살아가는 법
망설임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움직였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12:1). 막
연한 명령이다.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원
리가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는 방식은 하나님
의 하시고자 하는 의지 이외에 아무것도 표
현되지 않은 명령을 통해서다. 가라고 명하
신 목적지는 '지시된' 땅도 아니고, 땅에 대해
서 '알려진' 정보도 전무하고, 경험의 축적에
서 오는 선행자의 '노하우'도 전혀 제공되지
않은 땅이었다. 당연히 논리적인 분석과 합
리적인 판단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뾰족한
묘책이 마련될 수 없는 참으로 해괴한 명령
이 떨어졌다. 아브라함 일가가 첫걸음 떼기
를 주저한다 해도 납득의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과

선교 이야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믿
음의 조상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의 방식이다.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의 이동
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아야만 하고 그 믿
음의 지식에 근거해서 가부를 판단해야 하는
방식이다. 믿음은 오직 명령에 유일하게 등
장하는 하나님의 뜻 혹은 의지와 직결되어
있다. 땅의 위치나 상태나 가치나 의미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살짝 뒤집어서 말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생각과 판단은 땅바닥에
코를 박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분명한 상
황이다. 지금은 과학적 합리성과 실험적 객
관성이 그런 속세적인 의존의 든든한 우군이
다. 여기에 대립각을 세우는 자들은 합리성
과 객관성을 허물거나 무시하는 덜떨어진 미
개인 취급을 감수해야 한다.
안다고 생각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
다는 바울의 말은 지식과 정보로 터질듯한
시대의 심장을 겨냥한 비수처럼 현대인의 귀
에 섬뜩한 조언이다. 하지만 앎의 충만 속에
서 무지의 향연이 벌어지는 작금의 형국을
이보다 더 예리하고 정교하게 표현한 언어가
달리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기지(known)
의 땅이 아니라 미지(unknown)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본
다면,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고 그로 말미
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지시할 땅을 가리키는 가장 높

이진호 교수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다. 어
느 마을 뒷산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큰 바
위산이 있었다. 그 바위산의 얼굴은 너그럽
고, 온화하며, 용기를 가진 성품의 진짜 사람
얼굴과 같았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마
을에서 바위산의 얼굴과 똑같이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마을 ‘어네스트’
라는 소년은 이 전설을 믿고 날마다 그 큰 바
위산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

은 차원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농축된 최고의
정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시할 땅의 이정
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발견된다.
오늘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는 땅이고, 내
일은 아무도 미리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
겠다.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믿음의 조상처럼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
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며 살아간다. 나의
판단으로 반응하는 사람, 사회의 질서를 반
응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어제의 경험이 시
키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 등 반응의 방식이
다양하다. 나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 출입
의 발자국이 없는 미지의 신년 벽두에 우리
가 망설임 없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의 방향
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방향을 따라 이
렇게 기도하자.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고 노력하지 않았
는데 벌써 우리를 찾아온 2021년도, 새해라
는 백지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쓰기만 하
면 다 주시고 이루실 백지수표 같은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
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2021년 전체가 하나
님께 구별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지
역과 민족을 품은 전주대 가족이 되게 하옵
소서.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더 낮아지게 하
옵소서. 물이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또 흘러
결국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이 되는 것처
럼 겸손에 겸손을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실하게 하옵소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주님의 말
씀처럼 이마에 수고의 땀이 마르지 않는 1년
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의 결과를 우리
의 배만 위하지 않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무
지하고 외롭고 가난한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
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정직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
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한 해가 되
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지혜롭게 하옵
소서. 사람의 교묘한 눈속임을 지혜로 여기
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천상적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셔서 전주대가 공
정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
옵소서. 사회에 민폐가 아니라 귀감과 선물
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자기
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
합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순간도 헛되지
않고 후회가 없는, 최고의 보람과 기쁨과 감
사가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주대 구성원 중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고 소
외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행복하며 그 행
복을 지역과 한반도에 수혈하는 주님의 향기
로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아버지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네스트’도 백발이 성성한 노
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네스트
는 그 바위산을 등 뒤로하고 동네 젊은이들
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바
위산의 얼굴과 어네스트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전설을 이룬 사람이 바로 어네스
티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매일매일 바위산
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꿈을 가졌던 어네스트
그가 바로 바위산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되
었던 것이다.

