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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57주년 기념식 열려

1964년 개교한 우리 대학이 올해로 57주
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5월 4일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개교 57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보직

자와 수상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행사 실황
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1부는 류두현 대외부총장의 기도로 시작됐

다. 이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

이 ‘포기하지 말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2부는 이호인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되었으

며, 이어서 유창희 총동문회 부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수퍼
스타직원상,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가 이뤄졌
다. 연공상은 30년 장기근속한 민규식 교수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이기훈 교수(경영학
과), 송해안 교수(IT금융학과), 심동희 교수
(컴퓨터공학과), 문홍진 교수(컴퓨터공학과),
류승요 실장(경영대학 행정지원실)이 수상했

고, 20년과 10년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연공
상에는 30명의 교직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학발전에 기여해 온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우수교육자상과 우수연구자상, 수퍼스타직원
상은 각각 이의평 교수(소방안전공학과)와 변
주승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 윤평강 계장
(평생교육지원실) 등 16명의 교원과 4명의
직원이 수상했다.
채플 교과목 리더, 유학생 호스트 패밀리 결

연가정, 각종 기부 및 봉사 캠페인 등에 참여

하고 학생 섬김과 지역·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전주동현교회(목사 이진호)에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3명의
경비·미화원에게도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호인 총장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

육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 실현을 돕고 새로운 원격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뉴노멀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
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지난 4월 28일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 JJ
아트홀, 예술관 옆 공터에서 대면과 비대면 방
식을 혼합한 힐링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제48대 BeːONE 총학생회에서는 이번에 진

행된 힐링페스티벌 이름인 ‘치유:CHEER
YOU’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하
고자 ‘지친 너를 위로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힐링페스티벌 ‘치유:CHEER YOU’는 수퍼

스타홀, 예술관 옆 공터, JJ아트홀을 각각 <퍼
포먼스 존>, <일로오락 존>, <문화예술 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3시부터 예술관 옆 공터에
다양한 체험 부스와 포토존을 운영해 축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4시부터는 부스와 공
연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축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공연방송연기학과 학생들의
공연도 있었는데, 축제 전날과 당일 이틀에 걸
쳐 자체적으로 준비한 공연 ‘여름동화’를 선보
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속에서 진행된 힐링페스티벌은 안전을 위해 사
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기획되었다.
공연장 내 최대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되었으며,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축제
관계자들의 지도하에 대기자 간 거리 두기 간
격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감염 방지를 위
해 노력하는 한편, 제48대 BeːONE 총학생회
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공연 상황을 실시
간으로 송출하여 100명 외에 공연장 안에서
함께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힐링페스티벌과 관련하여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행사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남겨줘서 개
인적으로 좋았다”, “마지막 학기에 추억 쌓아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
리 또한 많았다. 더불어 4월 29일 에브리타임
내 ‘BeːONE 총학생회 JJ청원’에는 <이번 축제
를 기획하게 된 경위와 예산, 그리고 코로나 확
진자 발생 시 학생회 측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
을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 게시글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어 이에 대해 제48대 BeːONE 총학
생회에서는 지난 5월 3일에 에브리타임과 인
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뉴노멀 시대 새 교육 패러다임 이끌 것

▲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스타정원’”    
노랗게 물든 유채꽃과 붉게 물든 철쭉꽃을 보며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전주대 스타정원으로 몰리면서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SNS에서도 연일 인증샷이 올라오며, 큰 반응과 인기를 불러모으고 있다. 
스타정원은  봄, 여름, 가을 상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채꽃, 마가렛, 백일홍, 구절초 등 계절별 다양한 꽃을 조성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며, 널찍한 주차장 역시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촬영: 조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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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중등
특수교육과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81년부터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장애인 차
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한다. 전국 곳곳에서 개
최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
이 진행되며 중등특수교육과의 장애인의 날 이
벤트도 장애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자 진행됐다.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제정 목적,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 장애 관
련 올바른 용어 등을 설명하는 글을 SNS에 게
시하였다. 더불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SNS 이벤트는 앞서 올라온 게시글을 공유하
고 네이버 폼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간단한 퀴
즈를 풀면 참여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중등특수교육과는 지난 17일(토) 인스타그
램 라이브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했으며
총 23명의 학우들에게 무드등, 미니가습기,
카페 기프티콘 등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장애인의 날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

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진행돼
서 장애인의 날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은 행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전주대학교 e-복지관 사회적기업팀(팀장 이
수진 외 4명)은 오는 6월 3일까지 플리마켓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플리마켓은 재학생 및 교직원들

이 기부하는 의류 제품들을 세탁 및 검수 과정
을 거쳐 분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플리마켓 사업은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10년째 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스타센터 컨
벤션센터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보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SNS를 이용하여 온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신 온라인 신청 구
매 시 판매자가 직접 총알 배송을 해주고 있
다. 
주요 상품으로 외투류는 자켓, 가디건, 코트,

상의는 티셔츠, 셔츠, 니트, 하의는 팬츠, 스커
트, 가방과 신발 등 다양한 의류들이 있다.
본 플리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에게 환원하여 사회의 공익을 위
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팀이 주관하는 고객들

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벤

트 참여 기간 및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
(@e_bokji_saki)을 참고하면 된다.
사회적기업팀은 “우리의 작은 사업이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의의와 플리마켓에
관심을 두신 학우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플리
마켓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필요한 것
을 구매함과 동시에 기부가 되어 봉사의식을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플리마켓을 학우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
다”고 밝혔다.
의류 구매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

지 10시~16시에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e_bokji_saki)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헌빈 기자 (hans8150@jj.ac.kr)

전주대학교 e-복지관 사회적기업팀 온라인 플리마켓

지난달,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기숙사 수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 장의 사진
이 게시되었다. 사진은 누렇게 변한 샤워기 필
터 사진이었으며, 새 샤워기 필터를 끼운 지 이
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필터가 더러워졌다
는 내용이었다.
기숙사 수질 문제는 매년 기숙사생들이 입사
할 때마다 언급되는 문제다. 많은 학생들이 함
께 쓰는 공간이고,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숙사 입사 시즌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기숙사 준비물’을 주제로 한 게시글
에는 샤워기 필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
만큼 학생들이 직접 체감을 할 정도로 수질 문
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샤워기 필터를 끼우
면 빠르면 이틀, 늦으면 2주 안으로 필터가 더

러워지고, 세면대 필터는 3일 만에 더러워졌
다고 얘기할 정도이다. 
그러나 운영사무실에서 보여준 수질 검사표

에는 수질 이상이 없었다. 운영사무실 관계자
는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 문제는 안에 설치
된 오래된 관인데, 이 문제는 시청에 얘기해서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숙사생들은 ‘기본적인 것까지 학생들이 불
편해하면서 우리 돈으로 샤워기 필터를 사서
써야 하나’,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학
생들에게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숙사
납입 금액 중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수도관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들
을 전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기숙사 수질 문제, 운영사무실에서는 ‘이상 없다’는 답변만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하
는 벽화 그리기 기획단이 풍남문 평화의 소녀
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기획
단은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의 아픈 역사에 관
심이 있는 학우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문한솔
기획단장은 벽화 그리기 기획단의 목적이 대학
생들의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식 확립과 연대
라고 밝혔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획단
원 15명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
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민중가요 ‘바위처럼’으
로 시위의 시작을 알렸다. ‘바위처럼’은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약속
하는 노랫말을 가지고 있다. 이 노래에는 시위
를 연 기획단의 포부가 담겨 있다. 
문한솔 기획단장의 여는 말을 통해 일본 정부

를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를 냈다.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청했
다. 이어지는 기획단원들의 발언과 김복동 할
머니의 연혁을 소개하며 시위에 박차를 가했다. 
기획단 일동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한국 정부

의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할 것과 사법부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의 책임을 물었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고 올바
른 역사를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낭
독한 이후 다 같이 노래 ‘소녀’를 부르며 시위를
마무리 지었다.
벽화 그리기 기획단은 시위를 마친 이후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 폼 보드 판넬을 이용해 일본군 성노예
제에 대해 진실을 알렸다. 하지만 우천으로 인
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학내
에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열려

