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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평가 A(최우수)등급
우리 대학은 최근 교육부·과기부와 한국연

구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연차평가에서 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고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 성과와 원천 기술을 기
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

치 기술혁신형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10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대학 전체 차
원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인프라 기반의 우
수함을 인정받아 올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
배 가량 증가한 12억 4100만 원을 지원받

게 되었다.
전기흥 창업지원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
자가 기술 사업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대학
의 인사·학사 제도, R&DB 자금 지원, 기술
창업 전문 인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의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startup.jj.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고
지난 3월 20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 후보자
를 공고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단과대학은 사범대학, 사
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총 세 곳이다.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3월 29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이다. 선거 운동이 끝난 다음날인 4

월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선거권자
는 InSTAR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인증을 한
뒤 투표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난 당일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고 집계
가 끝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가 있
을 예정이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 임명  
신입기자: 
박하영(경찰 18)
박헌빈(경영 18)
박다영(패션산업 19)
유수빈(패션산업 19)
안주영(상담심리 20)
김은솔(영화방송 20) 
김현하(물류무역 21)
조미혜(중등특수교육 21)

위 사람을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3월 10일.

●사령●

▲ 봄, 캠퍼스 찍어 봄. : 개강 후 봄 기운이 물씬 풍기기 시작한 나무 사이로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 (평화관 앞 / 사진촬영: 이수용 기자)

등록 소속 기호 선거본부 정 후보 부 후보

사범대학 1 PRO:REST 김균용 성우택

사회과학대학 2 히어로 오수예 권초은

공과대학 3 WE:HIGHER 김현준 강대영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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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타워 기숙사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6명의 학생이 강제 퇴사를 당하였다. 
강제 퇴사 이유는 ‘외부인 동반 출입’이며, 지
속적으로 관실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 호실까지 울리는 소음에 참지
못한 다른 관실 학생이 통합경비실에 신고를
넣었고, 즉시 경비원이 출동하였다. 경비원 확
인 결과, 기숙사 규정 중 강제 퇴사에 해당되
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이 되어 결국 강제
퇴사를 당하였다. 다른 호실에서는 ‘창문 밖 쓰
레기 투척’이 문제가 되었다. 생활 쓰레기를 창
문을 통해 버린 호실이 있다는 것이다.
‘창문 밖 쓰레기 투척’ 문제 관련으로 에브리

타임 커뮤니티에 ‘창문 밖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다른 호실의 창문 앞으로
떨어진 토사물을 닦은 휴지 사진이 게시되었
다. 또 기숙사 내에 생활소음 문제도 많은 것
으로 보인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의 ‘기숙사
생 게시판’에는 매 새벽마다 특정 층, 특정 호
실을 언급하며 조용히 해달라는 글을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기숙사 관계자는 “늦은 시간, 특히 오전 12

시 이후로는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일, 목소리를 크게 높여 얘기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전하였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수학교육과에서 원주율의 날인 파이데이를
맞아 지난 3월 12일(금)에 SNS를 통한 이벤
트를 진행했다.
파이데이는 수학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원주율의 기호이자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이 이루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 파
이(π)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4일 1시 59분에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수
학교육과의 행사 역시 그러한 파이데이 이벤
트의 일환이다. 
수학교육과는 이번 파이데이를 기념하기 위

하는 것뿐만 아니라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
말고도 파이데이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파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

로 진행되었으며 파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
는 ‘π야! 너를 알려줘’와 직접 파이 그림을 그
려보는 ‘내가 표현하는 π’라는 이벤트를 준비
하였다. ‘π야! 너를 알려줘’는 파이와 관련된 문
제를 푼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명에
게 스타벅스 쿠폰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그
리고 ‘내가 표현하는 π’는 SNS에 공지된 파이
그림을 꾸미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파이 그림을 제출하는 행사였다. 응모
자 가운데 수학교육과 학생회 심사에 뽑힌 5
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다. 
수학교육과에서는 과거에 초시계로 3.14초
맞추기, 원주율 값 소수점 아래로 많이 외우
기, 책 페이지 314쪽 펼치기 등과 같은 학우
들이 쉽게 참여 가능한 게임으로 구성하여 파
이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추후 코로나19 사
태를 극복하게 되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
파이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여파
로 많은 행사가 취소 및 연기되는 가운데 비대
면이라도 파이데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수학교육과 학생은 “기존과

다르게 SNS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다 보
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홍보 포스
터와 카드 뉴스 등 처음 제작하다 보니 어려움
이 많이 있었지만 행사 당일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해주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
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미혜 기자(tnqnr1254@jj.ac.kr)

수학교육과 ‘파이데이’ 기념 행사 진행

2021년 새 학기, 낯선 학교에 첫발을 디딘
신입생들의 눈을 사로잡는 건물은 ‘스타센터’
일 것이다. 캠퍼스 중앙을 차지한 스타센터 안
에는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2011년에 완
공됐으며 약 67만 권의 저서를 소장하고 있
다.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면 보이는 2층에는 유
피아, 자유 열람실, 일반자료실이 있다. 또한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컨셉에 맞게 최신식 시
스템을 갖추었다. 전주대 재학생이라면 2층의
시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2층 자료실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연속간행물
실이 보인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교양 잡
지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원문검색대에서 국
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
실을 지나면 참고 자료 코너가 있다. 사전류,
연감, 법령집, 각종 통계 등의 자료가 구비되
어 있어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악보 자료를 제외한 참고 자료 코너의 모든 저
서는 대출이 불가하다.
연속간행물실 바로 옆에는 하늘정원이 있다.

인공 잔디가 깔린 하늘정원은 야외교실로 활
용되기도 하지만, 야외교실이 없는 평상시에
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하늘정원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쉬
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바람이 솔솔 부는 하
늘정원에 앉아 햇빛을 받으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 자연광 아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알려져
있다.
3층 제일 안쪽에는 E-learning존, 미디어
밸리, 그래픽 노블존, 해치 라운지가 있다. E-
learning존에 있는 PC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

learning존을 지나다 보면 복도에 세워져 있
는 이달의 추천 영화를 볼 수 있다. 미디어밸
리에서는 추천 영화를 비롯한 DVD를 대여해
주는데, 개인 단위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모니
터와 2인, 4인, 6인석 단위로 영화를 볼 수
있는 DVD존이 있다. 분리된 공간에서 소파에
앉아 친구와 영화를 볼 수 있는 DVD존은 영
화 매니아나 공강 시간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
에게 추천하는 곳이다. DVD존은 코로나로 인
해 현재는 2인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전주대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중 그래픽 노블존, VR게임존, 3D프린터존
은 재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곳이다. 그래픽 노블존은 마블, DC, 스타워즈
등 만화 원서의 번역본인 그래픽 노블을 구비
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
래픽 노블존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출은
불가하지만, 그래픽 노블존 앞 해치 라운지 소
파에 앉아 만화를 볼 수 있다. VR게임존에서
는 다양한 VR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한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소파가 있어 학생
들의 쉼터로도 활용된다. VR게임존 안에 있
는 3D프린터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
해 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1회 무게
100g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이처럼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
든 다양한 시설이 있다. 아직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도, 도서관 구석구석을 이용해보
지 않은 재학생도 자료실이나 열람실뿐 아니
라 3층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며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도서관, 어디까지 가봤니?

지난 3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제36회
중앙동아리연합회 Blooming에서 동아리 홍
보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마스크 의무 착
용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중앙동아리연합회 Blooming은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중심이 되는
동아리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전 동아리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창조
적인 활동으로 전주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창설됐다. 
이번 동아리 홍보 박람회에서는 중앙동아리

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분과, 취미체육분
과, 학술분과, 봉사분과, 종교분과의 총 51가
지 동아리 관련 Q&A와 중앙동아리 분과 소
개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 동아리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동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전주대학교 앱 Push 알림을
통해 동아리 홍보편람을 발송하여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동아리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홍보편람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중 나에게 맞
는 동아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Blooming은 이번 온라

인 동아리 홍보 박람회에서 흥미 있는 이벤트
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번째 이벤트 ‘동아리 인싸 테스트’와
‘내 얘길 들어줘 블루밍’은 전주대학교 중앙동

아리연합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참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벤트에 당
첨된 참여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
되었다. 또한 학생회관 앞 삼각지 일대에 ‘인
생네컷’ 부스를 운영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여러 이벤트에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 중앙동아리 홍보에 큰 힘을 실어 주
었다. ‘인생네컷’ 이벤트 장소 바로 옆인 컨벤
션 센터 입구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스타센
터 도서관 입구에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여 중
앙동아리들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이번 동아리 홍보 박람회와 같이 다양한 중

앙동아리들의 이벤트 참여 정보는 중앙동아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미
리 알 수 있다. 평소 중앙동아리에 관심이 있
는 학우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이벤트와
행사의 정보를 알고 싶은 학우들은 중앙동아
리연합회 Blooming SNS 계정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중앙동아리 홍보 박람회 개최

전주대학교 제144 학생군사교육단(단장 이
상권)이 오는 4월 9일까지 육군 ROTC를 모
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임관기준 만 20세에서 27세까

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주대학교 1-2학
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사상이 건전하고 품
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ROTC로 선발된 후보생은 대학교 3-4학년
때 학과 전공수업과 병행하여 군사훈련을 통
해 초급장교의 전기전술(전투기량)을 연마할
수 있고, 강인한 체력과 지휘자로서의 리더십
을 배양할 수 있다. 4년 동안의 연속성 있는
대학 생활로 일반 학생들보다 전공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생활하는 동안 품위 유

지비, 국방부 장려금, 부교재비, 대학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국내(3학년), 해외(4
학년)로 전·사적지 탐방을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전주대학교 학군단은 국방부에서 매년 시행

하는 학군단 설치 대학 평가에서 2018년부

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
정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육군학생군
사학교 110개 학군단 중 종합우수 학군단으
로 선정되어 부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ROTC 총동문회의 지원, 전주대 ROTC 후