(선교지원실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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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
전벽해의 세상이다. 인간을 대체하는 수많은
로봇이 등장하고, AI의 출현으로 인간의 영
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를 기
계가 대체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급변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롬 글렌의 미래사회 예측 공식에서 농경시
대 권력은 종교가, 산업 시대 권력은 국가가,
그리고 정보화 시대 권력은 대기업이 가졌다.
그렇다면 후기정보화 시대, 즉 4차 혁명 시

대는 어떨까? 똑똑한 개개인들이 권력을 가
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똑똑하다는 것은
단지 IQ만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괄
적으로는 인간다움을 가진 자 이리라. 로봇
에게 없는 인간다움이다. 바로 영성지능이다.

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4차 혁명 시대에 꼭 필요
한 높은 인간성, 즉 영성지능이 높은 실력 있
는 인재가 된다.

온라인으로 성품채플 수업을 1년간 진행했
다. 1학기 때는 학생들도, 교수도 당황했다.
2학기 때는 그나마 서로 안정화 되었다. 사
회도 이제 원격근무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저
항감이 적다. 익숙하다. 그런데, 인적자원관
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71%의 사람들이 원
격근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
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사
람들은 혼자 집에서 일할수록 슬픔과 피로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품채플은 인간다움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영성지능을 높여주는 수
업이다.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변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
품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된다.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았
으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인
간관계를 갈망한다. 그래서 대면 커뮤니케이
션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건강에 많은 기
여를 한다. 그것이 부족하면 정신과 신체 건
강이 저하된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품을 빚어간다. 인간

하이브리드형 수업이 필요할 때다. 오로지 온
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편리하긴 하지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엄청난 시너지
를 상실한다. 지난1년간 자전거를 타고 학
생들을 찾아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
나간다. 군산, 부산, 여수, 제주도...
모든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주도하는 하
나님 닮은 ‘어네스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1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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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기자 칼럼

김서영 기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2)

코로나19로 심해진 소득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
중됐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임금이 낮고 많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대면접촉 서비스업’에 종
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20대
청년층과 ‘대면접촉 서비스업’에 가장 큰 타격
을 주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은 인
력 조정을 위해 신규 채용 인원인 20대 청년
층을 조정하여 20대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별로 타
격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수혜를 입었는데 고
소득층이 재산으로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이 저
소득층이 버는 ‘노동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는 전보다 늘어났고 더
욱 심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이
나 줄었다. 그런데 고용 충격을 업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고용 충격이 집중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다. 이들 두 업종
에서 줄어든 취업자 수만도 27만 7,000명으
로 전체 취업자 수보다 더 감소했다. 이 두 업
종은 대표적인 ‘대면접촉 서비스업’이다. 사람들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외식, 쇼핑을 줄이
면서 ‘대면접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
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대면접촉 서비스
업은 임금이 낮고 다른 직종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

SF·청소년 소설 열풍,
밀레니엄 세대의 공상과학

양예은 기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2)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나며 올해의 한국소설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1%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SF소설의 판
매량이 5.5배, 청소년 소설의 판매량이 2.2
배 신장하며 강세를 보였다.
교보문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소설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이다. 그 뒤를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도우 작가의 ‘날
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가 이었다. 상위권
책들의 공통점은 SF·청소년 소설이라는 것
이다. 개학이 미루어진 청소년 독자의 영향으
로 청소년 소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누렸다.