중등특수교육과 ‘장애인의 날' 이벤트 진행

교내 피크닉 명소로 꼽히는 도서관 3층의 하
늘정원이 영화관이 되었다. 5월 6일부터 개장
한 도서관 야외 시네마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개장하며 사전 신청 제도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도서관 소극장에서 매달 영화를 상
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
워지자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
도록 야외인 하늘정원에서 영화 상영을 시작
했다.
5월 6일 오후 7시, 야외 시네마 개장 첫날

에는 도서관 어플로 사전 신청을 한 30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사전 신청자는 도서관 입구
에서 학생증을 찍고 발열 체크를 한 뒤, 하늘
정원 입구에서 명단을 작성한 후 착석할 수 있
었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삼삼오오 모여
팝콘을 먹는 친구들이 하늘정원에 자리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밤공기를 맡으며 영화를
보는 것은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첫 영
화는 많은 사람의 인생 영화로 꼽힌 ‘라라랜드’
였다. 이후로도 야외 시네마는 도서관 인스타

그램에서 학생들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신청
받아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담당자인 정인준 사서는 “야외 시네마

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다”라며, “야외 영화 상영은 처음이라 시행착
오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5월에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도서관에는 도서 대출 외에도 야외 영화 상

영, 독서 클럽,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밸리 등 많은 즐거움이 있다. 야외 영화
상영은 커플들에게 이색 데이트가 되고, 영화
인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전주대의 숨
겨진 명소로 자리 잡은 하늘정원에서 영화를
본다면 학교생활을 100% 즐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도서관 하늘정원 야외 시네마 오픈

구멍난 옷에서 빛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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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이어지는 사랑
2021년, 대한민국의 40년 전 역사를 걷고 있
는 국가가 있다. 독재 정권의 쿠데타에 대항하
여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이다. 미
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부 정권을 유지하려 하여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주요 도시의 인터넷, 통신선
및 항공편이 끊어졌으나, 군부의 총에 맞아 사
망한 한 학생의 사연이 지난 3월 3일 페이스
북에 올라오면서 미얀마의 상황이 국제사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같은 역사를 걸은 한국은 특히 미얀마의 이번
사태에 관해 관심이 높다. 시민들은 다양한 후
원 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거나 미얀마
사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SNS를 활용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 등 각 종교단체에서도 미얀마
를 돕기 위해 후원을 하기도 했다. 전주대학교
에서도 미얀마를 돕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
선교지원실에서 진행하는 ‘코사싸’(코로나를 뚫
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가 시즌 1, 2를 거쳐
시즌 3 <유학생은 내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돌
아왔다. 코사싸는 선교지원실 교원들이 자전거
를 타고 직접 재학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러
가는 이벤트로, 이번 시즌 3은 전주대학교 유
학생 및 미얀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사
는 지난 4월 26일(월)부터 4박 5일간 진행됐
으며 전주에서 부안, 목포, 순천을 거쳐 통영까
지 약 500km를 달렸다. 2,200만 원 정도
의 후원금은 국제교류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
달될 예정이다.

선교지원실 조경석 행정원은 장학금을 받게 될
유학생들에게 “타국으로의 유학으로 우울과 외
로움을 안고 있을 학생들이 전주대학교의 따뜻
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장학금
을 받게 될 유학생들에게 말을 전했다. 또한 미
얀마 사태에 대해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화로
운 체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미얀마의 학
생들도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경석은 유튜브 채널 ‘출근
맨’을 통해 코사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업로드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미얀마 후원 ‘사랑의 도시락’ 판매
전주대학교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는 지난
4월 21일(수)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앞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대 및 전주비
전대 재학생과 교직원, 전주 시청 및 지역 교
회, 지역 주민들이 줄을 이어, 이날 준비된 미
얀마 전통 도시락 샤짬 1,400개와 밀크티
200개는 모두 완판되었다. 일부 손님들은 도

시락 구매와 함께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가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 쿠
데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사랑의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로 전달되어 의
약품, 생필품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대
학교 김병기 국제교류원장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와 전라북도, 전주
시와 협력하여 후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라
며 “미얀마 시민들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미얀
마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고 말했다.

미얀마 유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정석케미칼은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
해 지난 4월 14일(수) 총 1,000만 원의 장학
금을 기부했다. 당일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
에서는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과 해당 유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미얀마, 베트남, 중국, 몽골 등 10명의 유학생
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김용현 대표는 “문화
와 언어가 다른 한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유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라
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지난 3월 30
일(화) 본과 3학년 미얀마 유학생에게 100만
원의 ‘천년대목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
년대목 장학금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및 졸업생
들이 뜻을 모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며
마련한 장학기금으로, 이번에는 미얀마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을 미얀마 유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QR코드

1.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2.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의 수단. 

3.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제도. 
4. 교수노조위원장. 행정학과 ○○○ 교수님. 
5. 무리를 이끌어가거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외래어. 
6. 분필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검은 칠 등을 하여

만든 널조각. 
7. 스타타워 옆 주차장에서 자주 보이는 고양이를

이렇게 부른대요. 
8. 교수님들이 가끔 사라져요.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주는 1년 정도의 장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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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4월 23일(금)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공차1만원상품권
(카카오톡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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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호 당첨자★

※909호 정답: 전주대학교도서관
-부예진(공연방송학과)
-이지흔(상담심리학과)

웹엑스(webex)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본교 비대면 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 웹엑스(Webex)의
오류로 인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작년부터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시대 이전 본 대면 수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이번 년도 1학기
수업에서 본교가 사용하는 웹엑스 프로그램 오
류로 인해 수업 진행에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
을 토로하고 있다.

웹엑스 프로그램 사용 시 참여자들의 이름이
한글로 표시되지 않고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마이크 사용과 채팅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오류
가 존재하여 출석 체크를 하는 경우 큰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웹엑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튕
기는 현상이 있어 수업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아예
수업을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동영상 수업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수업도 있다.

이렇게 웹엑스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수업이
힘들어져 다른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을 사
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로 학기 중 웹엑스 프로그램의 오류가 심해 수
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다른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들로 대
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
램들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실시
간 화상강의 프로그램의 특성상 오류가 잦고
전자기기 호환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혹은
서버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경우도 존재하여 무턱대고 다
른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들로 대체하는 것
은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화상강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들 또한
서버를 증설하고 기능들을 추가하는 등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너무 빨리 급증한 실시간 화강
강의 사용량을 프로그램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오류들과
문제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날이 눈

에 띄게 발전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실시
간 화상강의 프로그램들의 오류와 문제점들을
제보해야 하는 노력이 최선이다.

웹엑스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네트워
크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개인 정보의 보안이
철저하여 큰 이점이 있다. 또한 담당 업체 시스
코(CISCO)에서 웹엑스를 프로그램의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현재 수업 진행에 있어 웹
엑스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다. 에브리타임에 ‘웹엑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을 때도 웹엑스의 문제점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웠던 3월과 4월 초에 비해
지금은 문제점에 대한 글이 별로 올라오지 않
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 웹엑스 프로그램의 오류가 모두 수
정된 것은 아니지만 더 수월한 수업을 위해서
웹엑스 프로그램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학사지
원팀이나 웹엑스 홈페이지에서 제보를 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
들의 수업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웹엑스 프로그
램의 오류와 문제점들도 학우들이 다 같이 목
소리를 냈기 때문에 수정될 수 있었다. 조금 귀
찮거나 힘들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가장 바람
직하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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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스타정원이다. 유채꽃 사진을 찍으려고 혼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여러 각도, 여러 장면을
담았는데 엄청 우연히 프레임 안에 나비가 들어와서 함께 찍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나
비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김지윤(문헌정보학과 19)
독자 투고

제호야! QR코드 찍고
들어가야지.

수업 늦었는데
언제 그걸
찍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QR코드가
코로나19확진자 동선 파악에

얼마나 중요한데.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찍어야 해서 번거롭단

말이야.

네가 확진자가 되면 동선
파악이 늦어져서 감염자가

늘어날 걸? 그럼 손해 보는
사람은 결국 너라구.