보생들과 선후배들 사이 전우애가 깊다는 부
분이 전주대 학군단만의 자랑거리이다. 또한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더불어 대학본부 차원
에서도 전주대 학군단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주대학교 화학과(84학번)를 졸업한 대한
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인 소영민 중장(학사
11기)과 상업교육과(88학번)를 졸업한 2군단
작전처장인 이승준 준장(학사 19기)이 전주대
학교에서 배출한 장성급 장교이다.
이상권 학군단장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

문 전주대학교의 전통을 이어 슈퍼스타를 키
우는 우수 학군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군단(220-2472)이나 교내 이동식
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2021년 학군사관 후보생 사전·정시 모집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기숙사생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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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두 해째를 맞는 비대면 수업,
교육 만족도 제고 위해 더 노력해야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1학
년도 1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
라 수업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24일 현재 비수도권의 사회
적 거리두기는 1.5단계이며, 이에 따라 우
리 대학에서는 On&Off(혼합수업) 방식으
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On&Off 방식은
온라인(동영상 또는 실시간) 강의와 대면 수
업이 혼합된 방식이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이 두 해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재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점
검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 거의 모든 수업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강의의 질 문제
등 온라인 수업 전반에 관해 학생들의 민원
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만족
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 학사모니
터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강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1학년도 1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
행되는 바, 학우들에게 대학 커뮤니티인 에
브리타임 설문 조사를 통해 작년 불편사항
이 현재 개선되었는지, 올해 강의를 들으며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았
다. 

먼저 작년 비대면 강의를 하며 불편했던 사
항을 물었다. 주요 답변은 역시 강의의 질
에 대한 이야기였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며
마이크 소리가 끊겨서 들리거나 아예 들리
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영상의 음질이
떨어진다는 등 오디오 문제가 가장 많이 언
급되었다. 이어 통신상태 문제도 언급되었
다. 학생들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

기 때문에 렉이 심하게 걸렸다. 실시간 강
의 시 공유 화면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
도 있었다.”, “학교 기숙사 및 교내시설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아 강의 듣는데 어려
움을 겪었다.”, “웹엑스 통신상태가 학생마
다 달라서 교수님이 질문하실 때 곧바로 대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 무리한 과제 부여, 비대면/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늦은 공지 등의 의
견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이 현재 개선되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
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불편해졌
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 학생은 “작년보다
더 불편해졌다고 생각한다. 학기 초부터 웹
엑스 이름이 제대로 뜨지 않고 채팅이 안쳐
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강
후 일주일이 훌쩍 넘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강의를 들으며 불편한 점이 있는
지 조사했다. 작년과 비슷한 불편사항으로
는 채팅이 안 쳐지는 등의 웹엑스 오류와,
늦은 공지 문제가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교수님께서 수강기간을 제대로 설정해두
지 않아 학습을 완료한 후에 몇 번을 더 들
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업로드의 문제
인지 동영상의 화면이 180도 회전한 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수강을 완료
했으나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재
업로드 하여 같은 영상을 재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라는 답변도 있었다. 

올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 수업을 진행
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섞여 진행돼 혼란스
럽다는 것이다. 이에 한 학생은 “대면 수업

을 하다가 실시간 수업이 바로 있는 날에는
실시간 수업을 듣는데 공간적 어려움이 있
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면 수업 때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참여자인 교수
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
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좌석 간에 간격을
둬 밀집도 2/3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
사항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업과 관련해 학교에 요구하
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주요 답변
으로 웹엑스 오류 개선할 것, 전면 비대면
또는 전면 대면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할
것, 등록금 인하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약 1년의 시간 동
안 거의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
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 그만의 장단점이
있으나, 작년 대학 강의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교육 만족도 하락으로 인한 등록
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불만으로 이
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이
에 따라 각 대학은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관
리위원회를 구성해 강의의 질 관리에 힘써
야 한다. 특히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
상 실시해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등 수업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했다.

올해도 원격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재학생
들의 뜨거운 관심사이다. 코로나19로 모두
가 힘든 시기지만,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와 학생들의 열린 참
여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질을 높
이는 것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제호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에브리타임 강의 매매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긴장하는 시기,
바로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다. 연예인 콘서
트 티켓팅보다 수강신청이 더 어렵다는 말
이 있을 정도로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만들
기란 쉽지 않다. 대학생들은 오랫동안 수강
신청 시스템에 관해 불만을 토로해 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인기 강의라 사람이 몰리면
수강신청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
다 보니 수강신청에 실패한 과목을 학교 커
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사고파는 학생들
이 많다. 학생들끼리 수강신청 조언과 수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강의 매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신
청이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에브리타임
에 강의를 주면 사례하겠다는 게시글이 많
이 올라온다. 사례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의 매매란 수강신청에 실패한 과목을 양
도받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가 결정되면 판매자와 구
매자는 강의 양도시간을 정해서 매매를 진
행한다. 판매자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강
의 신청을 취소하면 대기하던 구매자가 바
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적게는 몇천 원에서
부터 최대 20만 원 이상까지도 거래가 성
행한다. 돈이 아닌 기프티콘 등으로도 거래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강의 매매는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인기가 많은 강의, 일명 ‘꿀강’이라고 불리
는 강의들은 수강바구니 기간부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그에 반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수강
신청 기간에도 운이 좋아야 잡을 수 있다.
편입생들의 경우에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
찬가지다. 졸업을 위해서는 1, 2학년의 필
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그런 필수
전공과목들은 1, 2학년에게 먼저 열리기
때문에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강의
매매가 성행하면서 정당하게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많은
수요를 보여줌으로써 불법 강의 매매를 더
욱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자신
의 전공과 상관없지만 경쟁률이 높은 강의
를 신청해 돈을 받고 양도하는 사람도 있
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과목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빼앗는 격이다. 

학교 측에서도 강의 매매를 제지하고 있지
만 에브리타임에서의 강의 매매는 익명으
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수강
신청 문제점에 대해 학교는 강의실 여건이
나 강사 섭외 문제로 강의를 무제한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 또 에브
리타임에 강의를 매매하는 글이 올라오면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고 댓글이 달리곤 하
지만 강의를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수업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으니 학교의 본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꼭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 매매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수강

신청할 때 놓친 강의는 수강 정정기간에 신
청하면 된다. 수강 정정기간에는 강의를 바
꾸는 사람이나 수강 취소하는 사람도 많고,
자리도 일부 늘어나기 때문에 자리가 날 수
있다. 또 3, 4학년 전공의 경우 교수님이
나 조교님께 말씀드려 상황을 해결하는 일
명 ‘빌넣’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매매에 대해 아
직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수
강신청 기간부터 수강 정정기간까지 하루
에 몇 개에서 몇십 개씩 강의를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강의가 있으면 그냥 수강 취소를 하면 되는
데 팔려고 하는 생각도 문제다. 방법이 강
의를 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 강
의 매매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등록금을 내고 학
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
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강의 매매가 성행할
수록 학생들의 부담은 커진다. 교수님의 수
업을 듣고 싶어서 돈을 냈는데 돈은 강의
판매자가 벌게 되는 것이다. 강의 매매에
대한 처벌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에 대한 인
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
은 강의는 매매가 아니라 수강 취소를 하
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강의 매매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는 이런 강의
매매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넓은
강의실을 확보해서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분반을 만들어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배려
해야 한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1. 벽화그리기 기획단 단장 이름은? 
2. 학군사관 후보생은 품위 유지비, 부교재비,

대학장학금 외에 ○○○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도서관 하늘정원은 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으로 알려져 있다. 
4. 버리자니 아깝고 갖자니 별 소용 없고. (≒계륵)
5. 영화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남자 배우에게

수여하는 상.
6. 게이트키핑은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7. 강의와 강의 사이에 비는 시간. 
8. 동아리 홍보편람은 개개인의 ○○○에 맞는

동아리 정보를 제공한다. 

▶가로 낱말들을 채워 넣어 완성되는 세로 낱말을 보내주세요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4월 2일(금)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카카오톡 상품권)을 드립니다!!!

읽
으
면

알바 갔다 오는 길이야.
어우~ 피곤해~

제인아 너는 알바 안 해?
난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고사하고 생활비에
허덕이면서 살잖아..

그야 나는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고 있으니까?

의외로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아주 공부를

못하진 않거든?

장학금 같은 건 
공부 잘하는 학생
들만 받는 거잖아?!
배신자다!

자세히 찾아보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게 많은 걸?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와!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신문을

보
여
요

답이

908호를를
잘잘  읽읽으으면면
답답이이  보보인인다다!!

908호를
잘 읽으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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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최대 19% 인상,
보험료 폭탄 예상

실손보험 종류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구 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신 실손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 나온 1세대 보험을 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
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보험을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한다.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2017년 4월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이다. 구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없
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최신 보험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의 비율
이 높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100% 비급여 치료가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11년
전에 단종된 구 실손보험이 여전히 시장점유율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화 실손보험
은 자기부담금이 10% 정도로 신 실손보험보다 부담이 적고, 구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싸
다는 이유로 시장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신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0~30%
이며 보험료가 가장 싸다. 이 중 대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이나 신
실손보험일 것이다. 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없이 동결이지만,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2%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현황
이 가운데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은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다. 표
준화 실손보험은 이미 올 초에 보험료가 평균 10~12% 올랐으며, 구 실손보험은 오는 4
월 최대 19.6% 인상된다. 신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 없이 동결된다. 구 실손보험의 인상
률은 업계 1위 삼성화재가 19.6% 인상으로 가장 높았고, KB손해보험이 19.5%, 메리츠
화재 19.1%, 현대해상 18.2%, DB손해보험 17.5% 등으로 이어졌다. 표준화 실손보험
역시 삼성화재의 인상률이 13.6%로 가장 높고, 메리츠화재 13.5%, KB손해보험 12.2%,
현대해상 12.1%, DB손해보험 11.9%로 이어졌다. 구 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은 3~5
년 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도별 인상률을 모두 합한 보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더
욱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체감 인상률이 대체로 50%가 넘고, 10대에 실손보험에 가입
해 지금까지 유지한 대학생이 이전보다 2배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일도 흔하다.