2020년 청소년 문학 분야는 한국소설 베
스트셀러 20위권에 여러 작품이 오를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 담당은 “청소년이 교재나 참고서 등 학
습을 위한 도서 구매가 아닌 재미와 교양을 위
해 소설을 선택했고 비자발적 독서가 아닌 자
발적 독서로 독서 시장에 새로 유입됐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20·30대와 청소년 독자층의 많은 관심으
로 한국소설 분야는 SF·청소년 문학의 비중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SF·청소년 문
학이 각광받는 이유는 펜데믹이라는 시대 상
황과 더불어 청소년과 젊은 여성 독자의 호응
때문이다. SF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세계를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장르이다.
대표적으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
로 갈 수 없다면’의 단편소설 속 주인공은 모
두 진취적이고 탐구적인 여성이다. 장애인, 이
주민, 미혼모 등 사회구조에서 주목받지 못했
던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에 젊은 여성 독
자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
하는 시대에 사는 밀레니엄 세대는 미래의 이
야기를 보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함께 사
는 밀레니엄 세대에게 SF는 더는 어렵고 복
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변화에 익숙한 젊은 독
자층의 호응으로 SF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만 비대면으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을 돕는
독서는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SF·청소년 소
설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인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ong8304@jj.ac.kr)

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있는데, 서비스업에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많
이 종사하고 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종
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업무 숙련도 역시 낮
다. 그래서 20대 청년층은 코로나19로 어려워
진 기업들의 고용 조정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
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실업 기간의 소득 상실
이 아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첫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이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
균 4~8%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대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는 이후에
도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20대에 실
업난을 겪으면 그 피해는 평생 지속된다. 미래
의 실업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 잠재력을 손상
시킨다.”라고 말했다. 청년기에 겪는 실업은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저임금, 이후의 높은 실업
가능성 등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 연구
부문 연구위원은 그의 저서인 ‘제로 이코노미’
에서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가족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해야 해법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17일(자료 갱신일)의 통계청
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화와 4차 산업혁
명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를 심
화시킬 것을 시사한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온
라인과 기계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꺼리게 된 소비자와 이
를 기회로 만들어 매출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싶은 기업과 판매자의 소망이 사람을 온라인
또는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시도와 노력으로 사람을 기계
로 대체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미래가 앞당겨졌고 그로 인한 비
대면 확산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
차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비대면 확산으로 인
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앞으로 더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 책 ‘다동력’의 저자 호리에
다카후미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이라도 온라인
이나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시대가 빠르게 도
래했다. 책 ‘다동력’의 저자의 말처럼 흔하지 않
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news@jj.ac.kr)

코로나로
가속화된 게임문화

조민서 기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2)

2020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단어를 고르라면 당연 ‘코로나’일 것이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은 모임까
지 금지된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매우 달
라졌다. 서로 만나지 못해 소통의 빈자리가
큰 지금 우리는 직접 만나는 것 대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어몽 어스(Among Us)’는 그저 게
임 실력을 늘려 상대방과 겨루는 이전의 게
임과는 달리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가장 주된 콘텐츠이다. 사람들과 소
통을 하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전혀 되지 않

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소통은 필수 요소다.
이러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해주는 기
능을 가진 게임이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
대를 겪는 현대인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어몽 어스’는 미국 앱 무료부분
에서 1위를 달성했고, 동양에서도 급속도로
인기가 퍼졌다.
‘어몽 어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기는 다양한 게임들이 2020년에 큰 인기
를 끌었다. 물론 언택트 사회로 인해 피시방
게임 순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는 게임 ‘폴 가
이즈’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해외에서 수많은
밈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밈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인스타나 틱톡 같은 매체에도 올라갈 만큼
대중화되었다.
아직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VR을 통해 사
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VR
CHAT’이라는 게임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언택트 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게
임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제 게
임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생산성 없는 유흥
거리가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하게 해주
는 중요한 역할로써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
러한 게임 문화의 발전에 따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게임을 마
냥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
들을 칭하는 ‘게이머’라는 단어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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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허명륜 교수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COVID-19 감염 사
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동안 4차 산
업 혁명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대한 예
측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이렇게 갑작
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줄은 그 누
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봄에는 교수와 학
생 모두 마냥 어색하기만 했던 온라인 수
업이 가을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활발

황이 끝난다고 해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나
에게 주어진 상황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
나가며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온통 예측 불가능한 일 년을 보냈다. 갑
자기 대면 수업이 중단되어 대면 실습을
못 하게 되기도 했다. 또 며칠 뒤로 면담
을 미루었는데 학생 등교가 중지되어 만
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후회는 “어제 할걸….” 이
었던 것 같다. 여러 차례의 경험 끝에 깨
달은 것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적절
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무
슨 일을 하든지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사
실을 마음에 품고, 미루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기를 바란다. 비록 감염
병의 사태가 끝나지 않아 제약이 많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찾
는 것을 올해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면 앞
으로 펼쳐질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잡는 주
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칼럼