그래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 줄 순 없지.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
되니까 나도 피로해

졌나봐. 주의할게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모두를 위협하는 거야.
확진자가 그냥 나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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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1970년에 저술한 <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서 장 보드리야
르가 말한 소비사회에서의 소비란 생존을 위해 상품을 사
용하는 것을 넘어 상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욕망이나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 보드리야르의 주장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소비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명품 소비가 빠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명품을 사들이는 주요 연
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의 2020년 구매 데이터에 따르면, 구매 건수 증
가율에서 10대의 증가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왜 10대 사이에서 명품 소비가 이렇게 퍼지게 되
었을까? 그리고 전부터 이어지던 명품 소비와 다른 점은 무
엇일까?

10대들의 명품 소비 실태

2019년, 스마트학생복에서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총
358명의 10대 청소년들 중 명품(액세서리, 의류, 신발 등)
을 구매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56.4%가 ‘구매한 적이 있
다’고 답했다.
주변에 명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비율은 ‘거의 없거나
한두 명’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에서 3~5명’
33.5%, ‘반에서 3분의 1 정도’ 14.8%, ‘반에서 절반 정도’
5.3%, ‘절반이 넘는 인원’ 5.6%로 나타났다.

“우린 샤넬, 루이비통 안 사요”, 구 명품 vs 신 명품
10대에게 인기를 누리는 신 명품으로는 아미, 메종 마르지
엘라, 르메르, 오프화이트, 메종 키츠네, 스톤 아일랜드, 로
에베, 이자벨 마랑 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한 신 명품이 샤
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의 클래식한 구 명품의 입지를 위
협하고 있다. 
신 명품의 공통점은 ‘로고 플레이’다. 신 명품 브랜드는 눈
에 확 띄는 로고가 특징적이다. 특히 지난해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얼굴을 가리게 되면서 브랜드 로고가 자기 자신
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된 10대를 포함
한 젊은 연령층에게는 신 명품이 더욱 인기다. 코로나19와
로고 플레이의 인기가 맞물리면서 신 명품의 인기는 10대
들 사이에서 더욱 불거졌다.

명품 하울부터 스타 마케팅까지… 대중매체의 영향력
인터넷 방송에 구매 후기 및 품평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하울(haul)’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주로 특
정 제품 혹은 브랜드의 제품을 다량 구매한 후 그 제품을
품평하며 제품에 대한 솔직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내용
을 담는다. 이런 하울 영상은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카테
고리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그중 럭셔리 하울, 즉 명품 브
랜드의 제품 하울 영상이 주를 이룬다.
또 10대들 사이에서는 돈 자랑을 한다는 뜻의 ‘플렉스
(flex)’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이 구매한 명품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에서는 웹툰 속 고등학생 인물들이
샤넬 귀걸이부터 톰 브라운 카디건 등 비싼 명품 브랜드 제
품을 착용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고등래퍼’의 고등학생 출연진도 베르사체 재킷
과 메종 마르지엘라 스웨트 셔츠 등을 착용하고 나와 명품
을 입는 것을 힙합 문화라고 야기하며 그것이 그들만의 문
화라고 각인시켰다.

유명 명품 브랜드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셀럽들을 브랜
드의 홍보대사로 기용하는 것도 젊은 층의 소비자를 공략
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내 한 대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이 한류
스타를 통해 실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
사 제안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10대 팬
들이 아티스트들의 명품 홍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10대들의 명품 소비, 왜 증가했을까?
10대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행에 뒤처지
고 싶지 않아서’였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명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명품을 착용하고
있는 셀럽들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외모와 옷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인 만큼 10대들은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는 ‘자기 과시’로 이어질 수 있
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비싼 명품에 대한
인식과 조망이 생기고 이를 SNS에 다시 과시하려는 욕구
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방 소비의 이유도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명품 하울 영
상이나 또래의 명품 구매 사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10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10대들에게 명품 소비에 대한 노출이 쉽다는
이야기다.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SNS
속 명품 제품을 본인도 구매하고 싶은 모방 심리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

10대 명품 소비 증가가 불러온 여파
유행을 따르며 또래 문화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기 과시
의 욕구가 존재하는 만큼 명품 소유는 또래들 간의 비교를
부추기기도 한다. 명품 소유 유무와 소유하고 있는 명품의
급에 따라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
티에서는 가격대별 명품의 급을 나눈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대의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패딩 유
행을 떠올리게 한다. 수십 만 원 대의 고가 패딩은 2010
년대 학생들의 필수품이었다. 이 유행으로 ‘등골브레이커’라
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하
던 시절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패딩의 가격에 따라 계
급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높은 계급, 더 높은 가격
대의 패딩을 입기 위해 부모님 동의 없는 아르바이트를 시
작했다. 하위 계급의 패딩을 착용할 시엔 주변에서 괴롭힘
까지 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10대들의 명품 소비 역시 이미 제2의 ‘등골브레이커’
로 불리고 있다. 물론 자신의 용돈을 모아 사는 경우도 있
지만,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만큼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아르바이트 등 외부에서 얻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나 미성년자
불법 아르바이트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쏠리기 때문
이다.

명품 소비가 불러오는 범죄도 심각하다. 2019년 3월, 찜
질방에서 훔친 스마트폰으로 은행 계좌에서 4천만 원을 빼
돌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훔친 돈은 모두 명품
구매에 사용되었다. 또 경기 의정부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
생 두 명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
의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을 훔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명품 구매를 위한 금품 절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
도 명품을 향한 10대들의 관심을 악용해서 사기행각을 펼
치는 등 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10대 명품 소비의 부정적인 영향은 학교 폭력과 불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10대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만큼 청소년들은 다
양한 조건을 두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특
기, 흥미, 꿈, 안정성, 수입 등을 조건으로 두고 진로를 선
택해야 하지만,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수입이 조건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아닌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진로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명품 구입을 통해 느끼는 자존감 문제도 얘기가 나온
다. 명품 구입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청
소년 시기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좋
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누리꾼들은 과시가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명품 구매, 부모
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명품 구매라
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명품과 재화에 대한 기준 가치가 불명확한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 명품 구매 문화는 긍정적인 소비문화로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사회와 미디어, 청소년이 함께 노력한다면 긍정
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미디어는
10대에게 소비를 겨냥한 명품 광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를 심어야 한다. 또
10대 청소년들 역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족
을 느끼는 소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글: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일러스트: 김은지기자(dmswl1259@jj.ac.kr)

10대들의 ‘명품 소비’,
되다新新등골브레이커등골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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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를 지구의 평균 온도가 가
장 높은 해로 꼽았다. 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기
온은 14.9도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 상승했다고 발
표했다. 현재까지 상승한 약 1도의 영향으로도 해수면이 상
승하고 더위가 심각해지는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WMO는 210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5도
올라 기상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현재
의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문제점과
원인, 해결하기 위한 대책까지 살펴보겠다. 

지구 온난화 피해 
지구 온난화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한

반도 해수면이 9.36cm 상승했다. 1990년부터 2019년
까지 21개 조위 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수면이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
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연 4.20mm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순이었다.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
은 3.68mm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
준으로 나타났다. 국립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가 심해지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극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해수면이 지
속해서 높아지면 해안가 저지대는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커
질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 섬들이 잠기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는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섬들 대부분 평
균 해발 고도가 3m 정도로 낮고 지형이 평평하다. 따라서
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섬이 물에 잠길 위기이다. 1961
년 이후 해마다 1.8mm씩 상승했지만, 1991년 이후에는
해마다 약 3.1mm씩 상승하면서 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자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에 바닷물이 섞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마실 물이
점점 없어져 간다. 머지않아 투발루 섬은 나라 전체가 바다
에 잠길 위기에 있다. 
세 번째,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지구 곳곳에서 기후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기사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
투갈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사망자가 각각 14명씩
나왔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이 지속되자 과학자들
은 2019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8~10도 올라가 심각한 상
태라며 우려했다. 지난해 여름 북반구 30여 개국에서 나타
난 현상들은 기후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
다. 실제로 유럽 전역은 지난여름 기록적 폭염과 가뭄에 시
달리면서 사망자가 30명을 돌파하고 공공업무가 일시적으
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구 온난화 원인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에 있다. 이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 온실효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온실효과란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온실효과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통
과시키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빛을 다시 흡수해서 지구의
지표로 되돌려 보내는 작용이다. 지금처럼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실효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화력발전소, 제철 공장, 시멘트 공장, 그리고 가정용
난방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도 석유가 많이 사용되어 다량
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또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개발의 필요성, 가축 방목, 연료 채취, 이동식 경작 등
의 전통적 생활 방식 고수와 열대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된다. 숲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숲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저해한다. 이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마존에
서는 주로 목초지 조성과 소 사육, 농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농경지 확보의 이유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고, 벌목을 위
해 도시를 만들거나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도 열대림
이 파괴된다. 

