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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5월 15일 창간

2021 푯대를 향하여(Toward the Goal!)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개강을 맞이하여 지난 2월 25일(목)부터 3일간 캠퍼스 건물 곳곳에서 방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1년 1학기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한 On&Off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계방향으로 공학2관 실습동 - 순영관 - 지역혁신관 - 예술관 별관 / 사진촬영: 손민기 교육방송국장)

교원양성기관 진단평가 A등급 획득 및 임용시험 77명 합격
사범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
시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 A등급
을 받고, 이번에 진행된 2021학년도 전국 시·
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77명의 합격
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사범대학의 체계적
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해 온 평가로, 이번 5주기 평가
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학생지도체제 구축, 전
임교원 확보율 등의 영역에서 전국 4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범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11개 학교만
선정된 ‘최우수 A등급’을 차지하며 부총리 겸 교
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전국 상위 수준의 교원

양성 기관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재학생 강의
만족도,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교육실습체제 운
영, 교원임용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우리 학교는 임용시험에서 매년 꾸준히 7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77
명을 배출했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 13명,
중등특수교육과 13명, 수학교육과 11명, 영어
교육과 9명, 한문교육과 7명, 국어교육과 3명,
과학교육과 2명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도 상
담심리학과 10명, 문헌정보학과 5명, 음악·공
연예술·기계자동차 3명, 교육대학원에서 1명
이 합격했다.
사범대학은 임용준비 과정에서 심화특강, 선
배 교사 맞춤형지도, 교수 및 전문가 특강을 통

해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더불어 사제동행 특강, 수업실연 컨
설팅, 예비 교사 아카데미 등의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사범대학장 서재복 교수는 “사범대학 최우수
평가와 높은 임용합격률은 교수님들의 헌신적
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며 그
동안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라며, “전공 및 연계전공을 통해서 중등교사뿐
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 등 진로 및 취업의 다양
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한강훈 기자(hkhoon95@jj.ak.kr)

●사령●
■ 사임
편집장
: 김지은(법학 17)
정기자
: 배솔민(법학 19)
유성훈(법학 16)
임정훈(영미언어문화 19)
정령(환경생명과학 19)
진서연(시각디자인 19)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서 면함.
이상 2월 28일
■ 임명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
지난 2월 15일 학사지원실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식을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 모형을
운영한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총 세 개의 운영 모형 중
‘1.5 ~ 2.5 단계 운영 모형’이 1학기 기본 방향
으로 적용되었다. 이 모형은 1차시 온라인(동영
상, 실시간) 수업, 2차시 강의실 수업으로 구성
된 On&Off(혼합수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
면 수업 시에는 강의실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

우 모든 교과목이 전면 On&On(동영상&실시
간)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교과 영역별로 수업운영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전공 교과목 중 실습 및 1학년 교과
목은 1차시와 2차시 모두 대면 수업을 원칙으
로 하며 필요시 On&Off 또는 On&On으로 운
영할 수 있다. 교양 과목에서는 통합교양과 원
격 강좌, 채플을 100% 동영상 강의로 운영한
다. 단, 진로지도세미나의 경우는 학과별 자율
운영에 맡긴다. 이외의 교과목은 On&Off 방식
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시시

편집장
: 한강훈(일어일문학 14)
험은 담당 교원이 방식을 선택하며, 대면/비대
면 평가 모두 가능하다. 기말시험에서는 원격
강좌(통합교양, 채플, RUCK)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이 대면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목별 수업운영 방식은 전주대학교 인스타
로그인 후,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인 2월 26
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수강신청 화면에서 수강
희망 과목 조회 시에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전
자출결앱을 통해 각 수업 차시별 수업운영 방식
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신입기자
: 김서영(한국어문학 20)
김현진(한국어문학 20)
양예은(한국어문학 20)
윤혜인(한국어문학 20)
조민서(한국어문학 20)
표수연(한국어문학 20)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

2

뉴스

제907호 2021년 3월 3일 수요일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학교 시설보수 및 공사 내역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7일
(수)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프라인에서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으로 축소하여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2020학년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4
명, 석사 143명, 학사 1,959명 등 총 2,126
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이 열린 JJ아트홀 현장에는 이사
장상,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수상자와 각 단대
및 대학원의 학위기 대표 수여자, 교무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학
생들은 각 단과대학으로 분산하여 학위수여식
을 진행했다.

전주대학교가 방학을 맞이해 대대적인 공사
에 돌입하였다.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된 학생회관 공사는
건물 내부 및 화장실, 수퍼스타홀에서 보수공
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는 3월 5일
까지 진행된다. 이로 인해 당분간 1층 출입이
통제되고, 2층을 통해 학생회관으로 출입해야
한다. 공사 중에도 우체국과 은행 등 편의시설
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술관 앞 도로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

각 단과대학에서는 1주일 동안 학위복을 대
여하고 단과대학별 포토존을 운영했다.
학교 본부에서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
기 위해 행사 전ㆍ후 방역을 실시하고 건물 출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참석인원의 발
열과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박균철 교무처장은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학
위수여식을 모두 취소했지만, 올해는 졸업생
들과 영예로운 학위 수여의 기쁨을 나누고 그
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온라
인 생중계로나마 학위수여식을 진행하게 됐
다.”라고 말했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 개인전,‘350 Spatial Legacy’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의 개인전이 지난 2월
19일(금)부터 2월 27일(토)까지 인천 코스모
40 4층 특별실에서 열렸다. 심세보 교수는
30여 년을 건축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다양한
건축물을 디자인해 왔다. 이번 전시회는 그가
수행한 대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뒤로하고
골목길 재생, 주택 등 소형 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기획했다.
심세보 교수는 ‘관해각’이라는 이름을 가진
350년 역사의 고택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
주하였다. 그는 “고택의 처마와 마당에서 건축
의 많은 부분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오랜 세
월이 흘러 고택 주변이 변화하자 심세보 교수
는 그 흔적과 의미를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거
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이번
전시회의 주 테마인 ‘초기의 소형 건축물들과
후기의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그는 “고택 주변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 방치되다 공장 이전과 교통의 흐름
변화로 새로운 신축건물과 유동인구가 생겨났
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동네를 지켜가는
작은 건축으로 변화를 조절하며 새로운 문화
가 이식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말했
다. 이번 전시회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고택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담긴 ‘신진말 마스터플랜’이
다. ‘신진말 마스터플랜’의 주요 주제는 “작고
낡은 건축에 대한 존경과 함께 숨어있는 공간
을 살리는 작업”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고택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고택은 그 공
간에 흠이 될 수 있다. 심세보 교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는 문화에 오래된 건물이 어
울리지 않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고택을 ‘새
로운 문화가 이식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

다. 그는 고택을 마냥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건물만으로 보지 않았다. 고택만의 장
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은 새로운 문화로 승
화시켰다. 전시회에서는 작은 고택이 신축건
물과 조화되어 재탄생된 공간과 그 공간을 살
리기 위한 그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의 주 테마는 아니지
만, 건축학도들이 건축물이 심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케치들과 일부 대
형 프로젝트 이미지들도 준비했다.
김서영 기자(news@jj.ac.kr)

이재운 교수 고별 강연 및 기념식
지난 2월 26일(금)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이재운 교수의 고별 강연 및 기념식이 개최되
었다. 온누리홀 입구에서는 체온 체크를 하고
방명록을 작성해야 입장 가능했다. 또 손소독
제를 사용한 뒤에만 입장할 수 있었다. 좌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한 칸씩 띄어 앉았고
좌석에 앉은 후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이재운 교수의 고별 강연 및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 또한
철저했다.
이재운 교수는 역사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한
국사를 40년 동안 강의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
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도 힘써왔다. 여러 가지 노고들로 역사
문화콘텐츠학과를 빛낸 이재운 교수는 지난해
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였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온누리홀은 이
재운 교수의 고별 강연 및 기념식, ‘이재운 교

수님의 40년, 저희가 이어 가겠습니다.’에 참
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재운
교수의 정년퇴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동
료들과 제자들이 참석하였고 축하 연설을 하
기도 했다. 불가피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들과 제자들은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다.
이재운 교수는 ‘역사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별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 수
많은 박수갈채와 꽃다발을 받았다. 또한 이재
운 교수는 고별 강연 및 기념식에서 학과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재운 교수
는 학과 발전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 기금을 기부하였다고 말을 덧붙였다.
40년 동안 교직에 헌신한 이재운 교수의 정
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에 참여한 동료들과 제자들의 사진촬영
을 마지막으로 이재운 교수 고별 강연 및 기념
식을 끝마쳤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알립니다!
대학신문이 907호(2021년 3월 3일 발간) 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교직원 음악 신청 이벤트
교육방송국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애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
이다.
이는 교내 점심시간 한 시간(오후 12시 ~ 1
시) 동안 교직원들의 신청곡을 받아 추첨을 통
해 음악 방송을 교내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인
‘점심시간 교직원 음악 신청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지난 2월 16일(화)에 시작하여
2월 26일(금)까지 진행되었다.
아쉬운 부분은 개학 직전이고, 카카오톡 오
픈채팅으로 신청곡을 받다보니 익숙지 않은
오픈채팅방 사용법으로 인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손민기 교
육방송국장은 개강 후에는 교직원들뿐만 아니
라 학생들에게도 신청곡을 받아 진행할 생각

터 시작한 인도 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공사가 끝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본관 산학협력단 사무실의 리모델
링 및 LINC+사업단의 특화분야 센터 증축공
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화관은 해치라운지 설
치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1층 중앙 입구를
가벽으로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도 여러 건물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오픈채팅방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이 쉽게 신청하는 방
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인 신청 시스템으로 변
경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학생취업처장은 “교육방송국 학생들이 교직
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방법을 고
민하다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혹여나 행사 진행이 조금 미흡
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여삐 봐주시고, 당
첨되는 기쁨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하루 1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학교
경제
사회
문화
기획
사람들
신앙과선교
오피니언
외국어
교내광고

주제 사진, 대학 보도
대학 보도, 교내 뉴스
대학 보도, 교내 뉴스, 카툰, 기자생각
경제 기사
사회 기사
문화 기사
독자 투고
기획 기사
인물 인터뷰 기사
선교 뉴스, 겨자씨, 기도문
진리의샘, 선교이야기
신입기자칼럼
교수칼럼, 기자칼럼, 사설
영어 기사
중국어 / 베트남어 기사
교내 광고