사후약방문
히 확산하면서 국회 또한 부랴부랴 아동
학대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결국 임시국
회 마지막 날이었던 1월 8일 여야가 본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
을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편집장)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를 제목으로 방
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은 지난 10월 13
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
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내용이
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
지가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어에는 줄곧 ‘정인아 미안해’가 오르내렸
고 유명 연예인들의 SNS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가 꼭 붙었다.
이렇게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급속

지금까지 아동학대 건수는 매해 증가해
2018년 24,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30,000건 이상의 피해 아
동이 발생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
었지만, 수많은 법안이 논의도 해보지 않
고 폐기되었다. 이는 여태껏 우리 곁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아
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
식 수준 및 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을 방증
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
대 사건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
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아동학대를
훈육을 위한 정당한 체벌로 치부하고 넘
어가는 경우가 만연하다. 2014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됐음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훈
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너그럽게 여겼
다.

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2021년을 시작하며
한 교육의 장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줄
줄이 취소되던 문화예술 공연은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며 또 다른 공연문
화와 의사소통의 재미를 만들어냈다. 아
마도 앞으로 1년 뒤에는 더욱 견고한 기
술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 우릴 기다리
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 기술의
발달과 이에 대한 적응은 오히려 대면에
대한 욕구를 더 키우며 반동 현상을 일으
킨다. 지금쯤이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도 한산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의 여유를 갖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만나던 친구
들도 만날 수가 없어 왠지 모를 무기력함
과 우울감이 밀려온다. 게다가 온라인 수
업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활을
하면서 일상리듬이 깨져버려 내가 지금
잘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들을 다수 만나게 된다. 무
엇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
지만, 무기력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몸은
피곤하다고 한다. 아마도 COVID-19 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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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관련 법안까지 통
과되었지만, 이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겠다. 또한, 아동학대는 명백한 증
거가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런 졸속 입법이 아동학대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형량 강화’는 오히
려 불기소 또는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
이 있다. 법정형이 높은 경우 판사들은 형
량이 높은 만큼 그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앞서 말
했듯이 아동학대 사건은 물증이 없다. 현
재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
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많은 비판이 나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해왔고 정인이 사건조차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런데 방송
보도로 이슈가 되자마자 관련 법안을 논
의하고 통과시키는 모습이 마치 집에 물
이 새는데 급하게 그 구멍을 잠시 때워놓
은 것과 같아 보인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이렇게 단편적이
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문가 공청
회를 여는 등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법안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
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
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끊임없는 목소
리가 필요하다.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학명 가운데 ‘호모 에스페란
스(Homo Esperans)’라는 용어가 있다. ‘희망(希
望)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
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희망만 있다면 살아
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일
을 정리할 수 있는 한 해였다.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국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코
로나19의 여파가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자연의 반격’이라고도 불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앞
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겸손해져야 함을 깨달은 한
해였다.
다행히 작년 말을 기점으로 몇몇 나라에서 백신 접
종을 시작하였고, 치료제 개발도 임박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직 전망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
근 정부에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11월
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
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예
상대로라면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는 기점이 될 것이
다.
큰 규모의 외부 충격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력감, 불안감, 우울감 등
을 호소한 이유도 일상의 제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학 사회도 예외
는 아니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캠퍼
스 내에서 체감할 수 있다. 고학번들은 좁아진 취업
문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저학번들은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한 채 반수 또는 군입대를 대
안으로 선택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다. 실제 상
당수의 교수들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코로나 블루’
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
게 듣기도 하였다.
2021년 올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점으로 상
정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위
치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피고 돌
아볼 필요가 있다. 사소한 데에서부터 시작해도 무
방하다. 학생이라면 ‘꼭 직접 만나봐야 할 친구 목록
작성’,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목록 작성’, ‘꼭
해보고 싶었던 야외 활동 목록 작성’ 등으로부터 시
작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교수라면 강의나 학과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오프라인 활동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크게 제약받았다고 느낀 일들이 각
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큰 충격을 동반하는 일을
경착륙(硬着陸)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충격을 최소
화하는 일을 연착륙(軟着陸)이라고 한다. 2020년
코로나 시대는 준비 없이 마주해야만 했기에 모두
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1
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준비할 시간
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되찾았을 때, 되찾은 일
상이 어색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
다. 2021년 1월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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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Number of Electric Kickboard Accidents,
Keep the Revised Bill.
By Park, Jiyeon & Kim, Jieun, Reporters
In recent years, electric kickboardshave rapidly
emerged as a means of personal transportation with
a growing number of users.For example, we can easily find many students who ride electric kickboards
on campus. As the use of electric kickboards have
increased, accidents of electric kickboards have also
surged along with their popularity.
On October 24, 2020, an electric kickboard accident
occurred on another university campus, causing the
student to become unconscious.
According to the Consumer Risk Monitoring System
(CISS) that reports electric kickboard safety accidents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11 months from 2017 to
November 2020,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ccount
for a growing proportion of the accidents Among the