지구 온난화 발생 과정
우선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산림 벌채에 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의 기체 용해도가 감소한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해수의 기체 용해도
가 감소하므로 해수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
되어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빙하가 녹는다. 빙하가 녹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표 반
사율이 감소하고 지표는 태양 에너지를 훨씬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해 여
러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

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하나의 결과에만 미
치는 것이 아닌 지구계 안에서 상호작용해 지속적인 악순환
을 일으킨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폭염, 홍수, 한파 등
의 발생으로 곡물의 생산이 어려워지며 이 때문에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2월 2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에 따르면 세계 식품 가격지수는 지난달 113.3으로 8개월
간 연속적으로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 10.5%나 올랐
으며, 같은 기간 곡물 가격지수 역시 7.2% 상승했다고 언
급했다. 아울러 주요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옥수수와 보리에 각각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
며 수출관세를 기존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아
열대 기후로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기상청은
지난 109년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강릉 6곳에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 추세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이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1.6℃
상승했다. 30년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그사이 봄과 여름 시작일은 각각 17일, 11일 빨
라졌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에 두드러지게 반영된 자연 현상 중 하나

는 태풍의 증가이다. 태풍은 지구에서 가장 피해가 큰 기상
재해 중 하나다. 매년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는 태풍은 이
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 2020년에 발생한 태풍은 총 23개인데, 이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발생 개수인 25.6개보
다 적다. 그러나 태풍의 강도와 강수량은 커지고 있어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 변화가 일어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후물리연구단(IBS)에 따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로 증가하면 약한 태풍 발생
은 줄어 전체 태풍 발생 빈도는 감소하지만, 초속 50ｍ 이
상 강풍을 동반하는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은 5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
현재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국가나 기업 간 탄소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과 에너지 절약형 자동
차 등을 내세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20년에 만료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해 2021
년 1월부터 시행된 파리협약을 적용했다. 파리협약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
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2020
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파리협약
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전 세계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UN은 ‘지구 온난화가 전 지구적
인 문제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
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기후 변화 협약 채택과 국제 연합 환
경 계획 조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여러 개
발에 의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체결돼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156번째로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막화 현상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해보면 농산물이
나 가축에 의한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고, 기아, 빈곤, 이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
별한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지속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국제사회의 노력 모
두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이다. 우선
가정 및 직장 내에서 냉, 난방 에너지를 절약해 불필요한 에
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할
뿐더러 메탄 발생량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소각량 또한
감소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평상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자가
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불필요한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
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관련 영화
요즘 지구 재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영화가 등장하고

있다. <설국열차>는 빙하기와 기후 변화를 다룬 영화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화학물질을 만들었지만 화학물의 부작용에 의해 국가
가 무너지는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있다.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는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

여주고 있다. 크레이그 리슨 감독은 “바다 역시 누군가의 집
이자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
의 안마당에 버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플라스
틱이 분해돼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로는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되고 결국 해양자원의 포식자인
인류에게 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투모로우>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

아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결
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여 거대한 재앙이 온다는 내용
이다. 지구 온난화가 단지 기온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빙
하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은
“이상 기온, 온난화 등으로 인해 세계는 갈수록 위험에 처
하고 있다. 누군가 예고해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다”라고 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는 우주, 중력 등의 과학 이야기

를 담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영화 속 미
래의 지구는 황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세상이다. 이 때문에
농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해지며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터스텔라>는 기후 변화로 더 이
상 살 수 없게 된 지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정착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약 20세기 과거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
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50~200
년간은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계속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다면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파리협약
에서도 195개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로 약속했다. 
과거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막연히 먼 미래에 닥

쳐올 것이라 전망했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이다. 그
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지구 온난화에 대
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해
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인류 전체의 생존
을 위협할뿐더러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올 것이
다. 먼 훗날 지구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갖
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구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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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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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서점이란 일반 서점과 달리 큰 회사나 유통에 의지하지 않고 책방지기(서점의 주인) 개인의 취향에 따라 꾸며진 서점을 말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아 책방지기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서점도 많아 독립서점만의 매력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전주에는 총 열 군데의 독립서점이 있으며 그중 4곳의

독립서점을 찾아 취재했다. 각 독립서점의 색이 잘 드러나 있어 자신의 독서 취향에 맞는 독립서점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전주의 독립서점

소소당의 색깔을 소개하자면,
소소당은 그림책에서 소설, 에세이 등

으로 확장하여 책을 소개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사지 않더라도 차 한잔
하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작은 출판
사들의 좋은 책이 있으면 배치하기도 하
고요. 입구 쪽에는 3월에는 ‘꽃’을 키워
드로, 5월에는 ‘역사’를 키워드로 하는 등
매달 주제를 정하고 배치하는 재미도 있
어요.

Q. 독립서점을 열게 된 계기
어릴 때부터 언니의 영향으로 주변에

항상 책이 있었어요. 책방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잠시 잊
고 있었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생각하다가 책방을 다시 떠
올리게 됐어요. 제가 가진 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소품 만드는 능력을 접목하
면 나만의 책방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
는 생각에 자신이 생겨서 책방을 열게 되
었습니다.

Q. 독립서점이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어떤 역할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마다 모이던 마을의 구심점, ‘사랑방’이라
는 곳이 있었어요. 독립서점은 동네에서
모일 일이 있으면 모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존
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중심이 되는 책방 ‘소소당’ 책방지기:김서경

[소소당의 행사] 전주 여행 어반드로잉(6월), 원데이 클래스, 시집 필사모임, 북토크, 
제작 굿즈 및 수제청 판매, 카페 운영 등

[배달서비스] SNS로 배달 요청 시 택배 서비스(30,000원 이상) * 굿즈도 드려요.
[책 추천] ‘안녕, 나의 등대’, ‘그대로 둔다’, ‘파친코’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솔내7길 17-10 (송천동1가 115-12) / @sosodang_bookcafe
[운영시간] 매일 10:00 ~ 20:00 (명절 휴무)

에이커북스토어의 색깔을 소개하자면,
기성 출판사의 책은 받지 않고요, 독립

출판물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진 않지만 영
화, 에세이, 일러스트, 사진집, 잡지 등
큰 카테고리 위주로 정렬하려고 노력하
고 있어요.

Q. 독립서점을 열게 된 계기
2015년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당시

에는 책방을, 특히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책방을 연다는 게 아직 생소할 때였어요.
원래 매거진을 만들다가 아는 동생이 임
대를 했는데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공
간에 책방을 열게 됐어요. 어쩌다가 열게
된 케이스인 거죠.

Q. 독립서점이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어떤 역할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책이
있으면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고,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독립출판물 전문 책방 ‘에이커북스토어’ 책방지기:이명규

토닥토닥의 색깔을 소개하자면,
‘우주를 담은 책방’이라는 모토가 있어

요. 우주라는 건 다양성을 뜻하잖아요.
기준이나 틀에 갇히지 말고 다양성을 존
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
니 책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독립
출판부터 인문사회, 철학, 환경, 소설,
시, 에세이, 잡지 등 있을 건 다 있습니
다. 저희 서점만의 특별한 점은 서가마다
이름을 정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철
학은 ‘책 익는 마을’ 서가라고 되어 있어
요.

Q. 독립서점을 열게 된 계기
청년몰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해볼 수 있
는 공간이었고, 저희 부부는 책방이라는
걸 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청년몰에서 열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요.

Q. 독립서점이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어떤 역할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독립서점은 현대인에게 ‘벗’과 같은 존

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나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가치를 파는 책방 ‘토닥토닥’ 책방지기:문주현

카프카의 색깔을 소개하자면,
거의 제가 만든 것들로 배치되어 있고

요, 전체적으로는 폐자재들로 만든 빈티
지한 서재 느낌이 나는 책방이에요. 책은
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나 그 작가가 좋
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출판사 등, 제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들여오는 편이에
요.