보험료 인상 이유
그렇다면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근 5년간 최고 수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

들은 이러한 현상을 실손보험의 적자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각각 143%와 132%를 기록해 큰 적자가 났
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고객들이 낸 보험금보
다 지급되는 실손 의료비가 더 많아 지금의 보험을 존속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러한 실
손보험의 적자가 계속되는 데는 ‘의료쇼핑’의 영향이 크다.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 비급여 위
주로 과잉진료를 받거나 유도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구 실손보험은 자기부
담금이 없어 의료쇼핑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일부 소
수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됐다.”라며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실
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뜻을 모았다. 오는 7월 출

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더 내는 상품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
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7월이면 4세대 실손보험 신상품
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는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
증이 붙는 차등제가 적용된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의료쇼핑을 막고, 일반 실손보험 가
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정부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3% 정도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극소수인 1.8%만 인상될 것으
로 예측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이 할증제를 도입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금을 1년에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 등 자기부담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
보험료 인상에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구·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병원 이용이 거의 없거나,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현재 판매 중인 3세대나, 4세대로의 이동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험
료가 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나이나 병력을 따져 대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
에게 유리하다.”라며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갱신 보
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기존 보험 해약 전에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기존 계
약 해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를 보고 갈아탔다가 오히려 더 큰
자기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
주 방문하는 환자나 노약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
지 않는 젊고 건강한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향
후 수십 년간 실손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0%대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40
대 남성 기준 30만 원대에서 70대에는 60만 원대까지 오른다.”라며 “물론 상품 자체의
혜택만 비교하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 실손보험이 좋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거나 보험료
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일찍이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
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보험료 차등제
가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려워
4세대 실손보험에는 적자의 원인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차등제가 도입
됐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적자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
다. 보험업계는 현행 비급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상품 구조
를 바꿔서 새로운 보험을 출시하는 것보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화가 진행된 항목은 차츰 적자가 줄고 있지만, 비급여 항
목이 문제”라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하거나 잦은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도적 결함”이라
고 꼬집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가입자의 관리와 국민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한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단순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험료 인상보다 획기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글: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대형 손해보험사가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대 19.6%로 확정했다. 3·5년 주기로 갱신되는 보험은 몇 년간의 인상
률이 한 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체감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5년 주기의 구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연도별 인상률을 모두 합하면 원래 내
던 금액의 5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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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확진자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우후죽순 생성·보도됐
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사실과 무관한 제3자가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행태가 현
재까지 이어져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지금도 백신의 안전성
을 둘러싸고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다들 가짜뉴스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에 대해 정

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람들의 공포심 조성, 허위사실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지금부터 가짜뉴스의 의미, 원인, 유형, 해결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선
을 가져보도록 하자.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정보’라고 불리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
지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뉴스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짜뉴스는 언론의 사실과 진실성을 가
장한 가짜정보로써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인을 속
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이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
정보를 말한다. 
가짜뉴스의 유형에는 허위 정보, 오인 정보, 거짓 정보, 패

러디·풍자적 페이크 뉴스, 유언비어 등이 있다. 먼저 허위
정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
는 정보들을 말한다. 오인 정보는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
한 채 전파되는 정보를 말한다. 거짓 정보는 진실을 가장해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시
킨다. 패러디·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
할 수 있는 상태로 허위적 정보를 구성하여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루머·유언비어는 근거 없이 퍼지는 소
문 등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가짜뉴스의 사례 

2020년 1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 우려자에 대한 정보가 경찰 내부 보고 양식을 본
뜬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산됐다. 확진자 생일과 가족관계, 어
느 병원과 보건소를 들렀는지가 적혀있는 메시지가 온라인에
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메시지에 나온 보건소와
병원은 며칠 동안 업무가 마비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
였고 경남지방경찰청 카카오톡 역추적 결과 경찰에 검거된 최
초 유포자는 현지가 고향인 27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지인에게 받은 메시지에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시 진
해구로 바꾼 뒤에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별생각 없이 장
난친 것이 이렇게 많이 전파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백신이 유통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치
매를 유발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
서는 효능이 8%에 불과한다.’,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
다.’ 등의 가짜뉴스가 보도됐다. 그리고 백신이 아니지만 코로
나19 치료에 예방이 된다는 가짜 의약품들이 등장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약사의 처방 없이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짜 의약
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짜뉴스의 제작 이유

가짜뉴스의 제작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좋다. 정치적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
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낸다. 둘째, 수단적 도구로 이용하기 좋다. 인터넷 발달

로 인해 자신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흥미를 끌 수 있는 기사를 쓰
다 보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기사
를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람
의 다른 글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하
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현행법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는 ‘허위사실의 유포’만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

에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제 내용이 입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 및 ‘허위적 통신’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법률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
의 자유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의 자
유에 본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요구된다.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에 공포심을 조성할뿐더
러 극단화, 확증편향, 선택적 노출 등의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확
증편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공
유함으로써 집단 극단화 현상이 발생한다. 수용자들은 자신
의 정치적 성향, 편견, 신념을 반영하는 언론에 끌린다. 자신
의 세계관에 부합한다면 거짓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실보다
감정이 의미가 있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가짜뉴스는 게이트키핑(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로,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을 말한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다. 리트윗 등 공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사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

가짜뉴스의 구분법과 해결책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고
도화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생산하여 급속도
로 대중에게 공유한다. 그만큼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질뿐더러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짜 정보
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뉴스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잘 알려진 매
체가 아닌 낯선 매체가 출처인 기사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취재한 경우 가짜뉴스일 가능성
이 있다.
그 다음은 기사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제목과 상관없

는 내용은 가짜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이다. 이런 경우를
‘낚시 기사’라고 부른다.
또한 기사의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원인
중 하나는 다른 매체에 기사를 왜곡해 쓰는 방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같은 주제를 가진 여러 기사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한참 지난 과거의

기사를 사용해 현재의 여론을 왜곡시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
는 경우가 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을 진실인 양 믿게 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로 인한 피
해자를 만든다. 이와 같은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인터
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가짜뉴스 유포 시에는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매체 수요자인 국민들 또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모든 정보의
사실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무분별한 뉴스 등에 현혹되는
행동들은 지양해야 한다. 

글: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가가짜짜뉴뉴스스,,
사사회회적적

혼혼란란의의  원원인인

가짜뉴스,
사회적

혼란의 원인

가짜뉴스,
사회적

혼란의 원인

▶우리나라 국민의 43.1%는‘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곳은 포털사이트와 SN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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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미나리'
영화 ‘미나리’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서 정착하려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아빠 제
이콥(스티븐 연), 엄마 모니카(한예리), 딸
앤(노엘 케이트 조), 아들 데이빗(앨런 김)
가족이 아칸소의 새집에 오는 장면으로 시
작하는 영화는 미국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
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이 본인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80년대 한인 가정의 미국 이주 정착기를
보여준다. 

영화 ‘미나리’ 는 지난 3월 3일 개봉한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국내에서 뜨
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을 넘
어 해외 각종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미국 현지 개봉 이후 28일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3월 7일
크리틱스초이스 최우수 영화상과 여덟 살
앨런 킴의 아역상 등을 더하며 지금껏 받은
트로피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특히 골든
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은 지난해 ‘기생
충’ (감독 봉준호)이 그 영예를 누렸고 이번
해는 ‘미나리’가 수상하며 한국어 영화가 2
년 연속 트로피를 가져갔다. 또한 미국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지난 1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후보를 발표
했다.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
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각본상,
음악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놀라운
결과를 냈다.
그렇다면 영화 미나리의 흥행 이유는 무엇
일까? 섬세한 연출로 한국적 정서를 무리
없이 보편적 감성으로 녹아낸 것이 한몫했
다. 이 영화는 한국인 이야기이기도 하며 미
국에 와서 꿈을 꾼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
도 하다. 다인종 국가에서 누구나 겪었을 만
한 소수 민족의 아픔이 관객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기
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보편적인 이야기
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이끌었다. 

미나리는 작년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길을
따라 걸으며 한국 영화계에도 새바람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한국 영화의 열풍은
할리우드 영화계의 동양 문화의 인식을 바
꿨다. 작년에는 골든글로브에서 ‘페어웰’이
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중국계 미국 여성 ‘아
콰피나’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감독
역시도 ‘룰루 왕’이라는 중국계 미국 여성이
었다.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동양인을 여러

이주민 중 하나,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 하나
로 보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문화, 한국 문화를 구분하며 조금씩 동양인
의 문화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문
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함께 특히 동아시아
의 영화에 대한 주목이 눈에 띈다. 