■ 지면 변화
8-9면의 기획면을 8면 한 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12면 사람들면은 9면으로 옮겨 싣습니다. 이
에 따라 12-13면에는 오피니언을 싣습니다.
■ 실시간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news) 제공 및 독자 참여 확대
보도 기사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문사 홈페이지(https://news.jj.ac.kr/)와 학교 공식 홈페
이지에 그때그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후 보도 가치가 높은 기사를 선별하여 지면으로 제공합
니다. 지면 신문은 발행 후 바로 PDF파일로 업로드하오니, 온라인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독자투고(시, 수필, 독자의견, 만평, 사진 등)를 신
설하였습니다. 투고는 신문사 공식 이메일 계정(news@jj.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면에 실
릴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피쳐 기사(Feature news) 확대
대학생의 관심사와 이슈를 분석하고, 학내 이슈에 관한 교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심층적으로 파
헤치고 전달하는 피쳐 기사를 확대합니다. 기존 경제·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주대신문은 대학신문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교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변화하는 뉴스 전
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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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제48대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 개설
제48대 BeːONE 총학생회가 에브리타임에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2021년 3월까지
시범 운영되는 JJ 청원 게시판은 향후 학생
과 학교의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주대 학생이라
면 누구든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공감 수가 200개 이상이 되면 청원이 진행
된다. 전주대 학생 대부분이 사용하는 에브
리타임 어플을 활용한 청원 게시판은 접근성
이 좋고 글쓰기의 부담이 적어 학생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
재까지 비대면 수업 촉구, 복수전공생의 학
기당 최대 학점 증대,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
한 청원 등이 접수되어 1차 학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된 상태다. 학사 모니터링 회의
에는 대학 본부 관계자 및 학생대표가 참여
했다.
비대면 수업 학사 모니터링 학생 위원 측에
서 공개한 2021-1 1차 학사 모니터링 결과
에 따르면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 촉구 청원
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전주대학교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1학기
는 거리두기 1.5단계 수업방식 원칙상 비대
면과 대면을 혼합한 플립러닝 기반 On&Off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우
려를 반영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의 보완, 방역 실시, 증상자 관리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안건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관련한 학교의
대처 요구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강

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동영상 강의
의 인정 시간을 2020년 1학기는 2배 인정
(30분 영상=1시간 인정), 2학기에는 1.5배
인정(30분 영상=45분 인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학기는 동영상의 시간만큼을 인정해주
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학교 측의
말에 학생 위원은 전주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1:1 비율의 시간을 인정해주고,
과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
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강의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유튜브 영상만을 올리는 강의, 오래된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을 올리는 강의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변경이 있다. 교내 건물 출입 시 카드
태깅, 외부인 출입 금지에 대한 대책을 평일
주간 (08:30~18:00) 시간은 카드 태깅 절
차 없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외부인도 출입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통합버
스 탑승 전 체온 측정 방식에 더해 QR코드
촬영 절차를 추가했다. 네 번째로 복수전공
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된 불편함에 대해서는
학사지원실과 일차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주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비대면 학사 모니터링은 오는
3월 12일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제48대 총학생회 BeːONE은 메인
선거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인 JJ 청원 개설&
소통TF팀 구성을 이행했다. 그 외의 공약으
로는 슈퍼스타 점수를 500점에서 300점

으로 낮추고 STAR-T 제도를 5단계로 개
편하겠다는 ‘우리 모두 수퍼스타’ 수강 신청
최대인원을 늘리겠다는 기독교 교과목 개편,
힐링 페스티벌,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이
있다.
학생과 한마음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총학생회의 청원 게시판 개설에 학생들은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학생회는 청원 게
시판에 올라온 글의 공유부터 진행 상황, 회
의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투명한 청원 진행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건의 사항이 있더라도
학교 운영 방식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학생들
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학교와 소통할 수 있
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촉구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학교에 연
락을 취해야 했다. 학생 한명 한명이 개별적
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고, 공개
적으로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확실한 수업
운영 방식을 모르는 학생도 대다수였다. 그
러나 올해 2월, 학생들은 청원 게시판을 통
해 비대면 수업 촉구를 요구했고 진행 상황
과 결과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청원 게시판 개설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편의
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될 것을 기대
한다. 시범운영 중인 JJ 청원 게시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대 학생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바란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8일부터 인문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실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
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
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이달 8일부터 인문교
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를 실시한다.
「온다라 교양 플라자」는 지역 주민과의 인문
학적 소통을 위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
치를 홍보하고, 알아가기 위해 기획된 인문
교양강좌이다. 이번 강좌는 근현대사·전라
북도 종교사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하였으
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수강
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총 9강)로 진행
된다.
내달 26일까지 매주 1강씩 시청 가능한 유
튜브 링크를 수강생 개인 메일로 전달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극 참여한 수
강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
다. 강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이 밖에도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3
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존 수강생을 대
상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옛글과
함께하는 공존의 인문학」과 매주 유튜브 실
시간 중계로 지역 작가를 만나는 「책방과 함
께하는 공유의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다.
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전주대학교 HK+
연구단 홈페이지(www.jj.ac.kr/hk)와 페
이스북(www.facebook.com/jjonda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윤혜인 기자 (hyeout@jj.ac.kr)

배포일

강의 주제

강사 (소속)

1강

3. 8.(월)

근현대 전라북도 기독교사

김천식(前예수병원 홍보실장)

2강

3. 15.(월)

전라북도 천주교사

전병구(전주성심여고)
하채현(우석대 교양학부)

3강

3. 22.(월)

근현대 전라북도 잡지사

4강

3. 29.(월)

8경 문화와 전주 8경

서정화(전주대 HK교수)

5강

4. 5.(월)

인간사유의 탄생: 그리스 사상과 문화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홍승표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학력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 석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청정화학 및 생물학 박사
주요경력
·전주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겸임전임강사
·전주대학교 탄소나노신소재
공학과 겸임교수
김병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공과대학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
팀장/센터장

전혜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4. 12.(월)

도가 문화와 도에 이르는 길

이대승(전주대 HK연구교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 현대미학을 중심으로

전종윤(전주대 HK교수)

8강

4. 26.(월)

요괴와 문화콘텐츠

이후남(전주대 교양학부)

9강

4. 26.(월)

동영상으로 본 일제강점기 전주

이정욱(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함성일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연구교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오현성
경영대학 경영학과

장홍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학력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석·박사통합)
주요경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간강사
·경기대학교 시간강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임연구원

김상미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권상희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로그인을 하면
수강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

강의는 전체 영상의
90% 이상 이수해야 출석처리가
되나봐. 또 기간 내에 보지
않으면 지각, 결석 처리된다고
적혀 있어.
으아..빡쎄다...
기간내에 잊지 말고
수강 해야겠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번에 전주대 신문사에서 신입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들었어?
예전부터 기자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신청 하려고 장학금과 원고료도 지급된대!
정말? 나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신청하자!
취재기자와 편집기자 둘 중에 어느 부문으로 신청할거야?

고마워! 지금 신청 해야겠다!

맞다 신문사에서 독자투고도 모집하니까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
전주대 경관이나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나
800자 내외의 전주대와 관련된 주제의 수필을
news@jj.ac.kr로 제출하면 돼!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도 받을수 있고 또
보낸 사진이나 글이 신문에 기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도 나온대!

장완호

학력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
(석·박사통합)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연구원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강사
(생리학, 연하재활실습)
·㈜휠로피아 부속 연구소 연구소장

홍규식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정종민

학력
·서울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폐수처리팀 차장

의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학력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서울대학교 의류학 박사
(석·박사통합)
주요경력
·전주대학교 강사 / 서울대학교 강사
·전북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사
·가천대학교 강사

그러네. 그럼 모바일도
가능한지 확인해봐야겠다

지원 신청서는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지원 신청서 작성 후에
hkhoon@jj.ac.kr로 보내면 신청 완료야!

4. 19.(월)

학력
·연세대 보건행정학 학사 / 박사
·연세대 역학및통계학 석사
·이화여대 빅데이터분석학 박사수료
주요경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정보관리위원회 위원
·한림대 산학협력단 연구소 연구원

※사이버 캠퍼스(코스모스)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pdf파일 참조

나는 교내 소식과 사회 이슈에 대한 기사 작성 활동을
하는 취재기자에 신청할 거야!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지??

7강

학력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경영학 학사/박사
주요경력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농촌문화관광실 전문연구원
·㈜이든 책임연구원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시간강사

오~좋아
로그인을 하면
뭔가 나오겠지

카드뉴스 작성과 신문 디자인 활동을 하는
편집기자 부문으로 신청 하려고!

6강

학력
·Miami University 노인학 석사
·Boston College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주요경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SSK중형 전임연구원/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
사이버캠퍼스로 가서
살펴보는건 어때?

제인아 혹시 온라인
수업 어떻게 수강
하는지 알아?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2021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학력
·동국대학교 경찰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주요경력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연구교수

뉴스 3

2021년 3월 3일 수요일

학력
·포항공과대학교 수학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수학 박사
주요경력
·고등과학원(KIAS)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책임급 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원

학력
·한국과학기술원 이학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주요경력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박선정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4 경제

제907호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집, 코로나 이후 소비 동향의 중심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맛집 탐방과 여행 대신 집안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집은 정형적인 주거의 목적만을 띄는 공간이 아니다. 팬데
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의 확산으로 소비의 초점은 가구와 실내 장식 등으로 집중됐다. 외출을 꺼리게 된 사람들은 헬스장 대신 홈트레이닝을 선택했다.
그리고 피부과와 미용실 대신 이미용기기와 셀프 미용으로 자신을 직접 가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집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팬데
믹이 앞당긴 집의 기능변화는 미래 소비 산업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확찐자’라는 신조어처럼 외출 감소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하
지만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헬스장 이용이 불가해졌다.
이에 주목받게 된 것이 유튜브 홈트레이닝 시장이다. 홈트레이닝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 헬스장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홈트레이닝 수요가 늘어나며 필
라테스나 요가용품, 가정용 운동기구 등의 매출도 함께 증가했다.
집에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외출 자제로 인해 미용실에 가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
들은 셀프 미용과 홈 뷰티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셀프 미용과
염색을 배우며 인터넷에서 산 미용 도구로 직접 미용을 한다. 그리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
으로 민감해진 피부 관리를 위한 홈 뷰티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피부를 관리해주는 LED
마스크나 목주름 관리기, 마사지기 등이 대상이다. 이러한 소비 동향을 기회로 기업들은 피
부과나 밖에서 이용할 수 있던 뷰티 기기를 홈 뷰티 기기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다. 그 결
과 이 미용기기는 점차 주목받으며 판매량이 2020년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 다시 관심받기 시작한 콘솔 게임

■바뀌고 있는 집의 기능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이 시행됐다. 이에, 가구 및 조명,
실내 장식, 가전 및 가정용 기기, 영상 음향기기, 가정용 섬유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 현상
을 책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집필진들은 ‘레이어드 홈(Layered Home)’이라는 하나의
트렌드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레이어드 홈’이란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사람들의 집에 대한 관심도는 높
아졌다. “그 결과 마치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패션이나, 이미
지 프로그램 ‘포토샵’에서 이미지의 층을 의미하는 ‘레이어드’처럼, 집이 기존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층위의 기능을 덧대면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
이다.