Q. 독립서점을 열게 된 계기
원래 이곳은 책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진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방
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독립
서점들과는 다르게 저희 서점은 독립출
판물뿐만 아니라 기성출판물도 많이 판
매하는 책방입니다.

Q. 독립서점이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어떤 역할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책방이
조금씩 없어질 거라고 봐요. 영화조차 집
에서 보는 추세인데 책은 오죽하겠어요.

결국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살아
남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오프라인
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
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 중 하나
가 책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빈티지 책방 ‘카프카’ 책방지기:강성훈

[카프카의 행사] 독서 및 공부모임, 북토크,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등 수시 진행
[배달서비스] 없음.
[책 추천] ‘2021 젊은 작가상’, ‘상처도 숨 쉬는 법’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2 (중앙동4가 47-1) / @bookstore_kafka
[운영시간] 12:00 ~ 21:00 (월, 화 휴무)

[에이커북스토어의 행사] (코로나 발생 직전)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진행
[배달서비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책 추천] ‘망가질 대로 괜찮잖아요’,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 ‘우아한 세계’
[주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1 (중앙동4가 16-3) / @tuna_and_frogs
[운영시간] 13:00 ~ 19:00 (월요일 휴무)

[토닥토닥의 행사] 독서모임, ‘비밀기지 독서 프로젝트(3기 모집 예정)’ 등
[배달서비스] SNS로 배달 요청 시 택배 서비스
[책 추천]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냐고’, ‘세계서점기행’, ‘책 기계 수집기’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 2층 청년몰 / @todakbook
[운영시간] 11:00 ~ 20:00 (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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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나 여러 기사에서 ‘캠 스터디’, ‘랜선 모임’ 등의 단어
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랜선’이라는 것은 원래 ‘랜을 연결할 때
쓰는 선’이라는 의미이지만 요즘엔 ‘랜선 만남, 랜선 연애, 랜선
집들이’ 등에 쓰이면서 ‘온라인’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
히 대학생들, 일명 Z세대 사이에서 이런 랜선 문화는 뉴노멀이
되었다. 학교 수업도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
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학교와 학원, 심지어는
회사 회식까지도 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랜선 문화
가 점점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문화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캠 스터디란 무엇일까? ‘캠 스터디’는 카메라를 나타내는 웹캠
의 ‘캠’과 공부를 나타내는 ‘스터디’를 합친 신조어로, 노트북이
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비추며 실
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캠스’라고 부르기도 한
다.

이전부터 공시생이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성행했지만 최근 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익숙해진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친구들끼리 캠 스터
디를 하곤 한다. 비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시립 도
서관의 폐쇄조치, 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으로 학생들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혼자 공부하
기엔 의지가 없어 쉽게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캠 스터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꼭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공부하고 있는 책이나 손이 보이도록 구도를 잡아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기자 역시 실제로 친구들과 캠 스터디를 진행해 봤는데, 각자
공부하고 있지만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딴짓을 최
소화하게 되며, 서로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해서 시작을 하
니 목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 쉽게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
도 친구들과 지각비를 걷는 등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수도 있다. 캠 스터디는 캠에서 만나 같이 공부하
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일반 카페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 주변 시끄러운 소리
나 음악 소리, 혹은 너무 조용한 분위기 탓에 작은 소리에도 신
경 써야 하지만 캠 스터디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편한 공간
에서 할 수 있어서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혼자 공부하
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카페
나 밖에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은 한 번쯤 캠 스터디를 활용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캠 스터디와 함께 랜선 모임 열풍도 불고 있다. ‘랜선 모임’이란
말 그대로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닌 캠을 켜고 모임을 하는 것
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각자 술과 안줏거리를 준비해 화상 모임
을 하는 ‘랜선 술자리’가 인기다. 이미 SNS나 블로그 등에 랜선
술자리를 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캠을 켜고 건배를 하거나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한다. 실제로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랜선 술자리 또한 나름대로 재밌다
는 평이 많다. 캠을 켜고 모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
을 정해두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서로 못 먹는 음식
을 따져가며 고르지 않아도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취향대로
준비할 수 있다. 또 코로나가 2.5단계 이상이 되면 지역에 따

라 오후 9시나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데 이 같은 영업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스무디’나 ‘웨이브’ 등 랜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전
용 앱도 생겨나고 있다. 여러 명이서 화상채팅을 이용해 대화도
할 수 있고 방 탈출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즐
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랜선으로 마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
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문화에 점점 적응해 나
가고 있다. 제한되는 것이 많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카페나 학교 도서관 운영 시
간 단축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되고 있는 이 상황에
서 랜선으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게임이나 술자리 등 여가를 즐
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랜선모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
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일러스트: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이젠 캠으로 만난다!

1. 본인 및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Music Flex(이하 ‘MF')에서 각 부서별 총
괄과 배우 지도를 맡고 있는 한국어문학과 18
학번 박소윤입니다. 저희 MF 동아리는 배우,
음향, 연출, 마케팅, 무대, 의상팀이 모두 함께
하는 종합예술동아리입니다.

2. 신설 동아리인 걸로 아는데 어떤 계기로
뮤지컬 동아리를 만들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때 공연 준비를 했었는데 팀 분열
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
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어요.

3. 올해에는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가장 큰 활동으로는 내년 1월 정기공연이 계
획돼 있습니다. 6월까지 기초연습을 끝내고
방학 동안 스탭들이 각 배우들에게 맞는 개인
곡이나 단체곡을 주어 9월 중으로 소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이나 학기를 이용해
뮤지컬 및 영화를 부원들과 함께 관람하는 것
도 계획하고 있고, 상황이 된다면 동아리 내
팀별 경진대회, 플래시몹 등 다양하게 활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4. 뮤지컬 동아리인데 가입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나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
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정기적인 과제와
지도, 연습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함께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코로나로 활동에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연습이나 공연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기초 연습은 과제물, 팀별 지도, 수준별 지도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공연 준비는 스탭
들 같은 경우 부서별 준비, 배우는 장면·넘버
별로 필요 인원만 모여 연습하며, 단체연습이

꼭 필요한 상황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야외
에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대면 공연을 못 할
경우에는 영상촬영이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
밍 등을 이용해 비대면 공연이라도 진행하려
고 합니다.

6. ‘MF’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
습니다. 특히 연기하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잡
거나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게 제일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
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상에서는 못
하겠다 싶으면 MF에 들어오세요! 가요와는
다른 뮤지컬만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아니더
라도 본인에게 맞는 부서에서 다 함께 공연을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게 오지 않을 특별
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7. 준비 중인 공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연출팀에서 한 명을 메인 작가로 두고 창작
공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특징
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건을 맞닥

뜨리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을 담았습니다. 대학생이나 현대인들이 꼭 한
번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8. ‘MF’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뮤지컬을 꿈꾸는 사람이 다른 뮤지컬 학과를
가기보다 우리 동아리를 들어오기 위해 전주
대를 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동아리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MF’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원래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동아리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도 해보면서 자
신감과 자존감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저는 교사를 꿈꾸고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도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동아리 덕분에
교사가 되기 전에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Music FlexMusic Flex
뮤뮤지지컬컬에에  퐁퐁당당  빠빠지지는는  시시간간뮤지컬에 퐁당 빠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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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평화의 나비로 채워지다
벽화 그리기 기획단이 지난 5일 스타타워 옆 주차장에서 일
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
하였다.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했으며 참가 명단을 작성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기획단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 7일 해
단식까지 총 10번의 정기모임을 가지며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기획단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강연
을 듣고 토론을 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영화 ‘김복동’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하는 등 여러 번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적 인식
을 확립했다. 또한 지난 1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수차례의 교육 활동 이후, 벽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기획
단원들끼리 토론을 하였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벽화 그리기
도안을 그려 전지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벽화 기획이 진행되
었다. 아크릴 물감이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작품 특성상
잘못 그렸을 때 수정이 쉽지 않아 벽화 그리기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원이 모두
모여 기획한 대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시작했다. 단원 모두
가 삼삼오오 모여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현장이었다.  따뜻
한 날씨 아래, 형형색색의 페인트들에 기획단원의 정성이 담
겼다. 기획단원 전원의 노력 덕분에 원래 목표했던 17시를
조금 넘기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벽화 그리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인터뷰
를 진행했다. 기획단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벽화 그리기 활
동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획단원들
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벽화를 기획하면서 강연
과 영상 강의, 수요 집회에 참여하여 역사를 더 자세하게 배
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과 시대의 상황을 올바
르게 인식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적인 부분에 치
중하는 기존의 벽화 그리기와 달리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배
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벽화를 그린다는 점이 더
욱 의미 있고 뜻이 깊은 활동이라며, 기존의 벽화 그리기와
는 차별화되었다고 밝혔다.