total cases, the most accidents were caused by
speeding and poor driving skills such as hitting
guardrails , tripping over speed bumps and sinkholes,
and falling on unpaved roads. Furthremore, electric
kickboards that are indiscriminately parked on the
road block traffic, which in turns leads to accidents.
The Road Traffic Act was amend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revisionannounced on June 9
and implemented in October 2020, personal motorcycles that have been through the safety examination can only pass on bicycle roads. If you drive an
electric kickboard after drinking, you will be fined
30,000 won and 100,000 won if you do not comply
with the drinking test. In addition, they can be used
without a license. But aged 13 years or younger can
not use electric kickboard, use of shared electric

kickboards is limited to those aged 18 or older
In places of passage, sidewalk driving shall not be
allowed, and bicycle paths shall be used, and in the
absence of bicycle paths, the area on the edge of the
road shall be used. It is also illegal for two people to
ride an electric kickboard with a single passenger
seat and for not wearing a safety helmet while driving. In addition, there are safety measures such as
driving at less than 20 km/h per hour and having to
ride alone.
As the number of users of electric kickboards has
increased, we should pay attention to safety regulations by following the revised bill.

Looking back on 2020 and forward to 2021
By Pyo, Sooyeon & Kim, Jieun, Reporters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I entered Jeonju University as a freshman in 2020, but I have already
become a sophomore now that a new year of 2021
has com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Corona virus,
2020 passed me so quickly that I did not even know
how it passed. Now looking back over the past year
of 2020, it seems that I have not spent my life as a
freshman in vain.
It was a great bummer that I took the my first face
to face classes in September, seven months after the
first semester began in March. As it took a long time
to meet my friends and professors in person, I was
twice as happy when I see them. I hoped that we
could have more face-to-face classes towards the

end of the semester, but unfortunately it did not
happen because Covid-19 spread again.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semester, I was worried
if I could get along with my friends in the same department. But now, I think I became close enough to
greet my friends comfortably and hang out with
them after class. Although we was not able to meet
each other outside because of the social distance
practice, I always wondered if they are doing well
and staying safe. This year, I have met a lot of good
people while working as a student council member
for my department. If I hadn't had a student council
meeting, I wouldn't have had any chance to meet
some seniors. I want to thank all the seniors who
took good care of me.

During this year, I joined a student council at the
first semester and a university newspaper department at the second semester. I know I still have
shortcomings as a new reporter, but I was able to
learn many valuable things from my seniors, teachers, and professors and especially from the process
of writing the news articles. I hope to learn more
and more from reading and writing good aritcels in
a new year of 2021,
I do not know if I can take face to face classes next
semester , but I am looking forward to my new campus life as a sophomore Now I'm ready to let 2020
go and welcome a new year of 2021.