이런 동양계 영화의 흥행이 한국 배우들에
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특히 ‘미나리’에서는 순자 역할을 맡은
윤여정의 연기가 극찬을 받고 있다. 윤여정
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 부문 경쟁에
가세한다. 아카데미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
의 <기생충>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
요 부문을 시상하며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한국 배우들에게는 연
기상의 문은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미
나리의 출연 배우들의, 특히 윤여정이 전미
비평가위원회, 미국 여성기자협회, 선셋 필
름 어워즈 등으로부터 수십 개의 트로피를
휩쓸며 아카데미상까지 노리고 있다. 
미나리가 4월 25일에 열리는 미국 아카데
미 시상식에서 어떤 수확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제공: 판씨네마(주))

국내외 영화제 59관왕, 독립 영화 '벌새'
지난 28일 개최된 제78회 골든글로브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
상했다. 미나리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들이
점차 국내 영화제를 넘어 해외 영화제에서
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수상작들 중에
영화 ‘벌새’를 소개한다. ‘벌새’는 1994년을
배경으로 알 수 없는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14살 ‘은희’가 한문 선생님 ‘영지’를 만나 자
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아주 보편적이고 찬란한 기억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주인공 은희가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겪는 단절과
붕괴의 느낌이, 성수대교가 물리적으로 단
절, 붕괴되는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
해 1994년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독립영화인 ‘벌새’는 김보라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다. 이 영화는 제69회 베를린국제
영화제에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 그
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
장기를 담은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제너레
이션 부문은 전 연령 대상의 제너레이션 케
이플러스와 14세 이상 관람의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경쟁부문으로 나뉜다. 벌새는 청
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이야기이고, 15세 이
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14플러
스 부문에 초청되었고, 수상의 영예까지 누
리게 되었다. 또 벌새는 제20회 베르겐 국

제영화제에서 자이로 부스타만테 감독의 ‘라
요로나’와 함께 경쟁 부문 공동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이후 아테네 국제영화제, 이스
탄불 국제영화제, 시애틀 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59관왕을 기록하였다.

영화 이름이 왜 벌새일까?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1초에 평균 80번에서 최대
90번의 날갯짓을 하는 게 벌과 비슷하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화로워 보여도 무수
히 많은 날갯짓을 하며 노력 중인 은희와 닮
아있다. 은희도 이 벌새와 같이 어딘가에 머
물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인 은희는 이제 초등학생 티를 막 벗
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벌새처럼
끊임없이 날갯짓하며 자신의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부분에서 벌새의 모습과 비슷하
다.

이 영화는 14살, 중학교 2학년인 ‘은희’의
감정을 은희의 시각에서 오롯이 나타낸다.
심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아빠, 학업 스트레
스를 은희를 때리면서 푸는 오빠, 삶을 그저
버티는 듯한 엄마, 자신을 배신한 친구 등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에 회의를 느낀다.
연애를 하거나 노래방에 다니면 날라리라고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은희는 자신이 누구
인지 찾지 못한 채 나이에 맞지 않는 클럽을

다니거나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루
하루 불안정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새로
운 한문 선생님 ‘영지’가 나타난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어하는 은희에게 말없이
내어주던 따뜻한 우롱차 한잔,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해 묻지 않고 노래를 불러주시던 모
습, 은희가 입원한 병원까지 와서 은희를 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 과정에서 점
점 바뀌어가는 은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감정적으로 의지하던
선생님을 잃었지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을 계속 곱씹는 은희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
난다. 

3남매의 가족, 떡집을 운영했던 부모님, 대
치동에 살았던 일, 혹이 생겨 수술한 일, 한
문 선생님을 만나게 된 일 등 은희의 모습은
상당 부분 작가의 실제 상황과 비슷하다. 벌
새의 배경은 그 당시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님들은 경제적 풍요와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했다. 작가는 가부장적이지만 가
족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영화에 녹여내
기 위해 노력했다. 성수대교의 붕괴와 김일
성의 사망 등 국가가 혼란스러운 해였고, 그
혼란스러움을 은희의 상황에 적용했다. 작
가는 ‘은희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기도 하지
만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특별

할 것도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은희에게 자신을 투영시
켰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과정에서 가족과
친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시간들도 정리하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개봉-2019.08.29.      ▶런닝타임-138분
▶등급-15세 관람가      ▶장르-드라마
▶배급-(주)엣나인필름

▶개봉-2021.03.03.      ▶런닝타임-115분
▶등급-12세 관람가      ▶장르-드라마
▶배급-판씨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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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세상이 단 한 사람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날에
하늘은 쏟아질 듯한 선물을 허공 중에 뿌리고, 
나무는 몸에 별을 둘러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거
리를 밝혔다.

참 뜬금없게도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유서를 써보자고 이야기했었다.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유서를 써야 하냐고 내가 물으니
당신은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끝이 뭉텅한 연필 한 자라루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연필을 책상에 굴리고, 의미 없는 낙서를 끄적이고, 
한참 넋을 놓다가
나는 첫 문장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길고 긴 나의 고해 성사문이 주를 이었다.

편지이자 고해 성사문 같은 내 유서와 달리 당신은
종이에 지주를 찍고, 주소를 적고, 생년월일을 기입했었다.

그리고 글의 첫 문장엔
내가 꽃길만을 걷진 않았으면 한다고 쓰셨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으며 
슬픔을 느낄 수 있기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슬픔도 느낄 수 있는 거니
기쁠 때는 크게 기뻐하고, 환하게 웃으라고 당부하셨다.

슬플 때는 그 상황이 절대 영원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지나갈 상황이란 걸 기억하라는 당부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지인을 곁에 두고,
그 상황을 무던히 견딜 수 있는 지지대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힘든 시간, 잘 버텨내길 바란다고 하셨다.

살아보니 인생은 희로애락의 연속이었고
어차피 겪게 될 힘든 일은 더 적게
어차피 겪게 될 좋은 일은 더 많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과
좋은 기회가 오면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문을 정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쓰셨다.

묵은 김치는 작은 장독에 
각 김치는 큰 장독 2개에 담가놨으니 꺼내먹고,
육수에 우릴 멸치와 다시마는 냉동실 상단의 두 번째 서랍에 있으니
좋아하는 국수 해 먹을 때 꺼내 쓰고,
보리와 서리태는 창고에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밥 해 먹을 때 쓰고
쌀은 옆 마을 양순 할아버지가 15일에 한 번씩 가져다주기로
했으니 무겁게 사 나르지 말고,

가스는 나가기 전에 한 번, 들어오고 나서 한 번 꼭 확인하고
귀찮다고 밥 거르지 말고,

사람 조심, 차 조심하고.

당신 유약한 살점이 불길에, 허공 중에 흩어지는 날에
홀로 남게 될 내가 걱정됐던 건지
길고 긴 당부의 말이 이어진 뒤에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배운 것 하나 없고, 괴팍한
늙은이랑 10년이 넘도록
같이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날 키우느라 밤잠 설치고,
새벽에 응급실로 뛰어가고
아픈 무릎 무시하고 몇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 
싱겁다고, 짜다고, 맛 없어 보인다고 먹지 않고 남기고, 
손도 대지 않아서
고생하고, 속앓이하셨던 건 당신인데도 그런 머리말을 쓰셨더
랬다.

조민지(문헌정보학과 20)

크리스마스의 유서

<독자투고>란에서는 시, 수필, 소설, 사진, 기사에 대한 
의견 등 어떤 종류의 글과 사진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news@jj.ac.kr)

‘봇짐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봇짐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교내 동아리를 소개해주는 ‘동아리 특파원’의 두 번째 주인공은 여행 동아리 ‘봇짐들’이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여행을 가는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봇짐들’의 동아리 회장과
함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안녕하세요. 전주대 신문 독자들에
게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에 단 하나뿐인 여행 동
아리이자 공부와 스트레스로 지친 여러분의 심신
을 여행으로 치유해 드리고 싶은 ‘봇짐들’입니다.

평소 동아리 여행 계획은 어떻게 
짜시나요?

평소에는 주간 수업이 끝날 때쯤 계획 없이 즉흥
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병호 갈 사람!’
이렇게 단톡방에다 물어보고 인원이 충족되면 바
로 추진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5인 이상 집합 금
지 정책으로 인하여 4명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단체로 여행을 떠날
땐 하나부터 열까지 제약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
고 놀러가도 안전한지, 동아리 대표자들이 통제
를 잘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나오
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추진하는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활동이 쉽지 않
을 텐데,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주로 동아리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

합 금지 정책을 준수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 수
칙 또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싶
으면 당일에 즉흥적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합
니다.

지금까지 ‘봇짐들’에서 떠난 여행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2018년 여름, 제가 봇짐들의 부회장 시절에 여
행갔던 대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동아리 회원분들이 참여하였고, 버스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떠났습니다. 숙소에서는 캠프파
이어, 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겼
습니다. 

그렇다면 ‘봇짐들’에서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까요?

제주도에 가고 싶습니다.
우선 맑고 청량한 바다가 좋고, 시장 같은 곳에
가서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
은 것 같습니다. 또 제주도만의 야경을 봇짐들과
함께 구경하고, 야자수 길을 다 같이 걸으면서 힐
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만의 감성을 느끼고 싶습니다.

‘봇짐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학우, 예의 바
른 학우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봇짐들’의 장점, 자랑 한번 해주세요.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 관계가 가장 큰 장점입
니다. 동아리에 처음 들어와도 마치 몇 년을 함
께 한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회장과 부회
장은 정말 동네 오빠, 친구, 형, 동생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아리방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현재는 코로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단
체 모임 및 여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코
로나가 잠잠해져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린
이후, 가능한 인원에 한하여 모임을 한번 가질 예
정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여행을 떠나 간단한 레
크레이션이나 바비큐 파티 등을 진행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Q1. 

Q3. 

Q5. 

Q7. 
Q2. 

Q4. 

Q6. 

Q8. 



8 기획 제908호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신입생을 위해 선배들이 알려주는 학교생활

Q.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수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선배들은 물론
동기들끼리조차 정보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
과 생활이나 수업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빗
대어 말하자면 비대면 수업의 경우 우선은 온라인으로 정보
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캠퍼스에서 과목
수업계획서를 확인한다면 자세한 수업 정보를 알 수 있고 전
주대학교 인스타에서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
학생들끼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앱인 ‘에브리타임’을 이용하
거나 학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다면 보다 수월하게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준호 (시각디자인학과 20)

Q. 공강시간에 어디에 가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과 동영상 수업
을 같이 진행할 경우 수업 사이에 빈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강시간에 과방에 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동아리에 가입했다면 동아리실에서 공강시
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강시간에 조
용히 혼자 공부나 독서를 하고 싶다면 스타센터 내부 도서관
을 추천합니다. 전주대학교 도서관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도
서관을 출입할 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혹은 학교 곳곳에
있는 카페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는 공부
나 독서를 하면서 음료를 마시거나 빵이나 과자로 소소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공강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
니다.