한 기획단원은 “예정된 종료 시각을 넘기기도 했고 벽이 너
무 넓어서 벅찼지만, 기획단원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벽화를
그리면서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
다”면서 “기획단원들뿐만 아니라 ‘전북남북역사문화교류협
회’, ‘전주대 민주동문회’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응원과 도
움을 주셔서 무사히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
음을 표했다.

또 다른 기획단원은 “최선을 다해서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
여하였지만 정치적,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면서 기
획단 활동에 책임감을 느꼈다”며 “수요 집회 캠페인을 통해
서 사람들의 행동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보고 감사의 말을 전
해 들었을 때는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 기획단 활동에 열정을
다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획단장 문한솔 학우의 인터뷰 전문이다.

벽화 그리기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벽화 그리기는 말 그대
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라며 할머니들과의 연대
의 마음을 담아 벽화 도안을 기획하고 벽화를 그리는 활동입
니다. 기획단의 목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벽화나 캠페인과 같은 행동이 학우들께 일본군 성노
예제 문제를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
다. 또한 실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싶
었습니다.

그 어떤 장소보다 전주대학생이기 때문에 학내에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학내의 마땅한 벽을 찾던 중 유동인구가 많은
구정문 근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벽은 허락을 받
는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 벽의 소유주는 맞은
편 원룸이었기에 허락을 받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
다. 벽이 크고 넓으며 습하지 않다는 조건에도 맞기에 그 벽
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벽화 그리기를 선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9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문
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정
부의 공식 사죄는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기
획하다 보니 벽화 그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21학번 학우들과 함께 활동하셨는데, 그 전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은 좀 더 평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이
차이과 경험의 차이 때문에 어릴수록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주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새내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원이 큰 어려
움 없이 의견을 내고 토론을 했습니다. 새내기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열정적이었고 이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에 국한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벽화 그리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벽화를 허가받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활동 초반 벽 소
유주이신 맞은편 원룸 소유주분께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지
만 벽화를 그리기 며칠 전, ‘학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리지 못할 것 같다’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계자분
들과의 여러 통화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
이들에게 벽화의 주제를 설명하고 벽화를 함께 그리기도 하
였습니다.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이 무엇인가요? 
각각 다른 과에 속해있는 기획단원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
제 해결을 바란다는 의미를 통해 만났고 같은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실천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잘 구현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
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벽화 그리기를 통해서 다른 학우들이 느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전주대 안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바라며 실천
하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획단 구성원을 기본으로 하여 역사 동아리를 만들 예정입
니다. 동아리에서는 역사의 주인임을 자각하며 역사를 공부
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역사 기행을 가는 등의 활
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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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저는 전주대학교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회과
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오재록입니다. 우리 학교

에 부임한 지 14년 되었고, 학과장을 10년 정도 맡은 경
험이 있습니다.

Q.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후 전국 최초로 교수노조 설립
을 주도하셨는데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
데, 교수노조 설립을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지난 14년 동안 전주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람
도 느끼고 자긍심도 컸지만, 부조리한 점도 많아

교수들이 떨쳐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대내외 상황에서 교수들이 오로지 학생들만
바라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구인 교수노조가 필요하
다고 생각했습니다.

Q. 노조 설립에 있어 대학노조의 선례가 없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노조를 설립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
셨나요?

A.교수들이 기득권 집단이고 이미 배부른 자들인
데 이들이 노동자냐는 대내외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남아있습
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교
법인과 학교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이를 하
나하나 바로잡으며 직접 헤쳐나가야 하는 점이 가장 어려
운 점입니다.

Q. 교수노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전주대학교를 비롯한 지방사립대학의 현실이 녹
록지 않습니다. 교수노조는 이러한 난관을 돌파

하기 위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지속 가
능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묵직한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데 힘을 쓰고, 교수들
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Q. 교수노조가 하는 일이 재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현재 대학 당국이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정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목소
리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번 학기에 교내 확진자
가 나왔을 때 기숙사를 개방한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방한 측면도 있지만, 핵심은
금전 관계 때문입니다. 기숙사를 지을 때 민간업체와 계약
했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통해서 이익을 보존해줘야 하는
데, 만약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생기거나 학생 수가 감소
해서 기숙사를 다 못 채우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학교가
민간업체에 돈을 메워줘야 합니다. 통학버스도 마찬가지로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면 학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금전보다 우리 구성원
의 안전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같은 일반 교수들은 학교의 책임

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학교 측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며 교수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
야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노조는 학생들을 위해 그런 역
할들을 합니다. 

Q. 전주대 교수노조가 대학 교수노조 가운데 최초로 중앙노동위
원회의 조정을 거쳐 학교법인과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단
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A.교수노조는 교원노조입니다. 교원노조는 학생들
을 가르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즉 파업이 없습

니다. 그래서 노사 간 의견대립이 발생하면 중앙노동위원
회의 조정·중재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념은
일반 쟁의인데, 파업을 할 수 있는 일반 노조와 달리 교수
노조는 정부가 나서서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일 합의가 안 되면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에 이를 통해 맺어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사무실 요구,
자료요구권, 노조 홍보활동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들과 교권 침탈 저지 방안, 교원인사위원회 참관 등
의 교권 수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승진 및 재임용을 하게 함으로 고용 안정의 기반
을 세우고, 비정년 계열 교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
용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추락한 교
권과 구겨진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교
수들이 신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는 취지입니다.

Q.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앞
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
각하시나요?

A.근본적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문제는 교육부
책임이 크지만, 우리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운영하
면서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향후 비정년트랙을 정년트랙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현재
의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
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며, 1인 1실 연구실을 제
공하고 신분상의 제약요인 해소 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
습니다. 사실 제도뿐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법인과 대학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Q. 전주대 교수노조가 전국 최초로 출범한 만큼 선발대로서 이
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대 교수노조는 어떤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A.현재 전국적으로 교수노조가 60개 정도 설립되
어 있습니다. 전주대 교수노조가 전국 최초로 설

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단체협약도 전국 최초로 성립시켰
기 때문에, 그 비결을 묻는 문의와 조언 부탁이 전국적으
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대 교수노조는 네비게이
터로서 그러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강고
한 연대를 통해 전국 대학들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앞으로 교수노조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인가요?

A.우리 전주대학교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좋은 위
치에 놓여 있고, 교수들과 학생 자원들이 우수하

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국립대와 달리 교수
들이 학생들과 유독 가깝고, 학생을 세심하게 지도하는 문
화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이 갈수록 교수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되고 잠재력이 소진되
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교
육받을 수 있도록 강고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좋은 환
경이 조성되면 더 좋은 강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
다.