A Year Passes and A New Year Comes.
by Park, Jeonghyeon, Repoter
The ‘Gyeong-ja’ Year of 2020 will end soon and the
new year of 2021 is just around the corner . At the
end of 2019, I was very excited to welcome 2020
because of the strange feeling seeing the same number 20 and 20 in tandem
I though that overlapping two twenties might somehow deliver a unpredictable luck in a positive way.
But I was wrong. Since the beginning of 2020,
countless people have been died helplessly and hopelessly due to Covid-19 virus In 2020, as the corona
virus spread all around the world, everyone was not
able to have and enjoy a normal life nothing like ever
before. However, no matte what the life goes on. We
might have learned something, felt something, and

changed something even in this crazy Covid pandemic period.
I interviewed a freshman how he has experienced
this year and is expecting a new year.
"I am sad that I could not attend even my high school
graduation ceremony and do many school activities
as a frechman because of the Corona this year, but
I was still lucky to occasionally see some friends and
seniors On the bright side, thanks to the social distance practice, I think I had more time to enjoy my
leisure time. However, it was still a bit disappointing
that I could not meet my friends and relatives on
holidays. It is still very dangerous to go out this upcoming Christmas, so I will just stay home ." said the

freshman.
I still remember the begging of this year, but time
went by so quickly without waiting for us, and we
already arrived at the end of 2020. Even at this moment, time goes by for a better and brighter future.
Now it is time to let the past year go and welcome a
new year. It seems like we are facing a gloomy year
of 2021 because of the virus, but as old saying, the
darker the night, the brighter the stars, goes, I wish
we all have a happy new‘white ox’year of 2021 that
gives us a life lesson of simplicity, sincerity, patience,
and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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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học sinh Việt Nam trường Jeonju
cùng nhau đặt mục tiêu năm 2021 và cùng hóa rồng trong tương lai.
Chúc mừng năm mới tất cả các bạn học
sinh Vệt Nam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Kết
thúc năm 2020 đầy tai tiếng, một năm
2020 đầy dẫy những khó khăn nhưng
Việt Nam vẫn đứng vững ở đó, cho các
bạn bè Quốc tế thấy vai trò cũng như tầm
quan trọng của Việt Nam đối với thế giới
cũng như Hàn Quốc. Chúng ta hãy cùng
điểm qua một vài thông tin có liên quan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qua nhé.

Thứ nhất, bắt đầu từ 2021 tiếng Hàn sẽ
trở thành ngoại ngữ thứ nhất được đưa
vào chương trình giảng dạy tại cấp tiểu
học. Điều này cho thấy ngày được tầm
quan trọng tiếng Hàn trong tương lai ít
nhất là 50 năm trong tương lai gần. Thứ

hai, bất chấp đại dịch Covid 19, Hàn
Quốc là Quốc gia có vốn đầu tư nhiều
nhất vào Việt Nam trong năm 2020 với
tổng vốn đăng ký trên 70,6 tỷ USD. Ở tầm
vĩ mô, số vốn này hẳn sẽ tạo ra rất nhiều
công ăn việc làm cho người dân Việt
Nam, đặc biêt là những người bị mất việc
trong năm 2020. Tại Đà Nẵng LG Electronics Việt Nam chính thức mở Trung
tâm nghiên cứu và phát triển. Trong
tương lai Đà Nẵng không chỉ nổi tiếng với
thành phố du lịch mà còn nổi tiếng cả với
những thành tựu, công ty công nghệ
trong tương lai. Không chỉ LG mà Samsung Việt Nam cũng công bố bắt đầu xây
dựng Trung tâm Nghiên cứu và Phát
triển(R&D) mới với quy mô lớn nhất khu
vực Đông Nam Á. Chúng ta hoàn toàn
có quyền hy vọng một tầng lớp lao động
có trình độ cao sẽ xuất hiện trong tương
lai. Không chỉ trong lĩnh vực điện tử hay
công nghệ,tại lĩnh vực tài chính và ngân
hàng chúng ta có những cái tên đến từ
Hàn Quốc như Shinhan( liên tục mở các
chi nhánh mới tại TP Hồ Chí Minh. Chúng
ta cùng điểm qua các lĩnh vực mà Hàn
Quốc đã đầu tư vào Việt Nam nhé!
Theo báo cáo của IPCS Việt Nam Hàn