■가구·전자제품 소비량 증가
장기화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으로 사람들의 집 꾸미기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유
행이 된 집 꾸미기로 큰 수혜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몬스, 일룸 등
의 가구업체와 ‘오늘의 집’과 같은 홈퍼니싱 앱이다. 홈퍼니싱이란 ‘홈(Home)과 꾸민다는
뜻의 퍼니싱(Furnishing)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소
비자에게 인테리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여러 인테리어 정보를 참고하여 홈퍼니싱을 하려는 영향으로 ‘오늘의 집’과 같은 홈퍼니싱
업체의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오늘의 집’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대
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업계 최고 수준인 1400만을 돌파했다
고 밝혔다. 외출 자제로 사람들이 여행이나 맛집 탐방을 하지 못하는 대신 기분 전환을 위
해 집 꾸미기를 하는 영향으로 수혜를 입은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로 책상이나 책장과 같
은 가구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여름 휴가철에는 여행 대신 집에 있게 되면서 소파
와 같은 가구 소비량이 늘어났다.
이어 화상회의, 원격 수업으로 Zoom(줌, 화상회의 앱)과 Webex(웹 엑스, 화상회의 앱)
의 사용이 늘어나며 영상 음향기기의 판매 역시 늘었다. ‘확찐자’는 코로나로 인한 외출 감
소로 활동량이 줄어 살이 확 찐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확찐자’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옷과 신발 판매량 대신 가정용 섬유의 매출량이 증가했다. 밖
에 나가지 못하는 영향으로 인해 집과 관련된 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집과 관련된
산업 중 가장 크게 매출이 증가한 산업은 위생 가전 산업이다. 위생 가전에는 청소기, 공기
청정기, 스타일러, 가습기, 정수기, 소독기, 살균 램프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의료용 소모품과 함께 스타일러, 공기 청정기 그리고 소독과 관련된 가전제
품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과거 인기가 시들해졌던 제품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경우도 생겼다. 바로 부피가 꽤 있는
게임기가 필요한 콘솔 게임이다. 과거 인기 있었던 닌텐도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기
가 줄었다.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으로 점차 콘솔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개발
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콘솔 게임 선호도는 모바일 게임보다 떨어졌고 콘솔 게임
은 잊히는 듯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보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
았으며, 집 밖에서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편리함과 휴
대성을 강조한 제품들과 앱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에 강조되던 편리함과 휴대성은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의미로의 편리함과 휴대성으로 바뀌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거 편리함과
휴대성에서 밀려났던 제품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재평가를 받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콘솔 게임이다. 사람들은 늘어난 가족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콘솔 게임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화, 온라인 콘서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운동 관련 용품의 소비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운동 및 오락서비스
와 문화 서비스, 단체여행, 식사, 숙박 등의 야외활동과 관련된 소비량은 급감했다. 코로나
19 이전까지 마음껏 즐기던 문화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해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야
외에서 즐기던 문화생활을 더는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이 생겨났다. ‘온라인 콘서트’는 과거 티켓을 놓쳐서 콘서트에 못 가는 사람들
이 집에서 공연을 즐긴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던 신조어 ‘안방 1열’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했
다. 이제는 집에서 콘서트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집에서 즐기는 공연과 쇼핑 그리고 운동
과 미용 등은 정형적인 집의 틀을 깬다.

■ 불황형 소비 품목 지출 증가
코로나19 이후 바뀐 소비 동향에는 연관성이 있다. 소비의 중심에 모두 집이 있다는 것
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이 시행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2분기부터 식당과 주점의 주류 판매량이 줄었고,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의 주류 판매량은 늘어났다. 담배 판매량 역시 2020년 2분기부터
급증했다. 술과 담배는 대표적인 불황형 소비 품목이다. 한국은행은 주류 및 담배 지출액
이 지난해 3분기가 최대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
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실직자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서비스업 종사
자 대부분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술과 담배는 경제·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는 시기마다 지출액이 증가
했다. 과거 외환위기 초반이던 1997년에도 술과 담배 지출액이 늘어난 적이 있다.

■ 변화한 근로 형태의 지속 가능성
■ OTT 서비스와 홈트레이닝·홈 뷰티 시장의 발달
이와 동시에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산업은 OTT 서비스 산업이다. OTT 서비스란 인
터넷으로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OTT 서비스에는 넷플릭스, 왓
챠, 유튜브 등이 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게 된 지겨운 상황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OTT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 OTT 서비스 중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서비스는 넷플릭스와 왓챠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이다. 이런 OTT 서비스는 월정액
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각종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긴 집콕 기간으로 인해 OTT 서비스인 유튜브 속 또 하나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사람들은 직장·주거 일치를 경험했다. 직장까지 출퇴근하
는 이동 시간이 사라졌고 집에서 일과 운동, 문화생활 등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
람들은 집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했다. 점점 집과 집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코로
나를 경험하면서 기업들 역시 근로 형태를 기존의 형태에서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로 확
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글: 김서영 기자(news@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제907호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사람들은
사
람들은 왜

사회

5

SNS

클럽하우스에
클럽하우스

새시대

열광할까?
열광할까?

지난해 4월 출시된 클럽하우스의 열풍이 국내에도 상륙했
다. 며칠 사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클럽하우스에
사람들은 ‘클럽하우스가 뭐길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클럽하
우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
로언 세스가 만든 ‘쌍방향 음성 기반 SNS’이다. 출시 이후 실
리콘밸리의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클럽하우
스는 지난 1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등장으로 국내
에도 이름을 알렸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덩치
큰 SNS가 이미 자리를 잡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클럽하우
스는 새로운 유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이
번 호 사회면에서는 사람들이 클럽하우스에 열광하는 이유를
사회 현상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클럽하우스란?
클럽하우스는 실시간 쌍방향 음성 소통을 기반으로 한 SNS
이다. 클럽하우스의 참여자들은 모더레이터, 스피커, 리스너로
나뉜다. 모더레이터는 룸을 개설한 사람, 즉 방장이다. 그들은
스피커들의 발언을 중재하거나 안내하고, 손을 든 리스너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 스피커는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다. 방을 처
음 시작하거나, 채팅방에 처음 합류한 사람은 모두 스피커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은 리스
너가 된다. 리스너는 청중이 되어 스피커들의 발언을 듣고, 의
견이 있다면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클럽하우스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실명제로 운
영된다. 현재까지는 애플 IOS 유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
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미정이
다.

기존 SNS와의 차별점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 비주얼 기반 소
셜미디어 유튜브·틱톡과 달리 클럽하우스는 음성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이다. 녹음이 불가하고 실시간 음성 소통만 가
능한 클럽하우스는 기존의 SNS와 달리 동시성을 전제로 한
다. 지금까지의 SNS는 비동시성을 전제로 언제든지 늦게 보
거나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다시 들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보는 귀해
지고 청중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만남의 광장
클럽하우스는 코로나 시대에 만남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최
적의 공간을 제공했다. IT매체 엔가젯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립됐다고 느끼는 순간에 클럽하우스가 등장했다”라고 했다.
재택근무에 흔히 사용하는 ‘줌’과 달리 음성 채팅만 제공하지
만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다. 클럽하우스 사용자인 홍윤희 이
베이코리아 이사는 “영상이 없으므로 화장을 하거나 옷을 꾸
밀 필요도 없다”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람들은 소통에 목말라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줌, 구글 미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이 주목
받는 시대에 클럽하우스는 제대로 흐름을 탔다.

유명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살면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
을까? 존경하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나, 좋아

하는 연예인에게 내 마음을 직접 전할 기회는 또 얼마나 될까?
클럽하우스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인과의 소통이 이루
어진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토스 이승건 대표, 게임업체
펍지 김창한 대표 같은 유명 벤처·스타트업 CEO들은 밤마
다 클럽하우스에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이 개설한 대화방에 들어가 봤는데 라디오 DJ가 전화
연결하듯 발언권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라
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인생을 나누고 참여자들의 이야기
를 들으면서 예상 밖의 큰 울림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
른 누리꾼도 “OOOO OOO부회장께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
도 받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라며 “4시간이 넘도록 시간 가
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울 시장 후보들과 금융
업계 CEO들이 클럽하우스에 가입하는 등 창업, 주식, 정치,
경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들고 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인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클
럽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다양한 룸(ROOM)
클럽하우스에서는 누구나 방을 만들 수 있다. 모더레이터가
방을 만들면 리스너들은 자유롭게 입장과 퇴장을 한다. 나갈
때도 알림이 뜨지 않아 여기저기 다양한 룸을 구경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에는 꼭 전문적인 정치, 경제, 지식에 대한 정보 공
유가 아닌 소소한 일상이 공유되는 방들도 많다. 성대모사 하
는 방, 리코더 부는 방, 퇴근길에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야
기를 나누는 방 등 지식이나 스펙이 없어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방을 선호하는 이용자도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다른 일
을 하면서 라디오 듣듯 ‘낯선 이들의 대화 소리’를 틀어놓기도
한다. ‘작업하면서 백색소음 나누는 방’, ‘공부 백색소음 방’ 같
은 식이다. 혼자 있음에도 남들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자리에 계
속 앉아있어야 하는 화상채팅 앱과 달리 무선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거나, 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
로의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이지만 같은 주제로 대화하며 한
공간에 모여있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폐쇄적인 모임,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비결 중 하나는 초대장으로 대변
되는 ‘폐쇄성’에 있다. 단순히 계정을 만든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이용자 초대를 받아야 한다. 각 이
용자에 주어지는 초대장은 두 장뿐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
는 공간에서 유명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를 자극한 셈이
다.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
는 특권을 원한다. 클럽하우스는 그런 욕구를 충족해주는 어
플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행이 시작된 만큼 클럽하우스
에는 시장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명한 사람과의 소통을 원한다. 그래서 클럽하
우스에는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다. 소위
엘리트 모임이라고 불리는 클럽하우스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는 자부심과 소속감이 이용자들의 자랑이 된다.