A.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
한 격언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이든 내부

의 비판 기능이 죽어 있으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미래
를 개척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좋은 환경이 좋은 강의를 만든다’ 
교교수수노노조조  위위원원장장  인인터터뷰뷰
‘좋은 환경이 좋은 강의를 만든다’ 
교수노조 위원장 인터뷰



이름은 무의미, 허무로부터 존재를 이끌
어 내어 준다. 이름은 만물의 본질을 규
정한다.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이며, 이
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됨됨이를
나타낸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말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
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하나님께서는 손수 자신의 이름을 드
러내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쭸다. “내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
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
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출 3:13). 하
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밝히신 것은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유일한 이름으로 받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
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사
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사
12:4),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며(시
27:14), 그 이름으로 간구한다(시
99:6).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
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
이다”(시 8:1).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온 세상에 위엄이 넘치도
록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 세상에 있
는 모든 창조물이 그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고 있
다.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
실 것이라”(슥 14:9). 이 땅에 그의 이
름이 홀로 하나이길, 그래서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스가랴 선
지자의 애끓는 마음으로, 코로나와 온갖
거짓과 다툼으로 모든 터가 무너지고 있
는(시 11:3) 이 땅을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간구한다. “이름이 거
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아
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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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원실에서는 2021-1학기 교직원 예배
를 전년도에 이어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사상과 교육철학을 심화하여 교직원 예배 시
리즈로 기획하여 실시한다. 올해도 작년에 이
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전체적인
진행과 메시지는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담임)
가 담당한다.

카이퍼 시리즈 예배 중 두 번째 시간으로 ‘기
독교와 정치’라는 주제로 지난 4월 7일 11시
부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
었다.

<카이퍼 시리즈 심화 2강_기독교와 정치>

정치는 인간 본성에 각인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
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셨
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질서가 없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께 대들었고, 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니므롯은
탑을 세워 하늘까지 닿게 하여 하나님과 비기
려는 무례한 대결의 각을 세웠다. 나아가 인간
은 동등한 타인까지도 지배와 다스림의 대상
으로 간주한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데, 지배하고 다스려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특
이한 정치적 성향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지
된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는 왕을 중심으
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
이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다. 모든 국민
은 인간의 공통적인 존엄성과 고유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으며 국가는 각 개인의 인권을 존
중,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치
에도 불구하고 좋은 국가만 있지 않고 나쁜 국
가들도 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바울의 국가관
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권세의 소유
와 분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며 하나
님께서 주신 권한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
기 위해 잠시 맡겨진 권한이다. 그래서 바울은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주에게서 나온

모든 권세 즉 임금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했다.

권세의 용도는 다양하다. 하나님은 권력의 칼
자루를 선한 지도자의 손에 넘겨 지도와 보호
의 지팡이로 쓰시기도 하시며, 악한 지도자의
손에 맡겨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기도 한다. 이
스라엘 백성에게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제국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몽둥이로 쓰
임을 받았다.

바울은 당시 정치인들을 위해 자신의 기호와
무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
의 성화를 위함이다.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벧전2:16) 왕
과 총독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였다. 이는 하나
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용한 정치적 개입이
다. 친미나 친북이나 친중을 불문하고 그리스
도 안에서 온 국민이 하나여야 한다. 보수나
진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여야 한다. 남
한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미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민족적인 이
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던 제자들을 향
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
침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과 추
구의 일순위로 여기는 판단력과 연합과 협력
에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기를 소원한
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교직원 예배 - 아브라함 카이퍼 
기독교 사상과 교육철학(심화)

기 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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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주년 개교기념일에 드린 기도

오늘, 
저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온, 구성원들의 헌신을 
칭찬하게 하여주옵소서.

이제는, 
전주대가 출발할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대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감싸게 하시며, 차이를 넘어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켜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인생에 여백을 주셔서 그곳이 타인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여주시고, 다른 이들이 
쉼을 얻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먼 훗날,
이곳에서 양육된 이들과 그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의 마음에 천잠 동산의 기억이 퇴색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옵소서.

예배안내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
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
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
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
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대외부총장
류두현 교수
(환경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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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나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이해가 타인을 떠
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고의 추종자는 많
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마틴 부버
(Martin Buber, 1878-1965)는 타자 중
심적인 자아를 추구한 대표적인 사상가다. <
나와 너>(Ich und Du)라는 자신의 명작에
서 그는 인간의 존재를 관계 속에서 파악한
다. 이는 관계가 “존재의 범주요 남을 맞이하
기 위한 준비의 상태요, 사물을 파악하는 그
릇이요, 영혼의 형틀”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은 알고자 하는 자와 알려지는 자가 서
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개시된다.” 각각 있는
그대로의 “타고난 나”(das eingeborne

Ich)와 “타고난 너”(das eingeborne Du)
는 그런 관계에서 발견된다. 관계를 떠난 “나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
한다. 여기에서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나와
그것, Ich und Es)와 인격적 관계(나와 너,
Ich und Du)로 구분된다. 타인을 만날 때
인격적인 “너”로 대하면 인격적인 대화가 가
능하다. 그러나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면 대
화는 비인격적 독백으로 전락한다. 타인을 인
격적인 “너”로 대하면 둘 다 인격자가 되지
만, 경험과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면 비인격
적 “그것”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타인을 “그
것”으로 대하면 타인이 무시되는 것인 동시
에 나 자신의 인격도 위태롭게 된다. 이런 동
시성은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
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관계적인
존재로서 내가 ‘너’를 ‘아버지’로 대하면 ‘나’는
‘너’의 ‘아들’이다. 관계 속에서 나는 너에게
작용하고, 너는 나에게 작용한다. 이런 상호
작용 없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지시하는 일방
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미움이다.
미움은 “나와 그것”의 맹목적인 관계이며, 사
랑은 “나와 너”의 호혜적인 관계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개인의 행복하고 유익한 공
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마련되고 건강하고 아
름다운 문화가 형성된다.
타인을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면 자

신도 “그것”으로 변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무언가로 상대방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부버는 인간이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대
체될 수 없고 한정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
타인은 언제나 타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있
는 그대로의 타인을 그의 생김새, 말투, 눈
빛, 표정, 행동, 나이, 성별, 학력, 가문, 경
력에 대한 과거의 지식이나 기억으로 대체하

려 한다. 그렇게 타인을 과거의 경험으로 대
체하면, 타인은 “그것”이다. 어떤 경우는 편
리와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처럼 타인을 이
용하려 든다. 이럴 때에도 타인은 “그것”이
다. 이처럼 “경험과 이용”은 타인을 “그것”으
로 대하는 방식이다. 경험을 통하여 타인을
재구성할 재료를 축적하고 타인의 이용을 통
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 “너”와의 인격
적인 만남은 사라진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만남이다. 만남

은 늘 현재인데, 만날 때마다 눈앞에 현재의
타인을 무시하고 경험과 이용의 대상이 된 과
거와 미래의 타인을 소환한다. 과거와 미래
의 타인은 실재가 아니라 대상이다. 나와 너
사이에 과거나 미래가 끼어들면, 만남의 직
접성은 훼손된다. 그래서 부버는 나와 너 사
이에 어떠한 매개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 그 매개물이 관계에 개입하는 순간
인격적인 “너”는 “그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
다. 나와 너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공상도, 어떠한 회상도, 어떠
한 의도도, 어떠한 욕망도, 어떠한 예측도 끼
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그 모든 장
애물을 제거하여 너와 나의 관계를 언제나 생
생한 현재의 직접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를 나 되게 하고
너를 너 되게 한다고 부버는 주장한다.
현재의 나와 너의 직접적인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버는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답
한다. 이 은총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사랑
의 주소는 특정한 누구에게 있지 않고 너와
나의 사이라고 한다. 이 사랑으로 만나면 타
인은 언제나 온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유
일한 존재”이며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너”로 발견된다. 사랑은 “너에 대한 나의 책

임”이다. 이 책임은 타인을 사랑하는 모든 사
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나아가 이 사랑의
출처는 “영원한 너”라고 부버는 주장한다. 사
실 사랑에 기초한 “모든 관계의 연장선은 ‘영
원한 너’”에게로 이어진다. “나와 너”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너의 옷깃”이며 그의 숨결을
느끼는 공원이며 그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하
나님은 이 “영원한 너”의 이름이다. 이 하나
님은 “나의 나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가까운
존재”라고 부버는 설명한다. 타인 중심적인
자아관을 가진 부버는 “영원한 너”인 하나님
없이는 있는 그대로의 “타고난 나”를 알 수
도,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자연
이나 사람이나 어떤 정신적인 실재나 “그것”
이 아니라 “너”로 여기며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다면 “영원한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된다. 즉 부버는 “너와 나”의 관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뻥 뚫어주는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진정한 나를 되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부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라
고 한다. 이는 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
로도 서술될 수 없고, 측량될 수 없는 세계
혹은 제한이 없는 존재라는 말로도 표상할 수
없고,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도 그
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부버는 하
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을 아는 열쇠라는 결
론에 도달한다.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의 영원
한 진실이 있다고 설명한다. 부버의 자아관
에 의하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
의 책장을 펼쳐야만 한다. 인간을 위한 하나
님의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에서 우리는 “영원한 너”인 하나님을 알고 그
를 통하여 인격적인 너를 만나고 비로소 진
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 