Quốc đã đầu tư vào 19/21 ngành kinh tế
của Việt Nam, trong đó tập trung chủ yếu
vào lĩnhvực công nghiệp chế biến, chế
tạo, đóng tàu, bán buôn, bán lẻ, logistics,
bất động sản, xây dựng… Hầu hết các
công ty lớn của HànQuốc có trong danh
sách FORTUNE 500 đều đã có các dự
án đầu tư hoặchoạt động kinh doanh tại
Việt Nam: lĩnh vực công nghiệp điện
tử(Samsung, LG…); phân phối, bán
buôn, bán lẻ (Lorce Shinseghe, E Mart),
tàichính- bảo hiểm (Shinda, Woori, KEB,
IBK, KB, Hanwha…) kinh doanh bất
độngsản (Daewoo, GS, Posco,
Hyundai…); năng lượng (Kepco, Doosan
Samsung,Taekwang…); dịch vụ chất
lượng cao, du lịch (Lotte…); lương thực
và chếbiến thực phẩm (CJ); hàng may
mặc (Hyosung, Taekwang, Panko…);
dầu khí –hóa chất (GS, SK, Samsung…);
công nghệ chế tạo – công nghệ nói
chung,nông nghiệp – trồng trọt (CJ);…
FDI Hàn Quốc góp phần quan trọng
trong việc giải quyết việc làm, nâng cao
chất lượng nguồn nhân lực ở nước
ta.FDI Hàn Quốc góp phần nâng cao
trìnhđộ công nghệ trong nước.FDI Hàn
Quốc là mộttrong những động lực quan

trọng cho phát triển kinh tế – xã hội ởViệt
Nam. Sau 26 năm thiết lập quan hệ ngoại
giao, Hàn Quốc đã trởthành nhà đầu tư
số 1 ở Việt Nam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Việt Nam luôn
luôn có một mối quan hệ mật thiệt với đất
nước Hàn Quốc. Chúng ta hãy cùng
nhau vượt qua thời gian khó khăn do dịch
bệnh này cố gắng học tập thật tốt, hoàn
thành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ại đây
và cùng nhau đưa nước ta sánh vai với
các cường quốc năm Châu. CEO
Nguyễn Tử Quảng từng nói: “Việt Nam
sẽ hóa rồng trong tương lai.” Trong tương
lai khi nhắc tới Châu Á người ta sẽ phải
là 5 con rồng Châu Á chứ không phải là
4 nữa. Hãy cùng nhau tạo nên kỳ tích
tuyệt vời này.
Mọi khó khăn trước mắt chỉ là tạm thời,
hãy vượt qua những khó khăn đó để
chúng ta cùng tỏa sáng hơn ở tương lai.
Số phận có thay đổi hay không là do cách
nhìn của chúng ta về tương lai. Chúng
mình cùng nhau cố gắng phấn đấu và nỗ
lực hơn nữa vào năm 2021 này các bạn
nhé! Các du học sinh Việt Nam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ố l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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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에 이어서

구글 트렌드 - 올해의 검색어(2020)

지난해 12월에 구글(Google)이 2020년 올해의 검색어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구글이 자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트래픽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검색어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종합 순위와 함께 뉴스, 영화 등 항목별 순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전 세계 순위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기 검색어를 별도로 나타내어 한 해의 트렌드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올해의 검색어는 코로나19 목록이 새롭게 생겨났을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19와 그 사태 속에서도 화제가 된 검색어를 보며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
구글 트렌드 올해의 검색어 종합 부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순위 및 전 세계 순위
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코로나바
이러스 과(Family Coronaviridae)에 속하
는 바이러스들을 지칭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류나 조류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코로
나바이러스는 그 종이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처럼 중증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

이며,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모두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
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
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 정
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
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점은 무

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다.
2021년 1월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바이러
스 증상자가 잠잠하다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
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
장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의 수가
1000명대로 늘었다가 800명대로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3단계를 시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2. 미국대선
구글 트렌드 2020년 올해의 검색어에서 미
국대선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월, 연말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2020년 올해의 검색어 2위를 차지한
빅 이슈가 있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의 수장을 뽑는 ‘미국 대선’이었
다.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초강대국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동시에, 지난 4년간
그 자리를 맡아왔던 도널드 트럼프의 중임여
부에 대한 관심이 합쳐져 사람들의 이목이 집
중되었다.
한편, 미국 대선과 구글 트렌드의 독특한 조