포모 심리 자극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클럽하우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

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경향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이 하는 재미있는 일에서 자신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를 자극한다”라고 했
다. 모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나
만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 때 나만 갤럭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이에 포함된다. 모두가 유행을 따라 클럽하우스로 몰려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클럽하우스 초대권
이 거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면의 SNS,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
클럽하우스는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내세운 어플이다. 하
지만 클럽하우스 특유의 폐쇄성과 전문성이 수직적인 소통을
초래할 수도 있어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연예
인 딘딘은 2월 9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클럽
하우스는 끼리끼리 더 권력화된 소통이다. 중세시대 귀족 파
티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같다”라고 말했다. 하재근 문화평론
가는 “비대면 시기에 음성 소통 SNS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
는 유용한 도구”라면서도 “초대장부터 발언권을 얻기까지 꾸
준히 누군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만큼 수직적 소통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인기가 많은 방이라
면 특정인에게 권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거짓 소문의 진원
지가 되거나 발언 수위가 강해지더라도 정화되지 않을 수 있
어 조심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화를 실시간
으로 주고받는 특성상 혐오 발언 등을 걸러낼 수 없다는 점, 청
각장애인이 배제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앞으로의 클럽하우스
SNS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과 정보의 불균형·권력화를
가져왔다는 평을 동시에 받는 클럽하우스는 어떤 이에게는 유
익한 정보를, 어떤 이에게는 소외감을 주기도 한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20·30대 674명을 대상으로 클럽하우
스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45.0%)라고
답한 응답자 중 41.5%는 “관심 분야 정보교류”를 이용목적으
로 꼽았다. 또한 클럽하우스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71.8%)이
라고 답한 이들 중 24.7%는 ‘새로운 정보 공유의 장’이 생겼
다고 봤다. 이처럼 클럽하우스에는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가 넘
친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의 수용은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
게 만든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힘들
어 사기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정보를
분별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롭고 귀한 정보
에 몰입한 나머지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클럽하우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기존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비교하면 아직은 작은 규모 수준이다. 현재까지 구
체적인 수익모델이 없는 베타 버전의 클럽하우스가 더욱 성장
하려면 정보 불균형, 권력화되는 소통, 이용자에 대한 보호시
스템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글: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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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홈베이커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을 꺼리는 집콕족이 늘어나고 있다. 간단한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밖에 나가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
어들었다. 집에서 쉽고 재미있게 할 만한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한 가지 정해 놓으면 하루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홈베이커리는 집콕 생활에 지
쳐있는 우리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무료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겨 먹을 수 있는 홈베이커리를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디저트는 에그타르트, 마늘빵, 아망드 쇼콜라이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1.에그타르트

재료

타르트지 : 박력분 종이컵 2/3, 설탕 반 스푼, 버터50g, 물 2스푼
필링 : 계란노른자 2알, 설탕 2스푼, 밀가루 반 스푼, 우유 2/3컵

➊ 차가운 버터를 깍둑썰기 한다.
 썬 버터, 밀가루, 설탕을 넣고 섞는다.
 차가운 물 2스푼 넣어 뭉쳐 준다.
 반죽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 30분간 냉동실에 휴지시켜준다.
 그 다음 필링을 만들기 위해 우유, 설탕, 밀가루를 잘 풀어준 후 약불에 데운 뒤 식혀준다.
 계란 노른자 2알을 풀고 식힌 우유를 넣어 섞어준다.
 그 다음 냉장실에서 휴지시킨 반죽을 꺼내고 종이컵을 반절로 잘라준다.
 반절로 자른 종이컵에 반죽을 얇게 펴준 뒤 포크로 반죽에 구멍을 뚫어준다.
 계란 필링을 90% 채워준 후 180도 오븐에 30분 굽는다.
 맛있는 에그타르트 완성.
에그타르트는 평소에 만들기 어려워 빵집에서 사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로 집에서 직접 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다.

2.마늘빵

재 료 식빵 2개, 버터 25g, 다진 마늘 1숟가락, 파슬리, 설탕 2숟가락
➊ 식빵을 4등분한다.
 버터를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 녹여준다.
 녹인 버터에 설탕 2숟가락을 넣어 완전히 녹인 후 다진마늘 1숟가락,
파슬리 가루를 넣어 섞어 준다.
 4등분한 빵 위에 마늘 소스를 고르게 발라준다.
 에어프라이기에 200도에 9분 구워주고 뒤집어서 4분 더 구워준다.
 맛있는 마늘빵 완성!
마늘빵을 만들 때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간 듯한 맛이 나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마늘의 향과 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향 저격이 될 음식인 것 같다.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간단하고 맛있는 마늘빵을 맛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3.아망드 쇼콜라

재료

볶은 아몬드 130g, 다크 초콜릿 150g, 흰 설탕 40g, 버터 5g

➊ 후라이팬에 설탕과 물을 넣는다.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설탕이 녹아 끓으면 볶은 아몬드를 넣고 주걱으로 섞어준다.
 하얀 설탕 결정들이 생길 때까지 섞어준다.
 설탕 결정들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준 뒤 버터를 넣고 섞어준다.
 그 다음 코팅 된 아몬드를 종이 호일 위에 올려서 식혀준다.
 이때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돌려 녹인다.
 식은 아몬드를 볼에 옮겨 녹인 초콜릿을 약간씩 부어 섞어준다
 조금 굳어지면 다시 초콜릿을 부어 섞어준다.(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해준다)
 집에 제티나 코코아 파우더가 있다면 아몬드에 입혀 완성해준다.
아망드 초콜릿은 지금까지 만들어본 음식 중에서 노력과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이다.
얼마 전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아망드 초콜릿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었다.
간단한 재료로 퀄리티 좋은 초콜릿을 만들어 좋아하는 사람이나 부모님, 선생님 등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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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동아리 특파원!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대학 동아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새로 입학한 21학번 신입생들,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지
만 어떤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 동아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드론 동아리이다. 드론 동아리 장영
주 회장과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Q. 동아리 회장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장영주입니다. 작년에 드론을 처
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동아리인 데다 회장은 처음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Q. 드론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드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
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입니다. 작은 드론부터 큰
드론까지 있는데, 처음 보거나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취미로 날릴 수 있는 드론이 많습니다.

Q. 드론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린가요?
처음에는 드론 축구 대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기존 동아리원이 드론에 더욱 흥미를 느끼
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로 올해부터는 정말 다
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드론 축구 동아리였지
만, 올해는 드론 촬영과 영상 편집, 드론 코딩,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여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
습니다.

Q. 조립이나 수리 과정은 드론을 잘 모르는 학우들에게
있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조립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이라 장난감 조립 정도로 생각
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똥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수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동아리 부원에
게 인두질하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조립이나 수리 과정
쪽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Q. 드론 동아리를 가입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나요?

독자 투고

김민아

(중국어중국학과 20)

대회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동아리인 만큼 열정과 의지가 필요
합니다. 드론 조종을 위해서는 타고난 거리 감각도 중요하지
만, 많이 날려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
고 재미있게 날릴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드론 기체와 부품은 학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Q. 드론 축구 대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과 입상 내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1월 25~26일에 대회가 있었습니다. 드론은 많이 날려서 감
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2시
간씩 드론을 날렸습니다. 총 25개의 팀이 전국에서 모여서 3
개의 팀이 한 조로 예선을 치루고, 예선 1등 팀만 본선에 진출
하여 겨루었습니다. 8강 이후 결승까지 모든 경기는 3판 2선
승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개 팀이 나갔는데
A팀은 1등을 하고 B팀은 3등을 했습니다. 저는 B팀이었고 예
선부터 4강까지 오후에 다 끝내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한 기
억이 있네요...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아리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각자의 개인 일정으로 한 번에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동아리원의 참여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량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동아리원도 많이 뽑을 것이고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
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드론 자격증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드론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이고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 생활 속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
라 조종자격이 4단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자격증 없이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 됐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3~4종의 자격증을 이수해야 합니다. 4종은 온
라인 교육 6시간이며, 3종을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은 필기시
험과 기체 조종시간 6시간의 조종증명이 필요합니다. 4종 취
득이 우선이기에 온라인 강의 먼저 들어야 합니다.

Q. 드론 동아리에서의 활동이 취업에도 도움이 될까요?
특히 공대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과 활동입니다. 요즘 영
상 촬영과 편집하는 일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드
론으로 촬영과 편집을 활동할 예정이라 자기개발하기에 정말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팀 프로젝트인 만큼 자신이 어떻
게 느끼고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취업에 쓸 수 있는 말은 무궁
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드론 동아리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동아리의 목적은 대회 참가와 입상이기 때문에 상을 타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 동아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해서 다음 동아리 활동에 차질이
없게 할 것입니다. 저도 회장은 처음이라 다 같이 의논하면서
이끌어나가는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Q. 이번 21학번 새내기를 위해 드론 동아리 홍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는 열정이 있는 분들 원합니다. 친해지기 싫어도 대회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회 준비를 위해 자주 만나서 연습해야 하
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동아리입니다.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엄청난 재능과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는 많이 날려본 사람이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부
터 드론을 조종한다면 나중에 1종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것입
니다. 영상 촬영, 편집, 수리, 코딩, 조종을 배울 수 있는 동아
리에 가입하여 2021년을 자기개발을 위한 한 해로 만들어 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관에서 후문까지, 청춘의 사계
봄에 진리관에서 학생회관을 따라 펼쳐지는
벚꽃무리는 봄의 캠퍼스를 분홍빛 낭만으로 물
들인다. 이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재학생들에게는 적어도 이번 학기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분 좋은 설렘을 안긴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기말고사와 함께 한 학기
가 끝나면, 더운 날씨만큼이나 답답한 성적표
를 마주해야 한다. 가을에 버스를 타기 위해 후
문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땐 고릿한 은행 냄새
가 코를 찌른다. 마침내 그 향이 흐릿해질 때
쯤, 겨울 첫눈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이한다. 하
루의 수업을 끝내고 일례행사처럼 걸어가는 진
리관부터 후문까지의 길. 그 길은 계절 변화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의 묘한 절
기 곡선 역시 내포하는 것만 같다.