최 건 (경찰행정학과 19)

Q. 학생회나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학생회나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거나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활
동을 통해서 대학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 행사에 대한 여러 정
보들도 알기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회나 동아리에 가
입한다면 좋은 점들이 정말 많지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간에
자기개발을 하거나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
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회나 동아리에
관심이 있거나 꼭 들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여러 정보들을 찾
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우 (산업공학과 20)

Q. 어디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식사시간이 빠듯한 경우엔 학식을 먹거나 학교 근처에서 식
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식은 일식, 분식, 양식, 한식
등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
족한 경우에 빠르게 식사하기 좋습니다. 학생회관 1층, 스타
타워 2층, 공대 앞 마로니에 등 학교 여러 곳에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점심시간에 학식을 추
천합니다. 
또한 정문과 후문 근처에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
합니다. 정문과 후문 근처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어 무엇을
먹을지 잘 모르겠을 때 식사하러 가기 좋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뒷정리만 잘 한다면 학교로 음식을 배달해

서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과방이나 동아리방에서 음식을 배
달해 먹거나 요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엔 앉아서 먹을 수 있
는 벤치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상 (사회복지학과 19)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옷 중
하나인 트렌치코트를 큰 키로 멋스
럽게 소화하였다.
밝은 색상의 트렌치코트로 칙칙한
느낌을 걷어내고, 블루 계열의 이너
를 매치해 한층 상큼한 느낌을 주었
다.
여기에 백팩을 더해 귀여운 20학

번 후배 느낌까지 잡은 개강룩이다.

아무나 도전하지 못하는 라이더자
켓을 시크하게 코디한 개강룩.
톤다운된 청바지 덕에 이너로 입

은 흰 티셔츠가 눈에 띄어 상대적
으로 상반신에 눈이 더 많이 가는
룩이다.
신발은 첼시부츠를 매치해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까지 잡았다.

요즘 유행하는 롱한 기장감의 슬
랙스와 흰색 구두를 함께 코디함으
로써 하체 체형 커버와 다리가 길
어보이는 효과를 함께 잡았다.
전체적으로 누드톤으로 맞춰 입어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슬랙스와 셔츠의 깔끔한 조합이
돋보이는 개강룩이다.

남자 개강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니트와 슬랙스 코디이다.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조합에
컬러감이 있는 니트와 베이지색의
슬랙스를 매치해 지루함을 지웠다.
손에 든 전공서적과 함께라면 지

적인 선배 느낌까지 업!

신입생들을 위한 선배들의 Q & A
대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낯설기만 하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동기들과 선후배 간 만남이 줄어들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더

욱 힘든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학과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큰 행사들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작은 과모임조차 갖기 힘들어 신입생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학교생활에 대해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Q&A를 진행하였다. 신입생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로 선정하였다.

3월
 대 
 학
 생
 들
 의

‘개
강
룩’
엿
보
기

조시준 / 경영 20 허진명 / 영미언어문화 18 임은지 / 중국어중국 18 한영관 / 역사문화콘텐츠 17

대학생들이라면 ‘개강룩’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개강룩이란 말 그대로 개강 시즌에 입는 옷을 말하는데,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봄 개강에 대학생
들이 옷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조어이기도 하다. 이제 막 개강한 우리 학교에도 각자 개성 넘치는 개강룩을 입은 대학생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직접 캠퍼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개강룩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사진 촬영은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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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학 축구의 자존심,,  우우리리대대학학  축축구구부부!!
제57회 춘계 대학 축구 연맹전 준우승
지난 2월 17일에 개최됐던 제57회 춘계 대학 축구 연맹전에서 전

주대 축구부가 준우승했다. 이를 기념하여 한종원 코치, 장승현 주
장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종원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수석코치 한
종원이라고 합니다. 15년도에 전주대학교로 입사해서 7년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승현 주장: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축구부 주장을 맡
은 경기지도학과 18학번 장승현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
터 지금까지 전주대 축구부로 활동했고, 2학년 때부터 주
장을 맡고 있습니다.   

Q2.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대학 축구 연맹전 결승에 진출해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종원 코치: 마지막 경기를 완벽하게 결전 짓지 못하고
준우승을 해서 아쉽긴 하지만, 13년 만에 춘계 연맹전 결
승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
럽습니다.

-장승현 주장: 비록 우승은 못 했지만, 올 첫해부터 준우
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게 돼서 다음 대회 때 더 잘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축구부의 역대 성적을
알려주세요. 
-한종원 코치: 근래만 보면 저희는 2017년도에 U리그

(University league,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축구 대회) 왕중왕전에서 준우승했고, 2019년도에 1, 2
학년 대학 축구 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춘
계 연맹전은 13년 만에 결승에 올라왔고, 현재 U리그 권
역에서는 5년 연속 지역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Q4. 이번 축구 연맹전에서 경기를 8번 뛰었는데 어떤 경기가 가
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종원 코치: 한 경기, 한 경기가 모
두 힘들어서 딱 한 경기를 집기 어려
워요. 그래도 하나 집자면 승부차기까
지 해서 승리한 용인대학교 축구부와
의 준결승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더 그런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1, 2
학년 대학 축구 대회와 추계 연맹전
에서 3위를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준결승 두 번 다 용인대학교 축구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코치들, 선수들 모두가 “이번만큼은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승리하자.”라는 생각으로 경
기를 준비해서 그 경기가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학교에서 7년 동안 했던 경기 중 가장 기
억에 남는 행복했던 경기였습니다. 

-장승현 주장: 저는 8강 때 성균관대
학교 축구부랑 한 경기가 기억에 남
아요. 제가 2골을 넣어서 기억에 남
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그 대회(56
회, 춘계 대학 축구 연맹전)에서 성균
관대학교에 안 좋게 져서 떨어졌어요.
팀원끼리 미팅을 하면서도 두 번은 지
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팀원들도 간절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경기 이기고 나서 팀
원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주대 축구팀은 성균관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했다.)

Q5.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았던 용인대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로 승부차기를 하게 됐는데, 엄청난 접전 끝에 12:11이라

는 결과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때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
금합니다. 
-장승현 주장: 재작년 1, 2학년 대학 축구 대회를 할 때
결승에서 안동과학대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PK(페널티 킥,
Penalty Kick)까지 가서 졌어요. 이번 용인대학교 축구
팀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는데, 이번 경기
에서는 이겨서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팀원들이 저희에
게 온 기회를 긴장감 없이 오히려 스릴을 즐기면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Q6. 팀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한종원 코치: 사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해
줘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저로서 할 수
있는 건 선수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뭐가 필요한지 의
견을 피력하고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이런 과정
으로 선수들과 지도자가 함께 이겨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요.

-장승현 주장: 저희 팀끼리 모여서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운동하기 전에 파이팅이라도 한 번 더 하자고 얘기해요. 이
렇게 더 저희가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모두
팀 내 분위기를 이해해주셔서 슬럼프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7. 주장으로서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승현 주장: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

지만, 제가 팀원들에게 모범적인 선수가 되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8. 지금까지 했던 다른 경기와는 다르게 이번 축구 연맹전만을
위해 준비했던 게 있나요?
-한종원 코치: 항상 동계 훈련 후 춘계 연맹전이 시작되는
데 조금 달랐던 건, 과거에는 선수들의 훈련 강도에 많이
치중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도 올리면서 선
수들이 부담감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
요. 전술적으로는 일본의 J리그(일본 프로축구리그의 약칭)
에 팀 요코하마 마리노스(요코하마 F. 마리노스, 일본의 스
포츠 구단)의 전술을 보고 다양하게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Q9. 코치님, 최우수 지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소감 부탁드
립니다.
-한종원 코치: 감독님과 코치님들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
었던 것 같아요.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더욱 발전해 다음에
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Q10. 주장님, 득점상을 수상하셨어요.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장승현 주장: 저는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아니어서 상을 받

는 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팀원들이 다 같
이 열심히 뛰어줘서 운 좋게 제가 득점해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승현 주장은 이번 대회에서 총 다섯
골을 기록했다.)

Q11. 2021년 또 다른 대회가 있을 텐데 우승을 목표로 가장 신경
쓰는 대회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한종원 코치: 축구부는 항상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선수
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올해의 목표를 세워요. 올해는 U리
그 지역 6년 연속 우승과 1, 2학년 대학 축구 대회 결승
진출, 춘계·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 4강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또 전국 체육 대회에 축구 대표로 출전하는
목표도 있어요. 10월에 있을 전국 체육 대회에 전국 전라
북도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받고 싶어요. 올해는 이 대
회를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장승현 주장: 저도 전국 체육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을 내는 게 목표예요. 전국 체육 대회가 지역마다 한 팀씩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선생님들께서 큰 대회라고 인지
를 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대회예요.

Q12. 우리학교 축구팀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종원 코치: 저도 대학교 학창 시절 대회의 준결승과 결
승에 올라왔을 때 같은 모교 학생들이 응원을 오면 힘도 나
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번 시즌에 U리그 권역 홈경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
다가 여유가 될 때 A구장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 구장)으
로 많이 오셔서 우리 학교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대학 축구에서는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강팀이라고
불리는데, 자신의 모교의 축구부가 전국에서 현재 강팀이
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1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한종원 코치: 학교에서 항상 축구부에 신경을 써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축구부 팀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노력
하고 갈고닦아서 전주대학교를 더 빛내겠습니다. 

-장승현 주장: 축구부를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팀원들이 더 노력해야겠
지만, 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잘 봐주셨
으면 좋겠어요. 