합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이미 한 차례 이
슈가 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 세계 사
람들이 구글 트렌드에 더욱 집중했던 이유이
기도 하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각종 여론조
사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가능
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전혀
달랐다. 대부분 패배를 예상했던 공화당 도널
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후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알고 있
었다.”는 식의 기사들이 보도됐다. 구글 트렌
드 상에서 트럼프가 더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

다는 사실을 근거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 표심이 여론조사
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
했다. 그리고 2020 미국 대선에서
역시 구글 트렌드 상으로 높은 검색빈
도를 보인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면
서 구글 트렌드가 더욱 주목받게 됐
다.
아울러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검색어
순위 9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구글 트렌드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구글 트렌드 2020년 올해의 검색어에서 n
번방이 종합 6위를 차지했다.
2020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n번방’
사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n번방 사건을 잊
어선 안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n번방은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 채팅
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
포한 디지털 범죄사건이다. 그 후, 경찰청 성
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박사방’사건 피의자 3천
57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

로 살펴보면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
지한 경우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및 유포가 1,170명, 성 착취물 제작과
단체 대화방 운영이 511명이었다. 검거된 피
의자의 상당수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들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은밀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3. n번방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디지
털 성범죄의 선제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
인 제도인 ‘위장 수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시는 제2, 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4. 어몽 어스
구글 트렌드 올해의 검색어 게임 부문에서
‘어몽 어스(Among Us)’가 전 세계 1위, 국내
2위를 차지했다.
‘어몽 어스’는 마피아 게임의 형식과 유사하
다. 시민과 비슷한 역할인 크루원 플레이어가
제한된 공간에서 임포스터라는 살인마를 밝혀
내면 승리한다. 기존 마피아 게임과의 차별점
은 정해진 미션들을 완수해 해당 지역을 탈출
할 시에도 승리할 수 있으며, 각 미션이 미니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재미를 제공한
다는 점이다. 반대로 마피아 역할인 임포스터

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
어 일반 크루원들의 추리를 방해하고 수사망을
피해 크루원을 줄여나가며 게임을 진행한다.
이 게임은 2018년 출시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유행과 코로
나19 상황과 맞물려 2020년에는 역주행 히
트를 치게 되었다. 휴대폰과 PC 양쪽 플랫폼
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는 편의성도 인기 요소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세계 최
대 규모의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
에서 최고 매출 게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젊은층에선 숨어있는 배신자를 장난식으
로 일컬어 임포스터라 부르기도 하는 등, ‘어몽
어스’의 인기와 함께 임포스터는 하나의 밈으
로까지 자리잡았다.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유저들
의 호응이 지속될 경우 당초 2021년까지로
계획했던 온라인 서비스 예정과 다르게 이후로
도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에 ‘어몽 어스’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5. 기생충
영화 기생충은 2019년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으로 개봉 전부터 매스컴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영화에서 가족 전원이 백수로 반지하 집에서 산다.
피자 박스 접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지하 집
에는 바퀴벌레와 꼽등이가 득실거려 소독차가 다니
는 날에는 공짜 소독을 한다며 창문을 활짝 열고, 집
안은 소독 가스로 가득 메워진다. 영화 속 주인공인
기우와 그 가족은 윗집이나 근처 카페에서 잡히는 무
료 와이파이에 의존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다. 어느 날 기우 친구 민혁의 고액 과외 알바 소개
로 기우는 글로벌 IT기업을 운영 중인 박사장 집에
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기생충은 저택에 살고 있는
박 사장네 가족과 반지하 집에 사는 기우네 가족들,
상류층과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블랙 코미디
가족 드라마 영화이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2010년대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는 걸작 중 하나가 됐다. 제72
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이 외에도
국내외 영화제와 영화상을 휩쓸며 200개가 넘는 상

을 받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
CNN 방송은 “기생충이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으며
비영어권 영화 최초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며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이 승리는 재능있는 비백인과 배
타적인 캐스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크게 비판받아
온 문화계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고 평했다. 결국
영화 기생충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중 한
편으로 뽑히며 2020년 구글 최다 검색 영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