신입생이던 시기에는 학교 자체에 기대가 있
건 없건, 일상이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하다.
또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기효능
감에 빠지기도 한다. 마치 벚나무가 벚꽃과 함
께 떨궈내는 싱그러움과도 같다. 그리고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적성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방황으로 질식을 경험하는 인생
의 혹서기가 온다. 시간은 흘러가고, 조금씩
아등거리며 공모전 및 대외활동, 자격증으로
노력의 흔적을 남겨도 내가 밟는 길만 유독 은
행밭인 것 같은 무정한 가을 역시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 시기에
접어들면 시린 겨울의 한파가 무력감으로 나
를 꽁꽁 얽어맨다.
요즈음은 누구도 대학만 들어가면 봄을 만끽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지구온난
화로 인해 비교적 완만해진 기온 곡선과는 달
리, 대학생의 절기는 본인조차 예측할 수 없는
가파른 굴곡을 그리고 있다. 노력이란 단어가
마법같이 봄을 누리게 해 줄 것이라는 말을 반
신반의하게 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청춘을
자신있게 담보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학우들이
많다. 그들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다가오는 이
번 봄이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
으면 좋겠다고 소망해본다.
<독자투고>란에서는 시, 수필, 소설, 사진,
기사에 대한 의견 등 어떤 종류의 글과 사진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news@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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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치사율로 인
해 우리들의 여행 계획은 다 취소되었고 가볍게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
조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여행지나 길가에 뒹
굴던 쓰레기들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하늘도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전부터 매일매일 확
인해야 했던 미세먼지 어플은 이젠 휴대폰 용량만 차지하
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정도이다. 멸종 위기였던 동
물들도 코로나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소식들과 코로
나 이후 맑아진 산이나 호수, 강가의 사진을 담은 기사들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가슴속에 자그마한 위
로가 되었다. 눈엣가시일 뿐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연 환경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다.
하지만 과연 더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코로나 바이러
스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가 발발한 초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환경에 어느 정
도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감염예방법상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과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온
실가스 배출량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또한 나사(NASA)와
유럽 우주 기구(European Space Agency) 모두 중국
대기 중 유독 가스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경기 침
체 현상을 맞이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나 2007년 금융위
기와 같은 대형 사건들도 초기에는 온실가스 감소라는 동
일한 패턴을 보였지만 이러한 패턴은 일시적이었을 뿐 오
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 활동이 크게 제약된 사람들이
집안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 전기와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
게 되었고 이는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불러일으켰
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같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나고 음
식점들 또한 덩달아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
수요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심지어 배달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지경까지 도
달했다. 이렇게 배달 음식 수요량의 급증으로 인한 일회용
품 사용은 코로나 시대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은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증가하였다.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
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과 테이크 아웃, 가정에
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였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 초
기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 중단하고 일회용품 사용
을 권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일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한 지
역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정도로 일회용
품 쓰레기의 증가는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의료 폐기물 또한 일회용품 쓰레기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
이다. 중국의 도시들은 의료 폐기물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데 특히 우한시에서는 코로나 초반 하루에 200톤이 넘는
의료 폐기물이 나왔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의료
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
라 의료 폐기물은 19만 4,530톤으로 하루 평균 532.95
톤씩 나왔다. 이는 쓰레기 소각 업체 허가 용량의 90.42%
나 되는 양이다. 그러나 의료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
해 새 소각장의 건설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늘어나는 의
료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급증한 의료 폐기물과
일회용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가속화된 대기 오염과 주택
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의 환경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환경에 큰 타격을 주고 있
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 바
이러스는 환경에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일부 개선되

었다는 소식에 숨어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안이한 마음
가짐은 환경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듣
고 자랐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도
는 매우 적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개개인의 노력은 눈에 큰 성
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
도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실
천이 모이게 된다면 환경문제는 인류를 막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아닌 오히려 작고 가벼운 허들로 보일 것
이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생긴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고 방
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충분히 실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따른 작은 방안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문제는 일회용 마스크이다. 코로나로 인
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일회용품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 확
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방역용품
이다.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방역
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내피와 외피
를 구분하는 부직포와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필터, 코에 마
스크를 고정시켜주는 노즈클립, 귀걸이 밴드 등 다양한 재
질로 이루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필터의 주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은 소각하게 되면 일
산화탄소, 다이옥신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이 나온다. 다이
옥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
로 한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고 땅에 묻
는다 해도 자연분해까지 수백, 수천 년이 걸리는 대기와 토
양오염의 주범이다. 해양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브라질의 해양 동물보호단체인 아르고나우타 연구소(Instiuo Argonauta)는 브라질 주케이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펭귄의 몸속에서 마스크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대
로 분리하지 않고 버린 마스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해양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다. 친환경 마스크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최선
의 방법은 일회용 마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다. 또한 폴리우레탄 재활용 마스크를 사용한
다면 마스크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방역을 위해서 폴리우레탄 마스크를 재활용할 때 소독
에 유의하여야 하고 KF(Korean Filter) 인증을 받은 비
말 차단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문제는 일회용품 재활용이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꽤 심각한 환경문
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이 우선시 되어 뒷전으
로 미뤄지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쓰레기 소각
업체의 공장들은 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자
를 볼 정도로 일회용품 쓰레기 급증은 심각한 환경문제이
다.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
바른 분리배출”이다. 테이프가 붙어있는 박스나 내용물을
제대로 비우지 않고 버려진 스프레이와 빈 병은 일회용품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올바른 분리

수거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내용물을 비운다. 둘째,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는다. 셋째,
종류별로 분리배출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서 분리수거
한다면 일회용품 분리배출은 수월할 것이다. 또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쓰레기를 기록하면서 의식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
려고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환경문
제에 큰 도움이 되고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예
를 들어 오늘 버린 쓰레기 목록에 일회용 컵을 기록해 두었
다면 다음에 카페에 갈 땐 텀블러를 챙겨간다거나 버린 쓰
레기 목록에 일회용 포장 용기를 기록해 두었다면 다음에
테이크 아웃할 때는 직접 다회용 포장 용기를 가져가는 방
식으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문제는 전기 절약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잦아들고 집안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에너지 사용량은 상승하였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
방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
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유가가 폭락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의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이 아닌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이다. 이렇
게 주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
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을 몇 가지 소개
하려 한다. 첫 번째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은 가전제품을 구
매하기 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전제
품에 붙어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은 1에서 5까지 등
급이 존재하는데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
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1등급은 5등급에 비해 약 30%
~50%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최
근에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제조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냉방 효율이 표기되어 있는데 사용량 수치
가 낮을수록, 효율 수치가 높을수록 전기 절약에 효율적이
다. 두 번째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은 냉장고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에서 냉장고는 전력 소모가 가장 심한 축에 속
하는데 이러한 냉장고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에너지 낭비
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고 오래 열고
있는 행위는 냉장고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쳐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 절약을 위해 피해야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냉장고 안이 가득 차게 되면 냉기 순환 효율이 떨어
져 전기 소모가 심해진다. 따라서 냉장고 용량의
60%~70%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냉장고를 적정
온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냉장실의 경우 여
름철은 2~3도 겨울철은 5~6도, 냉동실의 경우 15~18
도 정도가 적당하다. 세 번째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은 사용
하지 않는 콘센트를 뽑는 것이다. 전원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전기제품은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기를 소모한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
정 에너지 사용량의 약 11%를 이 대기전력이 차지하고 있
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뽑아 대기전력을 절약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5천억 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주택 에너지 사용량을 눈에 띄게 줄
일 수 있다.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은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안고 가야 하
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실천하여 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
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이슈로 인
해 환경 보호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린 지금 환경을 보호해
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은 우리가 최
대한 빨리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길거리, 맑아진 하늘, 쓰레기로 인
해 고통받지 않고 자연 속에 터전 잡은 동물들, 푸르름을
되찾은 산과 들,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과 호수, 들판에 피
어있는 다양한 들꽃, 여름철 새벽마다 울리는 귀뚜라미 소
리 등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들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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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BeːONE’
2021학년도 전주대학교를 이끌어 갈 새로운 총학생회의 얼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새롭게 변한 총학생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며, 교내 시설을 준비하고 코로
나 시대에 걸맞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씁니
다.
교육정책국은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과 학사제도, 장학제도를 개선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책임집니
다. 홍보국은 폭넓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학우 여러
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합니다. 또한 다른 부
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총학생회와 행사 및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
다.
마지막으로 회장단과 기획실장이 이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Q6. 선거 당시 내놓았던 공약 중 제일 주된 공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총학생회장: 메인공약 1번이었던 ‘JJ청원제도 및 소통
-TF팀 구성’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
과 학교와의 의견이 대립하고, 공지들이 늦어지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 특히 학
교와의 빠른 소통을 통하여 학우 여러분의 혼란을 최
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중
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학생회장 오길환(좌), 부총학생회장 양정민(우)

Q1. 안녕하세요. 전주대 신문 구독자분들께 두 분 소개 부
탁드립니다.

Q4. 현재 총학생회의 조직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각 조직이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우리가 하나되는 순간,
BeːONE!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제48대 총학생
회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문화융합대학 경기지도학과
축구전공 15학번 오길환,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물
류무역학과 15학번 양정민입니다.

부총학생회장: BeːONE 총학생회는 회장단, 기획실
장과 총 8개의 국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8개의 국은
기획전략실, 사무운영국, 참여소통국, 재정국, 대외협
력국, 문화복지국, 교육정책국, 홍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이번 총학생회의 이름이 ‘BeːONE’인 걸로 아는데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기획전략실은 총학생회가 활동할 수 있
는 모든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
하고 학우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 기획을 담당합니다.
사무운영국은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
사의 중심부 역할을 하며, 온라인 총학생회를 정비 및
관리합니다.
참여소통국은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을 만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학우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학우 여
러분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섭니다.
재정국은 총학생회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
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학생회비 사용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관리
합니다.
대외협력국은 총학생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합니
다. 본부, 외부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도 합니다. 또한 제휴업체와 협의를 통해 학우 여러분
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문화복지국은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다양한 혜
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삶의 질을

부총학생회장: 저희 BeːONE 총학생회는 ‘하나가 되
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전주대학교 모든 학
우 여러분과 하나되는 전주대학교를 만들고자
BeːONE 이라는 학생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Q3. 대학 총학생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 잘 모
르는 분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는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자 집행기구로서,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즐겁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단
체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
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복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여러 업체들과 연결하여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권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의점을 찾고 여러 장학 혜택
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Q7. 개강을 앞두고 방학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부총학생회장: BeːONE 총학생회는 개강을 하기 전
학우 여러분이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고 더욱 편리하게
전주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복
지물품 개선과 게시판 제작, 학우 여러분의 고민과 고
충을 들어줄 수 있는 에브리타임 JJ청원제도 도입, 수
강신청 알림과 장학금 알림을 통하여 학우 여러분이
개강을 하기 전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개강
후 많은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전주대 신문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
스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학 생
활에 설렘을 가지고 있던 20학번 학우 여러분부터 마
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하는 4학년 학우 여러분까지
많은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
년은 저희 BeːONE 총학생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 코
로나19를 극복하고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
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하
였습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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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채플 안내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건학이
념을 가지고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재학생
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한다. 이 채플의 이
수과정을 5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채플 수업은 대규모 집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채플 수업
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1학기에도 모든 채
플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채플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각 채플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은 2020년도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진호 교수(성품채플 담당)를 중심
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진행했다.
‘2030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오지 못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담당교수 및 선
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
는 프로젝트다.
‘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이하, 코사싸)’
은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
해 학교 캠퍼스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학생
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학생들이 학교와 수
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2020년에는 군산, 부산, 제
주도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을 만나고 왔다.
‘코사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유튜브 실시
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며 후원을 할 수 있
고, 모인 후원금은 전액 신입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기도문

이 두가지의 프로젝트는 2021년도에도 진행
된다.
▶문화채플

지성채플 봉사자들과 함께 여러 이벤트와 행
사를 구상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
대화하고 있다.
▶소명채플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
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이다.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주제강의인
B.M.D(Bible Music Drama)와 매주 채플 밴
드가 함께 하여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
이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게스
트를 초청하여 이단 강의, 문화공연 등을 통하
여 채플의 흥미와 학생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
고, 참여도 또한 크다.
문화채플에서는 학기 말에 한 학기 동안의 참
여도와 작성한 감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
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콘텐
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
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
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
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통
합적인 SQ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
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뿐 아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
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d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지성채플은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의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우며,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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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회 2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성경을 읽다보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
이 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
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
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
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요, 무리한 요구다.
▼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강물에 아이를 던졌다. 아이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부모로
서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 만든 작
은 갈대 상자 배에 아이를 넣어 강물
에 띄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어 맡긴 거룩한 행위가 되었다. 모세
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당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다
른 히브리 사내아이와는 달리 바로의
공주 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안
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 전적인 하나
님의 은총이었다. 자식을 버린 모세의
부모를 묵상하는 중 깨달음이 왔다. "
네가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돌봐줄 수
없잖니", 부모의 사욕으로 처자를 버
린다면 그야말로 패륜행위겠지만 모
세의 부모와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
만을 바라며 부모, 처자를 버린다면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들을 맡기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깨
달음이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이요. 오묘한 섭리다.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메시지인가. '하나님 품안에서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하나님
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
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
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
니라"(고전 1:21~25).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더욱더 큰 날갯짓으로 높이, 더 높이!