김서영 기자(news@jj.ac.kr)

▲ 지난 3월 1일(월) 용인대학교 축구부와 정규시간 무승부 후 치열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차지하였다. (전주대1(12:11)1용인대)

전북 대학 축구의 자존심, 우리대학 축구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
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
느니라” (나 1:7).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
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리고 약속하신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
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뤄주시
는(엡 3:20)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한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
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
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
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
나이다”(사 64:3~4).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
신다.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
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그
런 놀라운 일이다. 홍해를 가르고, 마라
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생수
가 나게 하며, 만나로 먹이며, 여리고 성
을 점령하게 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를 위하여 행하신다. 욥기에 3:3의 진리
가 나온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세 가지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
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
운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 돌보아 주시
고, 형통케 하시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신다.

▶ 오랜 시간 투병 중이신 아버님 병실
을 찾아뵙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씩 길을 나서는 탄천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산수유와 매화가 꽃망울을 터
뜨리며 화사하게 길을 밝힌다. 한겨울에
도 봄은 숨어서 희망을 노래하며 꽃을 키
우고 있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어 다가
온다. 세상살이가 힘이 들수록 희망을 노
래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5~7).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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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1-1학기
교직원 예배를 전년도에 이어 아브라함 카이
퍼의 기독교 사상과 교육철학을 심화하여 교
직원 예배 시리즈로 기획하여 실시한다. 기존
모여서 드리던 교직원 예배를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예배로 변경하
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
행된다. 2021-1학기 교직원 예배의 전체적
인 진행과 메시지는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
임)가 담당하며, 카이퍼 사상을 기반으로 총 4
회 특강이 이루어진다. 
카이퍼 시리즈 예배 중 첫 번째 시간으로 ‘기
독교와 학문’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0일(수)
에 11:00부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다. 

<카이퍼 시리즈 심화 1강_기독교와 학문>

기독교는 학문을 장려한다. 학문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
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
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호
2:21-22). 호세아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연
구하는 신학, 하늘의 질서를 연구하는 자연과
학 및 여러 종교들, 땅의 질서를 연구하는 자
연과학, 물질의 속성을 연구하는 공학들, 인간
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들이 있
다. 호세아의 글은 어느 하나의 학문이 전부일
수 없고 각각의 학문은 고립되지 않고 다른 영
역의 학문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부분적인 학
문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학문으로, 분석적인
학문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학문으로 성숙해야
함을 가르친다. 기독교의 학문은 모든 인과율
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한다. 이러한 학문
을 위해서는 믿음의 인식론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
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여기에서 “모든 세계”는 만물만이 아니라 시간
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과
상황들도 포함한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말
씀”으로 지어지고 정교한 질서 속에 놓여졌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해야, 만물
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
하여 만물의 본질도 이해하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 안내하는 궁극적인 본질에도 도달한다.
기독교 학문은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무
엇을 연구하든 나의 사적인 유익이나 공적인
행복의 충족이 탐구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

님의 영광이 발견되는 단계까지 믿음으로 파
고든다. 만물 자체를 이용과 이익의 대상으로
삼은 탐구가 만물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
는 이유는 만물 자체가 인간을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용도로서 예수라는 목적에 도
달하는 수단과 과정이기 때문이다. 

카이퍼 시리즈 예배는 예배 당일 교직원 게시
판에 게시되는 유튜브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진행되는 두 번째 예
배는 4월 7일(수) 11:00에 ‘기독교와 정치’라
는 주제로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유튜브 스트
리밍)로 진행된다. 

선교지원실 

교직원 예배 진행
아브라함 카이퍼 기독교 사상과 교육철학(심화)

기 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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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문화융합대학장 
이근호 교수

(스마트미디어학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어 모여앉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새로운 생명을 뽐내는 눈부신 초록빛의 새
순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들,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조급하고, 악한 생각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보다 건강하

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 책임과 역할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
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
이다. 아멘

예배안내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
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2021-1학기 

아브라함 카이퍼 기독교 사상과 
교육철학 시리즈 예배 일정

▶ 3월10일(수) 11:00~11:30, ‘기독교와 학문’ 
▶ 4월7일(수) 11:00~11:30, ‘기독교와 정치’
▶ 5월12일(수) 11:00~11:30, ‘기독교와 예술’
▶ 6월9일(수) 11:00~11:30, ‘기독교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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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망망한 바다에 떠 있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의 이정표다. 산더
미 분량의 정답보다 하나의 좋은 질문이 더
소중하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질문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
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회복의 문을
연 소통의 방식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관
점에서 보면 무질서한 인류의 회복은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자신의 눈과 지성이 밝아져
처음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주어
진 질문은 지성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무언가를 향하는 화살표
가 있다. 그 화살표의 방향과 질은 질문의 내
용이 좌우한다. 질문은 의식과 인생의 방향
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발걸음은 질
문의 손끝을 따라간다. 나의 관심과 의식과
시선과 시간과 에너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내가 마음의 아랫목에 둔 은밀한 질문이 차
지한다. 나의 전부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지혜롭게 소비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질문을
인생의 손으로 붙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
면서 스스로가 혹은 타인이 던진 최고의 질
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모
든 사람이 자신에게 묻고 일평생 답을 찾아
야 할 인생의 질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한 질문보다 더 위대한 물음이 어디에 있겠
는가?

기독교의 지성사적 영향이 지대했던 르네상
스 시대의 인간관은 이탈리아 출신의 천재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dola, 1463-1494, 앞으로
“피코”로 표기함)의 명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설>(Oratio de hominis digni-
tate, 1486년 저술)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31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동서방의 지
성사를 두루 섭렵하고 다양한 종교 사상가의
문헌에도 심취한 괴짜였다. 방대한 독서와 연
구를 통해 그가 추구한 것은 모든 단절의 벽

을 허물어야 도달하는 모든 학문과 모든 종
교의 조화였다. 이 융합적인 공부의 목적은
진리 추구였다. 공부를 위해 공부했고, 정신
의 단련과 진리의 인식과 사랑을 위하여 연
구했다(25.158-159).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피코는 융
합적인 접근법을 시도한다. 그가 보기에, 소
크라테스가 평생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친 이
유는 “자신을 인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인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124). 이토록 중
요한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며 온 우주의 요
약이다. 피코는 이슬람 최초의 학자인 사라
첸 압달라(Abd Allah)를 거명하며 인간은
“세상의 장관 중에서도 가장 경탄할 만한 존
재”이며, 그리스 신화의 한 인물인 메르쿠리
우스의 명언을 인용하며 인간은 그 자체로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라 한다(1.1). 인간이
동물과 하늘의 별들과 태양만이 아니라 “천
국의 지극히 행복한 무리”인 천사들의 질시
까지 받는 이유는 무한한 자율성과 가능성
때문이다.

다른 모든 만물은 “설정된 법칙의 테두리” 안
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자
유로운 의지를 따라 본성의 테두리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다. 이런 인간
의 탁월함에 대해 피코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했을 법한 발언을 상상한다.
“오 아담이여, 나는 너에게 일정한 자리도,
고유한 면모도, 특정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

았노라!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 것인지는 너의 희
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
라!”(5.18-19). 

이러한 자유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천상의 존재도 아니고 지상의 존재도 아니며,
사멸할 존재도 아니고 불멸할 존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조형자(造型者)로 만드셨고 자기
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빚어내는 조각가로
만드셨다. 그래서 식물과 다른 모든 동물은
모태에서 이미 정해진 씨앗을 가지고 살지만
인간은 미완의 존재로 살아간다. 만약 인간
이 자기 안에 식물의 씨앗(생존)을 심으면 식
물처럼, 동물의 씨앗(본능)을 심으면 동물처
럼, 천사의 씨앗(이성)을 심으면 천사처럼,
하나님의 씨앗(오성)을 심으면 하나님의 아들
처럼 살아간다(6.24-31). 인간은 “온갖 육
체의 얼굴로, 모든 피조물의 자질로 조형하
고 형성하고 변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
재보다 뛰어나다. “카멜레온 같이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우리의 특전”은 오직 인간에게 주
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야곱의 사다
리 위에 서서 선택해야 한다. 올라가면 천사
보다 더 높은 권능과 고매함을 얻고, 내려가
면 짐승의 욕망과 식물의 배부름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나는 누구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 모델은
찾았는가? 

인간의 가능성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터키에는 오랜 역사와 함께 신기한 자연이
있어서 세계인들이 찾아들고 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형성된 마을로, 트로이 목마
전설이 유명한 트로이를 비롯하여 비잔틴 문
화를 꽃피웠고 동서양이 공존하는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 잉카라 등은 세계 역사의 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역사가 내려오며, 이즈미르와 에
베소에는 바울, 요한 등의 역사적 현장이 있어
서 일반 관광과 함께 기독교 성지로 각광을 받
고 있는 나라이다.

터키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는 세계적으
로 보기 드문 지형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버
섯모양의 괴암들이다. 이러한 바위들은 약
300만 년 전 폭발한 에르지에스 산의 용암으
로 인해 생긴 것이다. 해발 3,916m 높이의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이 지역 일대를 덮어
버렸는데, 이 용암이 다양한 모양의 결정체로
묻혀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지각변동과 풍화
작용 등으로 드러나 지금의 자연 조각품이 되
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

고 있다.
이곳으로 가는 경로는 다양하다. 필자는 이

스탄불 (항공)→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항
공)→ 앙카라 (항공)→ 이즈미르 (버스)→ 에베
소 등지로 이동하며 순례를 하는 방법을 택했
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연의 감동을 느낀 다
음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이 어떨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터키의 카파도키아가

나온다.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이
들에게 임하여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
는데, 카파도키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광경을 보고 신기해하며 놀라
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카파도키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것과 베드로전서 1
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중략- 예수 그
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

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
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편지를 보낸 내용
을 보아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파도키아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를 믿었던 곳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볼 수 있다. 우흐라라 계곡이 그
곳인데, 100m가 넘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100여 개의 교회들이 있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동굴교회를 만든 이유는 이슬람의 침략
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현장에서 보면 깊은
골짜기와 가파른 곳의 바위를 뚫어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예
배를 위해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심에 존경이
간다. (계속)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터키의 자연 및 기독교 유산

▲ 카파도키아의 신기한 자연경관

▲ 우흐라라 계곡 ▲ 계곡 절벽의 교회 내부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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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
명·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전

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
역 주민으로부터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시민
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LH직원 14명이 2018년부터 총 3
년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드러났다. 이
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 3028㎡로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융기관
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약 58억 원 정도에 이
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이유는 공
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정
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신도시 건설사업을 이
용해 사욕을 채웠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
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블라인드’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이 논
란이 되기도 하였다. “투기가 우리만의 혜택이
자 복지”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국민들
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는 회사 메일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또 다른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
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LH 직원들의 태도에 대중

들은 성실히 일해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
기 어렵다며 허탈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
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지역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
의로 매입한 경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규
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란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대
도시 근교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
를 뜻한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도시 계획 사업
의 일환으로서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주택난 등
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2018년 3기 신도시까지 총 3개의 신도시 계
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
기 의혹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이다.

신도시 건설사업의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인 1990년
에는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
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
기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에 가담한 1만 3000명을 적발했고 131
명의 공직자를 포함해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

범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인
2005년에는 정부활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가
경기 김포 등 12개의 지역의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 후 7
명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
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투기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업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투기한 것
인지 아닌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
만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의 투기 관련 정책의 기준 미비
를 계속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과 투기가 의
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토지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
벌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
의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크다. 국민들 위한 법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도 어긋난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
자의 의무에 맞게 도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윤혜인 기자
(hyeout@jj.ac.kr)

기자칼럼

인기 만능주의의 현주소

스포츠계를 들썩이게 했던 학교폭력 논란이 연
예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아이
돌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한 커뮤니티 글을 시작으로, 배
우 조병규, 박혜수, 이나은 등 많은 유명 연예인
들을 향한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소
속사는 생활기록부 등 간접적인 자료를 제시하
거나 법적 대응을 선포하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
고, 피해 당사자 또한 2차 폭로로 대항하여 공
방은 계속해서 길어졌다. 학교폭력 특성상 직접

적인 증거 제시가 어렵고 결국 당사자와 주변인
들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예인은 이
미지에 타격을 입고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여러 소속사와 방송사, 광고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대중 또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연예인을 믿고 있던 팬들은 물론
이고, 근거 없는 관상을 들먹이며 “그럴 줄 알았
다”고 하는 사람부터, 폭로 이전에는 문제 되지
않던 언행을 비난하는 사람, 허위사실이라 단정
짓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
일단 한 발 물러나 중립을 지키는 사람까지 다
양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다. “학교폭
력을 저지른 사람이 여과되지 않고 연예계에 들
어온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다. 학교폭력을 저
지른 사람이 연예계에 데뷔할 때 ‘인성’이 장애
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전부
터 연예인의 인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를 하대하거나 팬을
기만하고 이용하여 비난받은 연예인, 아이돌 그
룹 내에서 발생했던 왕따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은
폐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점
이다. 인성보다는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이 우선시 되는 연예계의 구조가 문제였다는 것
이다.

어느 조직이나 모든 구성원이 좋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점점 인성보다 다른 요소들을 우선시하
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성을 평가 요소
로 넣거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된
지 오래고, 이미 인성을 적당한 이미지 관리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연예계는
대중으로부터의 인기가 곧 능력이고 수익이다.
그만큼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도를
지나친 요구에도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
운 대표적인 직업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중에
게 ‘보여지는’ 이미지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뜻
이기도 하다. 카메라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모
습이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모든 사람
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악마의
편집’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편집을 통해 만들
어 낼 수 있는 이미지는 무궁무진하다. 인성이
결핍된 연예인의 데뷔를 앞두고 인성교육을 시
키는 것은 편리한 지름길을 두고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소속사에서 데뷔 전 해당 연예인이 저지른 과거
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소속 연예인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소속사는 투자 대상의 가치를 떨어뜨릴 여
지가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소속사는 당연한 투자의 이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소속사가 이 사실
을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만, 데뷔 이후 논란이 되더라도 대다수는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논란을 덮기에만 급
급한 태도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가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논

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을 덮고 대중에게 잊
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탓이
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예인과 그 지망생들 또한 이번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기 전
에 재빨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물
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은 긍정적
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
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과
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가해 사실을 폭로하
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을 때까지 강압적인 사과
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올바르지 못한 사과는 오
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된다.

연예계에서 ‘인기 만능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중의 관심에 따라 일자리와 일거리가
생기는 구조에서, 인기는 연예계가 돌아가는 원
동력인 동시에 대다수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여전히 연예인은 인기 자체를 목
적으로, 소속사와 방송계는 인기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볼 것이며, 대중들은 대중매체에 나오는
모습만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
으로는 인기와 인성 중 반드시 택일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닌, 인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
서 인기를 추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인성
이 부재된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이제
는 연예계 깊이 자리 잡은 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박하영 기자
(muncildo@jj.ac.kr)



사    설

최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취업을 미끼로 한
20~30대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
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렵던 취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대
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 하니 마음이 먹먹하기만 하다. 그 유형도 여러
가지여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준
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두 가

지이다. 하나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연락과 함께
급여를 지급할 통장 사본과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
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
러한 사례가 청년 대상 보이스피싱 수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구직 활동을 징검다리로 삼아 취업준
비생들을 채용한 후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악용
하는 경우이다. 범죄 조직에서는 구인 사이트에서
좋은 처우를 미끼로 내세우며 이력서를 확보한 후
구직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겉으로는 현금 배달이
나 문화상품권 교환 등의 단순한 업무를 맡기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기실 자신도 모르는 새
에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모
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질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
형이 등장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지금까
지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디지털 기술에 취약
한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하지만 최근 취
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대 청년들도 더 이상 보이스피싱
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준다. 보이스피싱을 뿌
리뽑을 수 있는 예방책이 있으면 좋겠으나, 안타
깝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애초부터 차단하
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
대한 예방법을 숙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무리 취업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도 보수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
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가(代價)는 어떤 일에
들인 노력이나 희생에 대해 받는 값을 의미한다.
노력이나 희생은 적은데 대가가 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
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르
면 당하지만 알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
록 취업준비생,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슬기롭게
보이스피싱을 피하고 각자가 원하는 취업에 성공
하기를 바란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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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생활

필자는 전시와 공연 관람을 매우 좋아한
다. 어렸을 때는 전주가 고향이어서 서울
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와 공연을 쉽게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

닐 때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뉴욕에서 학교를 다
닐 때에는 학생증을 보여주면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
어서 주말마다 산책하듯이 가서 보고 왔
고, 패션 잡지에서만 접하던 Metropol-
itan 미술관의 세계적인 패션 전시를 아
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전
주에 돌아와 생활하면서 그리운 것이 있
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서 원하는 전시를
볼 수 있었던 점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
은 기회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외국의 학
교와 박물관,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서, 온
라인 전시회와 공연, 실시간 작가 인터뷰
가 제공되는 것이었다. 한 예로 뉴욕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유명 일러스트레
이터와의 실시간 인터뷰 소식을 접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Google Meet로 인터
뷰를 봤다. 원한다면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었다. 해외여행을 가야만 볼 수 있던 전
시들도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상 전시로
볼 수 있었다. Google Arts & Cul-
ture를 이용하면 전 세계 박물관의 자료
를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온라인 공연 전
시’를 검색하면 유명한 공연을 무료나 저
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시장
과 공연장의 조명, 분위기 같은 현장감은
느낄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누워
서도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
다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멋진 일인가!

코로나19로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가 더 활
발해졌으니 다소 위안이 된다. 이제 조금
만 시간을 내면, 약간의 외국어 능력만 키
우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원하는 문화생활
을 즐길 수 있으니 우리 학생들도 좋은 공
연과 전시를 접하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란다. 

권상희 교수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기자칼럼

한국, 피해자의 입장 되돌아봐야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선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이해 여러 위로의 메시지가
서로에게 오갔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이렇게 자국민의 슬
픔에 공감할 수 있는 나라가 왜 타국에 대
해서는 그 감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든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에도 일본의 관
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10만 채가
넘는 가옥이 완파되는 등의 대규모 피해

를 입고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공황 상태를 바로잡고
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
다’는 사실무근의 소문을 퍼트렸다. 외국
인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일본 민중은 하
나로 뭉치게 되었지만, 이때 일본인에 의
해 6천여 명이 넘는 무고한 조선인이 학
살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긴 상처
가 이뿐이랴. 지금껏 사죄조차 받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우리 사회가 지속
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문제 중 하
나이다. 