간납대에서 천잠동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전주
대학교의 2021년 새 학기를 힘차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귀하고 튼실한 열
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전주대학교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펼쳐나갈 꿈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모
두의 미래를 향한 이타적인 삶의 실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이 더욱더 큰 날갯짓으로 높이, 더 높이 날아
오르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크고 작은 어려움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셨음을 고백하듯,
내 앞에 닥친 시련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서
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과 구성원 모두를 더욱 강건케 하시며, 지혜의 영을 더 하시어
직면한 어떤 문제이든 슬기롭게 잘 해결하며 거침없이 전진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참 좋으
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문대학장 김문택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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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향기: 긍휼

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긍휼”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창자가 뒤틀리
고 끊어지는 듯한 공감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통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대신 당하신 긍휼의 결정
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
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
의 말씀은 그저 언어만 화려한 긍휼의 지식
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의 실천까지 보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단순
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에
윤리적인 언어의 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복을 말씀하실 당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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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분위기는 당시의 지성인들 대부분이
로마의 힘과 무력과 용맹을 숭앙했고 긍휼이
나 자비는 피해야 할 영혼의 질병이요 경멸
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
습니다. 더 강인하고 무자비한 자가 생존할
수 있고 출세의 부러움을 일으키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을 쏟으신 것입니다. 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그들의 의식이 젖어 있었던
시대 정신에의 역류를 주문하신 것입니다. 나
라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의 원인을 제공한 원수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지키라는 역설적인 권고로서 말씀하
신 것입니다. 그의 권고는 정치적 군사적 역
량을 길러서 찬탈 당한 조국의 주권을 복원
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민족적인 기
운을 쏟아야 할 중차대한 시국에 어쩌면 유
대인 무리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사상적
인 물정도 모르는 풋내기 영웅의 감상적인
선동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 그런 인간적인 문맥이 고려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근거하여 복음을 증거하신 분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하
나님은 누구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신 것
입니다. 긍휼의 복은 그냥 따뜻한 마음을 품
으라는 인간적인 성정의 연마를 주문하는 것
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 속에서 때
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면
모가 이러해야 한다고 교훈하신 것만도 아닙
니다.

긍휼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
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13
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
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주의 긍휼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눅1:50)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긍
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경
외와 긍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
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기에 어쩌
면 마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언의 지혜
를 주목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조
롱하는 자는 그의 창조자를 멸시하는 자이니
라"(잠17:3).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는
단순히 그 당사자와 결부된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
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
리가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 복이기
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그 자체
로 복입니다. 즉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영
광이 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최종적인 목
적을 달성하는 일이기에 복인 것입니다.
긍휼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지혜자
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
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잠11:17). 타인
에게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
대로 인자하지 않는 것은 인자의 유익을 상
실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해롭게 한

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부재는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긍휼이란,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
유익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해가 된다는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
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성경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기애는 이렇게 역
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
에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은 다음
과 같은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
에게 선할 때에 당신 자신에게는 최고로 선
한 것입니다"(When you are good to
others, you are best to yourself).
긍휼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바울
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이는 긍휼을 베풀되 긍휼의 대상에게
혀를 차면서 있는 눈치 다 주고 부담감을 팍
팍 느끼게 만들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떠밀리
듯 동정하듯 긍휼히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
다. 긍휼의 실천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적
인, 의무적인, 인과적인 관계성에 기초하지
않은 자발성을 뜻합니다. 즉 긍휼은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반대나 거리낌도 없이 넘치는
적극적인 자발성의 발로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긍휼의 즐거운 실천'은 긍휼 자체를 즐긴
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투자가 아닙
니다. 긍휼은 자신의 괜찮은 성품을 과시하
는 생색용 수단도 아니며, 자신의 부실한 경
건을 치장하는 장신구도 아닙니다. 긍휼은 한
사람의 됨됨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5

에베소의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

▲ 에베소 코레소스 산에 있는 마리아의 집 (2005년 5월 필자 촬영)

에베소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살았다고
추정되는 집이 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얘
기도 함께한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십자
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
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
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
복음 19 : 25-27」 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위 내용은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유
추해보면 여자들은 4명인데, 제자는 단 한 명
이다.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베드로
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
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붙잡힐 때 다들 도망갔고 골고다 형장에도 역
시 코빼기도 안 보였으나, 제자로는 오직 요한
한 사람만 남은 것이다.
예수는 끝까지 남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였다. 요한은 그때부터 성모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기독교에 대한 박
해가 극심해지자 이를 피해 요한을 따라 예루

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고대 도시 에베소까지
왔다.
코레소스 산은 해발 400여 m 높이의 상이
고 에베소 시내 중심부에서 10여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는 이곳에서
요한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년을 보냈다. 마
리아가 살던 집은 서기 431년 에베소 공의회
가 마리아의 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예
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는
주 예수의 어머니 곧 성모시다.”라는 교의가
확정되었다. (이희철,『터키』, p.54) 그리고 기
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마리아가
살던 집터에 ‘성녀 마리아 교회’를 세우도록 하
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1400년도 중반 오스
만 투르크의 회교 전파로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3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에 이 교회가 발견되는, 그야말로 불가사의(不
可思議) 한 일이 생긴다. 그것은 독일의 수녀
캐더린 에멀리히(1774-1824)에 의해서이
다. 이 수녀는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서

▲ 1891년 발견 당시의 마리아 집

평생 독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병상에
서 환상 중에 예수와 성모를 보았고 성모가 살
았던 집과 무덤을 보았다고 구술하였다.
그녀의 구술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한 시인
에 의해 책으로 발간되었고 이 책을 읽은 성직
자들이 오랜 연구와 탐사 끝에 1891년 5월에
마리아 집을 발견하였다. 그 후 교황도 방문하
여 성지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제 이곳은 유
명해져서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성지가 되었
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순례를 한다. 그래서인
지 한국말로 된 안내판이 아주 큼지막하게 세
워져 있다.
사도 요한은 성모가 세상을 떠난 후 에베소
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
은 밧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
록을 기록한 바 있고 본지 지난 호에 그 내용
을 게재하였다.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마리아 교회로 복원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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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음지문화, 알페스
알페스는 갑자기 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을까?
2021년 1월 10일 모 래퍼의 인스타그램 게시
글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팬이 작성한
알페스를 본 뒤, 충격을 받아 자신의 인스타그
램에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이후 알페스는 수
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성년 남자 아이
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
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진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22만 명의 동의를 이끌
어냈다.

김현진 기자
(flwmguswls@jj.ac.kr)

최근 ‘알페스’라는 낯선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접
했을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 특히 에브리타임
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알페스란 무엇인가에 대
해 알아보자. 알페스란 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알페
스는 실존 인물들, 특히 유명인들을 엮어 로맨
스 관계로 해석하고 창작해 낸 픽션 활동이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이면 누구나 소재
가 될 수 있다. 단, 표현 주제는 동성 커플로 한
정한다.

알페스의 역사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1세대 아이돌로 꼽히는 H.O.T, 젝스키
스의 팬덤이 이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기 시
작하면서 팬픽 문화가 처음 등장했다. 알페스는
팬픽의 한 갈래인데, 팬픽으로 남자 아이돌 멤
버 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지금의 알페스로 이
어졌다.
당시에는 팬픽이 음지 문화라는 인식이 희미했
다. 모 기획사에서는 아예 자사 그룹을 소재로
한 팬픽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
이돌 본인이 직접 유명한 팬픽 및 커플링을 언
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당시에는 당사자
들이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 삼는 일이 거의 없
었다. 이는 팬픽의 개념이 국내에 제시된 초창
기였던 점, 팬덤 문화가 형성된 초창기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
던 점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명예와 성적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알페스 갈래의 팬픽은 일반인이 정말 관심
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거의 접근할 수 없
는 수준의 폐쇄적 커뮤니티, SNS를 통해 음지
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알페스가 음지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폐쇄성에 의해 더 자
극적인 글들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창작물은 아이돌 멤버 간의 사랑을 다
룬 글이었다. 그들의 허가와 동의 없이 성적인
묘사를 나타내는 글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아이돌 특성상 연령대가 낮아 미성년
자인 멤버들이 많다. 이런 미성년자 멤버를 주
제로 성적인 글을 창작하기도 한다. 이 행위 자
체만으로도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로 성희롱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지 관련 법
률을 찾아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
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
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형
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문
언’이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르면 알페스물 제작 및 소지의 경우 문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위반했
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자신을 향한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이 문제를 가시화시킨 모 래퍼는 의사표명을 했
다가 단체 사이버불링을 당해 정신적 피해는 물
론이고, 대외적 이미지에도 손상이 갔었다.
물론 알페스 성향의 글 중에 자극적이지 않은
글도 있다. 하나의 소설 갈래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개인의 창작을 법적으로 제
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팬덤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성적 의도가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이다.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 운
동선수, 심지어 정치인까지 알페스의 소재로 쓰
이고 있다.
현재 알페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눈감을 수는
없다. 사회는 개인들이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
어 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페스
가 때로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
야 한다. 또한 건강한 팬덤 문화를 위해 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루다가 남긴 새로운 과제
있는 대화형 AI다. 20대 여성을 콘셉트로, 기
존 명령을 수행하는 AI와는 다르게 친근한 어
투로 생동감 있는 대화를 구사하는 기술이 특징
이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
는 동시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루다의 일
상을 공유한다. 이루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
는 AI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윤혜인 기자
(hyeout@jj.ac.kr)