다른 나라에 큰 역사적 상처를 입히고서
도 일본은 뻔뻔스러운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해자가 일본뿐일까.
폭력은 대물림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
라는 항상 피해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
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전쟁이 남긴 상처를 품고 괴로워
하고 있는 베트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들을 알리는 다큐멘
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은 우리나라의 양
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로부터 불과 19년이 지났을 무렵 한국군
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당시 약
80개의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광경
을 목격했다는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

다. “내가 봤어. 한국군이 사람을 모아서
총으로 쐈어. 내가 봤어.” 이후 우리나라
는 전쟁 특수로 6.25 전쟁의 피해를 복
구하며 급속한 경제도약을 이뤘다.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 중 한 명인 응우옌
티 탄 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개최
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했다. 민간모의법
정인 그곳에서 응우옌 티 탄 씨는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을 죽인 사람들로부터 사죄
를 받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에 참가한 참전 군
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오히
려 그들은 매년 전몰장병 합동 위령제를
치르며 자신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예우해
주길 바랐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
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죄를 미
루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을 비판하
지만 정작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우
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싶다면서 가해에 대해서는
왜 사죄하지 않는 것일까. 피해자들의 목
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앞으로 사
회의 주역이 될 우리 대학생들부터 이런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강훈 편집장
(hkhoon9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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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rCenter located at the center of campus would
attract freshmen who came to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That is where the library for SuperStar is. It
has built in 2011 and has more than 670,000 books. 
You can see UPIA, which is a lost and found unit,
reading place, archive on the second floor. The state
of the art system makes the library as known as
‘Smart Library.’The facilities on the second floor are
well known to students. On the third floor, there are
many facilities including the archive, media valley,
hatch lounge. You can see serials archive if you go
to second floor, which has a number of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and magazines. In addition, you
can search information from‘The Library of Con-
gress’at the original text search desk. Next to serials
archive, there are reference materials you can use
for your course assignment such as dictionary, year-
book, statute book or various statistic sources. You
cannot rent every book at the reference materials
session except musical scores.
There is a sky garden next to serials archive. The

sky garden covered with artificial grass can be used
as a outdoor classroom, but normally it is a place for
students to take a rest. When weather is good, you
will be able to see students chilling on the cozy sofa.
The sky garden is known as a famous photo zone for
its rich sunshine.
E-learning Zone, Media Valley, Graphic novel zone,
Hatch Lounge are located deep inside of the third
floor. PC at E-learning Zone only can be used after
making a registration at the university library
homepage. Next to the E-learning Zone, there is a
list of movie recommendation of the month. The
media valley rents you many movies, and you can
watch them with a personal monitor on the spot and
DVD zones that allow 2, 4, 6 people to watch movies
together.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movie lovers
or students to spend spare time between classes. Due
to COVID-19, more than 3 people are not available
to use the DVD Zone now.
At the library, there are many facilities but special
places such as graphic novel zone, VR game zone, 3D

printer zone are not well known to many students.
The graphic novel zone has translated graphic novels
of Marvel, DC and Starwars. You have to visit there
if you want to know more of hidden stories of those
movies. Although rental is not available, you can
read comics at the hatch lounge. At the VR game
zone, you can enjoy various free games. In addition,
you can just lay down on the sofa placed for students
to take a rest. The VR game zone has a 3D printer,
too. In order to use it, you need to register at the
university library homepage. You can use it only
once a month, and no more than 100 grams per per-
son each.
In the library, there are more places that provide
convenience to students. If you are freshmen who
are not familiar with university facilities or those
who have not used the library yet, please consider
using library references and archives as well as other
various facilities at the third floor. Hope you enjoy
your campus life with them.

Library For SuperStarLibrary For SuperStar
reporter Yang Ye-eun(ong8304@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Association of History and Culture for One Korea
is recruiting freshmen to form a mural painting
planning team supporting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until March 26th. The mural painting plan-
ning director, Moon-Hansol, explained the main pur-
pose of having this team is to regenerate the urban
area and establish university students’historical con-
sciousness of Japanese sexual slavery. 

The activity period starts from March 29th and lasts
until May 9th. During the period, all members of the
planning team meet twice a week to study and dis-
cuss various issue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 addition, the team learns about
the meaning of murals and how to express images.
Based on this training, the mural will be designed

and drawn.

The first gathering, planning team orientation, will
be held on March 29th, which includes a friendship
promoting program, short lecture abou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sharing a whole plan of
the planning team.

Furthermore, if you participate in the group session
during the activity period, two hours per participa-
tion time and time spent on mural painting will be
recognized as volunteer work hours.

Moon-Hansol, the planning director told that due to
COVID-19, we have decided to let only freshmen
have a chance to become a member of our team. He

also pointed out that he wanted to give a chance to
freshmen who have dreamed of enjoying the ener-
getic campus life and wanted them to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t is held by The Association of History and Culture
for One Korea(Jenobuk branch office), which is a
NGO, that tries to solve historic and cultural ex-
changing business. Not only they support materials
and instructors for education, but also they support
school projects that lack of finance. 

You can download a register form at http://bit/ly/전
주대벽화기획. For further inquiry , please contact to 
223sol@jj.ac.kr

Recruitment of Mural Painting Planning Team to Support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Recruitment of Mural Painting Planning Team to Support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porter Yun Hye-in(hyeout@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Recently, six students who failed to observe good eti-
quette have been forced to leave the Star Tower dor-
mitory.

The forced resignation results from ‘external access’
and continuously generated noise inside of the build-
ing.

A student from another room who could not stand
the noise put a report to the integrated security of-
fice, and a security guard was immediately dis-
patched. As a result of the security guard's

confirmation, he was found to have violated the reg-
ulations that correspond to forced resignation among
the dormitory regulations and was eventually forced
to leave.

In other cases, ‘throwing trash out of the window'
became a serious issue. There are many rooms where
household waste was thrown through the window.
Regarding the issue of "throwing trash out of the
window,”a picture of the tissue wiped off someone’s
vomit at the window of another room was posted on
the Everytime Community, along with "do not throw

trash outside the window.”

In addition, there seems to be a lot of life’s noise in
the dormitory. On the Everytime Community's "Dor-
mitary Board,” it is easy to find a message every
morning that asks to be a quiet, referring to a spe-
cific room and floor.

A dormitory official said, "Please refrain from taking
a shower, turning the washing machine, or speaking
loudly at a late hour, especially after 12 a.m.”

"Please Observe Good Etiquette”… Voice from Dormitory Students"Please Observe Good Etiquette”… Voice from Dormitory Students
Reporter Pyo Su-yeon(vytndus54@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Han Kang-hoon(hkhoon9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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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ười nước ngoài đống bảo hiểm Quốc dân?

Dịch bệnh Covid đã và đang là ảnh hưởng
cuộc sống của du học sinh bọn mình rất
nhiều. Xin chào, mình cũng giống các bạn,
đang trên đường theo đuổi giấc mơ du học
ở Xứ sở Kim Chi, và mình đang theo học
chuyên ngành Du lịch tại Đại học Jeonju. 

Mình đang học năm thứ hai của chuyên
ngành, cũng đi làm thêm và cũng... vất vả
giống các tiền bối sang trước mà cố gắng
sống tốt, ít nhất là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mình vừa đủ tiền đóng gói bảo hiểm Quốc
dân, một loại bảo hiểm khi có bất cứ vấn đề
về sức khoẻ thì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sẽ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như-người-Hàn.

Ban đầu, mình đã suy nghĩ vì sao mình lại
phải tham gia cái bảo hiểm này chứ? Tại
sao một tháng mình lại phải mất hơn bốn
man cho một việc không đâu vào đâu.
Từng này tiền đồng nghĩa với việc mình
phải đi làm thêm những gần 5 giờ mà
không lấy lương (và phải chịu đựng cái bà
imo khó chịu ở quán mình nữa). Nhưng sau
mấy hôm chiến đấu, tự làm lại tư tưởng của
bản thân thì mình vẫn cầm hoá đơn ra ngân
hàng và hoàn thành nó xuất sắc như một
nghĩa vụ ở đất nước mình đang theo đuổi
giấc mơ.

Nếu đọc kỹ thông báo về bảo hiểm này thì
nó có thể chi trả lúc mình có vấn đề về sức
khoẻ, không phải là hoàn toàn nhưng được
từng nào hay từng đấy. Bảo hiểm này theo
mình hiểu là loại bảo hiểm dành cho những
ngườ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dài hạn,
thuộc loại bắt buộc phải tham gia của Quốc
gia. Vì là của Quốc gia nên sẽ được hưởng
các chế độ y tế của Hàn Quốc giống như
một công dân Hàn Quốc. Ví dụ, nếu vac-
cine Corona hiện hành,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và đang tham gia bảo hiểm này vẫn sẽ
được tiêm vaccine miễn phí và hoặc điều
trị, trị liệu miễn phí hoàn toàn đối với vấn đề
liên quan Corona. Không dừng lại ở đó, đối
với các bệnh thông thường phải đi viện thì
viện phí vẫn sẽ được hỗ trợ trực tiếp
khoảng 60% cho chi phí khám, trị bệnh.
Nên nếu tham gia bảo hiểm, mình sẽ không
ngại việc khám và trị bệnh tại bệnh viện Hàn
Quốc với mức chi phí quá cao. Vì thế mình
không phải lo việc viện phí quá đắt hoặc
phiền gia đình mình phải gửi sang chu cấp.
Và càng nghĩ mình càng nên và mình phải
tham gia cái bảo hiểm này vì .... Corona.
Nếu tháng 9 đến và khi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được tiêm vaccine miễn phí và mình,

vì không bảo hiểm này mà không được
tiêm vaccine sớm thì lúc đấy, mình có tự
trách bản thân rằng: “Giá như mình tham
gia bảo hiểm Quốc dân từ lúc đó có phải
hay hơn không?”.

Cách thức tham gia thật sự không khó như
mấy anh chị đã tham gia thảo luận trên
Facebook. Sẽ có nhiều cách để các bạn
tham gia, nói cách khác sẽ là có nhiều cách
để mình có thể dễ dàng nộp tiền. Cách đầu
tiên là gọi Tổng đài thông qua số XXXXX
sẽ có một chị Tổng đài viên xinh đẹp trả lời
và giải đáp cũng như hướng dẫn các bạn
đóng tiền. Nhớ chọn tiếng Việt để không sai

thông tin cũng như số tiền nhé. Cách thứ
hai, bạn đến trực tiếp chi nhánh của XXXX
mang theo hoá đơn, căn cước và thẻ ngân
hàng để họ đóng giúp mình. Cách thứ ba,
bạn ra ngân hàng nhờ họ đóng hộ, và nhờ
họ đăng ký trừ tiền tự động để không quên
đóng tiền, cách này rất hữu ích đối với mấy
bạn não cá vàng nhé. À, não cá vàng thì
cũng phải mang hoá đơn, thẻ ngân hàng
và căn cước nhé. Và cách cuối cùng là cứ
đợi hoá đơn về và mình chuyển khoản bình
thường như đóng tiền điện, tiền ga thôi. Và
với cách cuối cùng thì bạn phải hoàn tất
trước ngày 25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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