AI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전부
터 ‘심심이’ 등 여러 AI 채팅봇은 있었지만 왜
‘이루다’에만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것일까. 최
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AI 채팅봇, 이루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루다’는 “안녕, 난
너의 첫 AI 친구 이루다야! 나랑 친구 할래? 네
가 심심할 때나 자랑할 일이 생겼을 때, 때때로
찾아오는 지치고 힘든 순간,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에서 개발한 페이
스북 매신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이루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
일까? 그 계기는 한 사용자와 대화 중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이런 사례
는 이루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16년 마
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챗봇 테이(Tay)는 여
성, 흑인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혐
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
은 AI 학습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 성
소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만으로 학습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소
수자 혐오 발언 논란에 이루다 개발사 측은 문
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
표현을 필터링했으며, 새롭게 발견되는 사례나
키워드도 차단하며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시스템 결함을 이용해 이루다를 대
상으로 성희롱을 자행하는 일부 사용자도 나타
나기 시작했다. 개발사는 베타 버전에서 이미
대화 중 욕설이나 성희롱을 예상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 욕설이나 성희롱이 감지될 시 “선정적
인 말, 모욕적인 언행 및 욕설 등이 다수 감지됐
다. 이후 추가로 감지될 시 별도의 경고 없이 대
화가 차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우회
적인 표현을 쓰면 이루다가 성적 대화를 받아준

다며 다양한 방법을 인터넷 공간에 공유하는 이
용자가 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시스
템의 결함을 이용해, 부도덕한 사용을 하는 이
용자의 성숙하지 못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 문제가 수습되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드러
나게 되었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사용
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에
서 사용자들이 제공한 100억 건의 카카오톡 내
용을 기반으로 이루다의 AI 성능을 높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가 조사
에 들어갔다. 데이터를 이루다 재료로 쓰는 과
정에서 익명화를 제대로 했는지, 정보 수집 과
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중
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국 1월 15일 스
캐터랩은 이루다 챗봇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았
다. 스캐터랩은 15일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와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다 개발사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
임도 져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루다의 서비스 중단은 아쉬움을 남긴다.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구글은 오
픈 도메인(Open-domain) 대화기술의 성능
평가 지표로 SSA(Sensibleness and Specificity Average)를 제시했는데 사람의 경우
SSA 86%의 점수를 기록한다. 이루다는 SSA
7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구글에서
만든 오픈 도메인 챗봇 미나(Meena)의 성능인
76~78%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어를 기반
으로 한 대화형 AI 기술로 이룬 뛰어난 성과다.

또한 이루다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이
용자 중 85%가 10대, 12%가 20대로 이른바
Z세대, 90년대 중반~ 2010년 초중반생 사이
에서 대대적인 열풍으로 빠르게 유행했다. 여느
챗봇보다 자연스럽고 친근한 말투로 ‘진짜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런 장
점을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해 나갔다면 다른
연령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AI 봇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것
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적응에는 시행착오
가 있을 수밖에 없다. AI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AI 윤리가 필요하다. 기
업들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 출시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는 AI 챗봇이든, 로봇이든 인간이나
생명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학대나 폭력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
동이다.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본인이 하는 행
동에 대한 죄의식이 희미해지고, 자정할 힘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
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다가 남긴 과제들을 하
나씩 풀어나가야만 한다. 새로운 윤리 규범을
필요로 하는 신기술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잘 정
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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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데이터

장홍준 교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칼럼에 대한 내용 작성에 앞서 제가 이
번에 새로 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안녕하십
니까? 저는 이번에 컴퓨터공학과로 임용
된 장홍준입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더
라도 잘 부탁드리며 저도 전주대학교와
공동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의 주요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핵심 분야인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
능이며 칼럼도 이와 관련된 주제로 준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을 데이터
(data)라고 하는데 그럼 데이터란 무엇일
까요?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사용
되는 문자, 숫자, 이미지 등이 떠오르셨나
요? 데이터란 용어는 외래어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한 기간은 오래되진 않았지
만, 데이터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생성하
고 사용해오던 것은 분명합니다. 선사 시
대의 동굴 벽화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처
럼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숫자
등의 데이터 등장과 함께 인류는 현재의
빅데이터 시대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성되고 사용된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문
자나 숫자 데이터를 익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소수의 권력을 가
진 사람들 위주로 데이터 생성과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이 탄생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문자
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의 생성은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제한된
매체를 통한 유통으로 인해 여전히 소수
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
로 이제는 누구나 SNS와 같은 1인 미디

어를 통해 자신만의 데이터를 직접 생성
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생성된 빅데
이터는 처리 및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공
지능 기술을 꽃피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빅데이터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비서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통한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
능성을 제시하여주었지만 달콤한 미래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인공지능 대
학생 이 모 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딥
페이크(deepfake) 기술을 통한 여러 범
죄는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문자, 숫자, 이미지 그리고
소리 등을 넘어 우리를 비추며 인간을 담
고 있는 대상으로 논의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River flows in you에서 강물처럼 흐
르는 이루마 씨를 느끼며…

기자칼럼

성장통을 겪는 사회

한강훈 편집장
(hkhoon95@jj.ac.kr)

경쟁하는 삶에 지친 청년이 조언을 구하
기 위해 한 철학가를 찾아갔다. 청년의 고
민에 철학가는 “경쟁의 무서움이 그걸세,
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이겨야 하지.”라
고 답했다. 작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
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대목
이다. 이 간결하고도 당연한 문장에 새삼
스레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경쟁이라는
쳇바퀴 위에서 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와도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성적, 공모전, 취업 등이 대학생
들을 옥죈다. 무엇 하나 경쟁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좌절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
다. 등굣길에 학우들이 가볍게 발을 옮기
는 대학로 카페의 채용 공고에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지원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157
만 명에 달했다. 당장 취업사이트 정면에
보이는 모든 기업에 지원해도 패잔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어느 한군
데라도 붙길 바란다면 취업 전선에 서둘
러 뛰어들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
후 취업시장에 거센 한파가 불어오고 있
다. 기업들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
야만 했다. 이런 상황이니 신규 채용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가뜩이나 많
은 구직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파산 위기
에 직면한 기업들의 회생 전망이 어두워
취업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
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대학 동기의 목소리
가 무겁다. 입사 1년 차를 벗어나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단다. 지금은 집 근처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또 다시 자격증 시
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닳고 닳
은 ‘힘내’라는 말이 괜히 부담이 될까 싶어
말을 아꼈다. 연락이 뜸한 동기 중에는 공
무원 시험 준비생이 대부분이었다.

2020년 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37.2:1이다. 이는 소위 ‘철밥통’이라 불
리는 공무원 공채시험의 과열된 경쟁 양
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계속되는 시
험 낙방에 자신을 잃어 간간이 소식만 전
해오고 있다.
실패를 반복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
감에 빠지는 취업준비생이 많다. 그렇다
면 경쟁에서 오는 실패는 나쁜 것일까. 어
떤 책에서 철학가는 “경험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
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채용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실패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과정을 도약을 위한 움츠림으
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패를 성장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불안
은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불안
이란, 간절함의 반증이자 목표에 다가서
려는 성장의 반작용일지도 모른다.
알랭 드 보통이 쓴 『불안』에선 ‘상냥한
만화가들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
제 하에 놀린다’고 말하며 ‘그들 덕분에 우
리는 마음을 열고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
에 대해 받아들인다’며 설명한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대학가는 물론, 사회 전체
가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 시기
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

사

오피니언 13

설

Z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특정한 성향과 지향을 공유하는 일군의 연령대에
는 그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세대 명칭이 붙는
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 부르는 MZ세대이다. MZ세
대는 앞선 세대인 n86세대나 X세대를 부모로 두
고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MZ세대를 조금 더 세분하자면 밀레니얼세대와 Z
세대로 나뉜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앞으로
입학할 새내기들은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에 태어난 Z세대에 해당한다.
이처럼 Z세대가 재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시스템에 보완할 여지가 없는지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과 인프라
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오류투성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결국 기존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서 설계
하고 수정해온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재학생들의 성
향과 지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대학
환경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아
무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Z세대의 특성을 간결하게 요약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대학 교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따져볼 만한 사안을 간략히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맞춤형 교
육 준비가 필요하다. Z세대는 다수 또는 집단의 결
정에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을 강의나 학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자나 대학 당국은 일방적인 판단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
하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의의 효율성을 앞세워
소형 강의를 줄이고 대형 강의를 늘리는 방향이 옳
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론 중심 설명식 강의보다는 실용 중심 체
험식 강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현실에 적용할 실용을 익힐 수는 없다. 그
러나 이론 전달 과정에 있어서 세대의 특성을 고려
한 전달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를 금지하는
일은 사실상 가혹한 처사이다. 강의 환경과 진행에
있어서 Z세대에게 익숙한 매체나 콘텐츠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군(軍) 장병들에게 스마트
폰 사용을 허가한 이후 심각한 사건·사고가 줄어
든 현상은 참조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어느 시대에나 기성세대들은 후속세대들의 사고와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후속세대 역시 기성세
대들의 사고와 행동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이나 지위에 따
른 서열에 민감한 우리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
한 사고는 자칫 세대 갈등으로 흘러갈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는 서로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모만 확
대하여 바라봤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긍정적인 면
모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면 갈등의 씨앗이 아니
라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Z세대의 장점이 무
엇인지 찾아보는 노력, 그리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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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Operation Information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1
Reporter. Han, Kanghoon
On February 15th, the administrative office announced the ways of course operation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1.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school will run different
types of class based on a stage of social distancing
policy.
Because of the downward revision to the 1.5 level of
social distancing in non-metropolitan areas, out of
three operational models, the "1.5 to 2.5 level model"
will be the basis of the first semester. This model is
operated by Online(Video recording or Online class
via Webex) class and Offline(face-to-face) class. For
offline meeting, classroom density should be 2/3 reg-

ulation. In the event of a confirmed Covid-19 case
on campus, all classes should be fully operated On &
On.
The types of class oper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urse. For exampl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acticum classes and freshman courses be operated face-to-face, especially for freshmen to adapt
to college life and effectively achieve academic
goals(On & Off or On & On can be provided if needed).
For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classes, and online
courses will be operated by 100% video recordings.
The career seminar for freshmen may vary depending on department’s decision. Except these courses,

On & Off type is generally required.
As far as how to run a test, a teacher can decide an
appropriate way for On and/or Offline testing and
assessment throughout the semester, but final examination must be offline except integrated liberal
arts, chapel, and RUCK classes.
The information about different types of class operation is indicated in the course syllabus that you can
download in INSTAR. You can also check it out on
the webpage of course application from February
26th to March 8th, and you can get information via
electronic attendance app.

2020 Graduation Ceremony
Reporter. Kim Min-ha
On February 17, the graduation ceremony of 2020
was held. Due to Covid-19, it was carried out by the
combination of online and offline. The minimum
number of people participated in the offline ceremony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rules.

the president's award, and alumni's award as well as
representatives of each college and graduate school
attended the offline ceremony at JJ Art Hall. The
students who could not be on the main spot had their
own ceremony at the college level.

A total of 2,126 people, including 24 PhD, 143 M.A.
and 1,959 B.A. students, received their degree at the
graduation ceremony.

Students could rent a college uniform for a week
and each college operated a photo zone to celebrate
the graduation day.

About 50 people including the school board members, students nominated for the chairman's awar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s quarantine rules, the school headquarter conducted cleaning

before and after the event, installed thermal imaging
cameras at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and checked
the fever and health condition of the attendees.
"It was bummer that we had to cancel the graduation ceremony last year, but this year, we are holding it online and offline combined in order to share
the joy of graduation and bless and support the future of our graduates," said PARK Kyun-chul, a head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pening a Petition Bulletin Board of the 48th Student Council
Reporter. Yang Yeeun
The 48th of the student council, Be:ONE, opened a
petition bulletin board at Everytime Application. The
JJ petition bulletin board, which will be piloted until
March 2021, is expected to be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tudents and school. The petition
method is as follows. Any student at Jeonju university can post on the petition bulletin board, and if the
number of “likes” exceeds over 200, the petition will
proceed. The Everytime application is used by most
students at Jeonju university; therefore, the petition
bulletin board using Everytim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aving good accessibility and low pressure
on writing, allowing students to comfortably express
their opinions. So far, the first academic monitoring
meeting that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nd student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has been held.
During the meeting, they discussed the need of nonface-to-face classes, the increase of maximum credits multiple major students can take per semester,
and the partial return of tuition fe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1st academic monitoring meeting released by the student council member, the answer to the students’ petition for
non-face-to-face class is as follows. Jeonju university has face-to-face classes in principle. In 2021,
the first semester will be operated by flip-learningbased On & Off classes that mix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upon the 1.5 level of social distancing policy. In the process, reflecting students' concerns, the administration office promises to make
extreme efforts to implement and supplement quar-

antine measures, and care for those who have
sympto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second issue was related to online video lecturing
system. As the proportion of video recording lectures
increased due to Corona-19, the school has changed
the recognition time of video lectures (from 30 minutes video=1 hour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to
30 minutes video=45 minutes in the second semester). Regarding this issue, one of the student council
members suggested that the school recognize 1:1
ratio of class time and reduce online assignments as
much as possible. He also asked the school to regularly confirm the quality of lectures to prevent uploading YouTube videos only or uploading old
materials.
Third, there is a change regarding how to enter the
school buildings. On weekdays (08:30-18:00), the
door will be opened without card tagging procedures
and allow outsiders to enter the school building. In
addition, QR code checking procedure will be added
before boarding on a school bus.
Fourth, there was a brief discussion about the inconvenience multiple majoring students experience
when applying for classes because of the credit limit.
The next non-face-to-face academic monitoring
meeting will take place at 11 p.m. on March 12.
As a result, Be:One, the 48th student council, implemented its first pledge of opening JJ petition &
forming a communication TF team. There are other

pledges such as reduction of the Superstar Score
from 500 to 300, reorganization of Christian
courses, holding healing festivals, and additional installation of elevators, etc.
Most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opening of
the petition bulletin board the student council created. The student council has gained trust through
this transparent petition process by sharing posts on
the board, reporting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meeting. Students who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the school work even if they had suggestions could
communicate with the school through the petition
bulletin board.
Around this time last year, students had to contact
the school in person to ask for non-face-to-face
classes. Each student had to make a phone call individually, and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even
know the operation type of some classes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However, in February of this
year, students asked for non-face-to-face classes
through the petition bulletin board, and the progress
and results were immediately available.
Starting with the opening of the petition bulletin
board,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a student
council that keep striving fo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Please pay a careful attention on the JJ petition bulletin board so that it can be a formally and
permanently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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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공사안내
학생회관 공사로 인하여 1층 출입구를 임시폐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생회관 뒷편(2층) 출입구로
발열 및 출입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Làm gì để hai từ “du học” trở nên có ý nghĩa hơn
Các bạn học sinh thân mến thế là lại một
năm học kết thúc và một năm học mới lại
bắt đầu, sau những ngày đông lạnh giá thì
thời tiết ngày dần ấm hơn để đón chào các
bạn học sinh yêu mế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quay trở lại và để một năm học có
động lực phấn đấu hơn, trưởng thành hơn
và có hiệu quả hơn thì chúng ta nên làm gì?
Du học là không chỉ là lấy bằng cấp hay kiến
thức trong sách vở mà chúng ta còn phải
trải nghiệm, mở rộng tầm nhìn, tăng khả
năng thấu hiểu và làm việc với nhiều đối
tượng thuộc các tầng lớp, môi trường văn
hoá khác nhau, tăng cơ hội làm việc,...khi
còn trẻ hãy đổ tiền vào đầu tư cho chính bản
thân mình bằng việc học và những trải
nghiệm thú vị. Vậy chúng ta nên làm gì để
việc du học trở nên có ý nghĩa hơn?

1.Nghiên cứu tìm hiểu điều mình muốn học
là gì?
Sau khi các bạn có được lệnh bài visa sang
hàn thì đại đa số chúng ta đều học tiếng hàn

và sau đó sẽ chuyển hướng. Với các bạn
có ý định học đại học ở Hàn thì các bạn luôn
phải suy nghĩ xem là nên học về lĩnh vực
gì? học về chuyên ngành gì? Các bạn nên
nhớ không có môn học nào thú vị nếu như
các bạn không yêu thích. Nếu bản thân
không có phương hướng mục tiêu rõ ràng
thì không nên chọn cho có vì nó ảnh hưởng
đến cả một tương lai dài của bạn, hãy tự tìm
hiểu bản thân mình điểm mạnh điểm yếu là
gì mình hợp với lĩnh vực gì? rồi sau đó tìm
hiểu về chuyên ngành đó ví dụ như khoa đó
học những môn gì? môn học đó học về gì?
rồi sau khi tốt nghiệp có thể làm gì? hoặc
khoa đó có tiền bối người Việt không và có
thể nhờ các tiền bối giúp đỡ tìm hiểu.
2. Chuẩn bị tinh thần về mặt tâm lý
Du học chắc chắn các bạn sẽ phải đối mặt
với sự cô đơn, stress,... vì các bạn chưa
hiểu được văn hoá, cách ứng xử, phong
cách sống, làm việc, học tập, con người...và
dẫn đến chán trường và nghĩ mình không
hợp sống ở đây. Để cải thiện được vấn đề
này thì các bạn nên giao tiếp nhiều với
người bản địa và hỏi thẳng họ nếu như các
bạn không biết và chịu khó để ý phong cách
làm việc của người bản địa thì các bạn sẽ
biết được điều các bạn cần biết. Ngoài ra
các bạn có thể hỏi cấc tiền bối hoặc lên
mạng tìm hiểu thêm về các phong tục tập
quán hay văn hoá của người Hàn. Để
không bị cô đơn ở Hàn thì chắc chắn một

điều là các bạn phải chủ động mở lòng nói
bắt chuyện trước và chịu khó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của trường thì mình nghĩ cuộc
sống du học sẽ bớt buồn tẻ hơn nhiều đâý.
3. Chủ động
Các bạn nên chủ động hơn trong việc học
tập các bạn phải tự giác hơn trong việc tự
học. Học bằng tiếng mẹ đẻ đã khó học bằng
tiếng nước ngời còn khó hơn. Ngoài giờ học
chính các bạn phải có tác phong ôn tập lại
bài giảng đã học, nghiên cứu, tìm hiểu, đọc
thêm tài liệu ở nhà hoặc thư viện, trước khi
lên lớp học thì nên chuẩn bị bài trước thì đến
lớp các bạn nghe giảng sẽ dễ dàng hơn.
Các bạn luôn luôn phải trau dồi kiến thức
mới ở mọi lĩnh vực. Ngoài ra các bạn cũng
nên chủ động tìm việc làm như làm thêm thì
các bạn nên các app albamon, albacheonguk tìm công việc phù hợp và chủ
động liên lạc, các bạn tốt nghiệp rồi thì vào
saramin để tìm kiếm công việc phù hợp.
Chủ động về quản lý bản thân, quản lý giờ
giấc, chủ động trong các công việc quan
trọng liên quan đến bản thân vì ngoài bản
thân ra thì sẽ không ai chịu trách nhiệm cho
cuộc đời của các bạn.
4. Xây dựng kế hoạch dài hạn
Có những bạn sang đây mà không biết
mục đích, lý do mình sang thì y như rằng
không có mục tiêu gì cả. Không có mục tiêu
thì cũng sẽ không có kế hoạch gì dài hạn

cả. Đến nơi rồi nhưng không biết mình học
gì? làm gì? tương lai sẽ ra sao sau khi tốt
nghiệp? giống như thuyền ra biển rồi mà
không biết đi đâu về đâu. Như trên mình đã
nói thì các bạn phải xác định được mục tiêu
mình học gì rồi cụ thể hơn chi tiết hơn là học
như nào? và hướng đi của các bạn là học
xong ở lại hay về sau khi xác định được rồi
thì các bạn sẽ có hướng đi chính xác hơn
không bị mất phương hướng giữa chừng.
Các bạn nên vẽ mục tiêu dài khoảng 5 năm
sau đó chia ra năm quãng mỗi quãng là 1
năm, 1 năm là 12 tháng, các bạn vẽ chi tiết
dần kế hoạch mục tiêu phải đạt trong tháng
trong tuần rồi trong ngày như vậy các bạn
sẽ dễ dàng kiểm soát được kế hoạch dài
hạn của mình.
Cuộc sống du học vốn dĩ không phải dễ
dàng gì phải không? Nhưng ai cũng làm
được nếu như các bạn biết rõ hướng đi và
thực hiện theo nó. Hy vọng các bạn du học
sinh nói chung và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ói riêng hãy luôn suy nghĩ tích
cực, tạo mục tiêu phấn đấu và trải nghiệm
nhiều hơn để cuộc sống du học trở thành
một ký ức đẹp trong cuộc đời của chúng ta
sau này. Chúc các bạn năm mới nhiều sức
khoẻ và một kỳ học mới thành công hơ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