타자 중심적 자아관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아씨시 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가 생각난다. 이는 아씨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기도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부
터 프란체스코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에 대한
관심은 그의 종교적 명성보다는 그의 검소함
에 있었다.
맨 처음 아씨시를 간 때는 2002년이었다.
알바니아 의료 봉사에 참여한 다음 선교팀과
헤어져 혼자 아씨시로 향했다. 로마를 거쳐서
아씨시 역에 내렸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
었다. 이번에도 ‘여행은 모험이다.’는 생각으로

여행하기 때문에 지명 찾아가는 모험을 감행
했지만, 어두운 밤에 생판 모르는 타국에 발을
딛고 보니 난감했다.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유럽에서 발행한 유스
호스텔 주소록을 챙겨서 가지고 왔지만, 초행
길이고 더군다나 캄캄한 밤이라 어디가 어딘
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역 광장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프란체스
코 대성당이 있는 마을 중심부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버스는 벌판 같은 곳을 지나기도 하고 울창

한 가로수를 지나치기도 하고 경사를 오르더니
10분이 채 안 되어 중심부 산 피에트로 광장
에 도착하였다. 차에 내려서 교통경찰에게 유
스호스텔을 물었더니 버스가 올라온 길 쪽을
가리키며 내려가라고 한다. 가다 보면 싸인 보
드가 나타나겠지, 기대하며 가고 있는데, 아무
표식도 보이질 않는다. 경찰이 말해준 것이니
맞겠지 하며 계속 걸어갔지만, 가로수도 없어
지고 거리는 더욱더 컴컴한데, 설상가상 비까
지 부슬부슬 내리고 인적도 없다. 이러다가 한
밤중에 미아가 되는 게 아닌가하고 겁이 덜컹
났다. 그런데 100여m 앞쪽에 무슨 불빛이 보
인다. 얼른 그곳까지 가보니 전화 부스였다.
비도 피할 겸 일단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

리고는 배낭을 뒤져서 유스호스텔 주소록을
꺼내서 전화했다. 직원이 받길 레 그곳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더니, 어디로 해서
어떻게 찾아오라고 말한다. 지리를 전연 모르
는 내가 그 설명을 알아들을 수 가없다. 위기
상황에서는 때로는 막무가내식도 한 방법이
다. 그래서 초행이고 밤중인데, 내가 어떻게
설명대로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산 피에
트로 광장에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꺾어서
200m 걷다가 만난 전화 부스에 있으니 태우
러 와 달라고 단호하게 명령조로 말한 다음 수
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내가 좀 심했나? 좀 사정 조로 부탁했어야 하
는 것은 아니었나? 하며 후회도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인적이 없는 후미진 곳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혼자 있자니 좀 으스스하다고 느끼
고 있는데, 빨간색 승용차가 부스 앞에 섰고
젊은 청년이 차에서 내린다. 나를 보더니 혹시
조금 전 전화한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했더니, 어서 타라고 한다.
비싼 호텔이라면 돈을 많이 내는 손님이라

당연히 모시러 올 것이지만, 그 당시 유스호스
텔 숙박비는 한화로 3만 원이 채 안 되는 저
렴한 금액이다. 말하자면 싼 투숙객인데, 태우
러 온 것이다. 그것도 비 오는 밤중에 말이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보니 평화
의 도시가 실감이 났다.〈계속〉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평화의 성지 아씨시(상)

▲ 아씨시 마을 전경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8

▲ 캄캄한 밤을 밝히고 있는 아씨시 대성당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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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에 작성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
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27일 기준
참여 인원 24만 명을 돌파했다. “나날이 줄어
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의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
률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려 국군의 전체적
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 “많
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
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
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
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
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었다. 

최근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
다.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
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39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성 징병제, 남녀 차
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1999년 12월 23
일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신체
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다
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출발점이
라고 생각한다. 군 가산점 제도란 의무 장병
(징병제) 혹은 자원 입대를 통해 군대를 다녀

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
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5% 이하의 추가
점수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인해 군인의 인권은 더욱 보
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군인의
인권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아프거
나 다치더라도 훈련에 다 참석해야 하고, 체력
이 되지 않더라도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한 힘든 훈련을 마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급
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더불어 젊음의 한
가운데인 20대 초중반에 최소 1년 6개월을
군인으로서 의무를 진다. 이러한 군인들의 희
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매년 부족한
군인 월급을 조금이라도 인상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을 먼저 걱정한다. 

여성 모병제에 찬성한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성폭행, 살인사건, 납치사건 등의 피해자
는 60%가 여성이다.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
을 받고 체력을 높이게 되면 여성도 자신을 지
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저출산
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부적합한 인원이 군대
에 가게 될 경우 여성도 징병에 동참하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체격,
체력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여군사관학교설
립, 여군 합격률 증가 등의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여성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야 한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53.7%는 자신들
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했
다. 또한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
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여성
의 일자리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
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친화
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
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된
다”라고 밝혔다.
여성 모병제가 현실화할 경우 꿈과 미래를 군
대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
히 마련된다. 또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인
원을 대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군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청원은 남성이 여
성보다 더 우월하지 않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
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
울여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한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장채원 기자
jcw2454370@jj.ac.kr

기자칼럼

고양이를 위한 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거리를 걸
어가다 보이는 고양이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다. 사람 손을 많이 탄 고양이들은 먼저 와서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 우리는 개강 이후 학교
내에 있는 고양이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다. 스
타타워의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타워냥이’부터
그 옆 주차장에서 자주 보이는 ‘주차냥이’. 이외
에도 스타홈이나 스타빌(이하 ‘홈빌’), 단과대 근
처에 자주 나타나는 고양이들까지 학교에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들
에겐 마냥 귀여워 보이겠지만, 고양이를 좋아하
지 않거나 기숙사나 근처에 자취하고 있는 학생
들은 고양이로 인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고양이와 관련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
내 고양이들이 귀엽다는 글과 더불어 고양이 울
음소리에 관한 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
위에 관한 글 등이 많이 올라오곤 한다. 

작년 시끄러운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홈빌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냈었지만,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고양이들에
게 먹이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양이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홈빌에 고양이가
두 마리 있었는데, 무분별한 먹이 주기와 고양
이 집 마련 등으로 인해 산에 있는 고양이들까
지 학교로 내려와 고양이가 7마리 이상으로 늘
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갑작스레 많아진 고양이
들로 인해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잇따
라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소모임 참여자들이 책임지고 먹이와 집을

다 치운 덕에 지난해 1년간은 고양이들로 인한
소음이나 갈등이 없었지만 최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타워냥이는 중성화 수술도 마쳤
고 이제는 학교 마스코트처럼 자리했지만, 현재
까지도 중성화되지 않은 야생 고양이들이 몰려
들 위험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또 기숙사
문 앞에서 먹이를 주는 학생들이 있어, 고양이
를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
례도 있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할 순 없다. 고양이
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
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문 앞에 있
다가 고양이들이 사람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
오는 경우도 꽤 많다. 

반면에 에브리타임에는 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아닌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글도 꽤 많다. 사람
이 먹는 음식은 염분이 높을 뿐더러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
이에겐 대체로 해롭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 사람이 먹는 우유나 남은 음식,
심지어는 일반 과자 등을 주곤 한다. 이럴 경우
고양이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심하면 탈
수 증상까지 오는 등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사실
을 잘 모르는 채, 고양이들이 귀엽거나 불쌍하
다는 이유로 밥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을까?

고양이에게 무조건 밥부터 챙겨주는 것은 좋지
만은 않은 행동이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고양
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은 어느 정도 고양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책임을 질 수 있
을 때 해당하는 말이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고
양이들은 학생이 오래 책임을 지고 보살필 수 없
을뿐더러 고양이가 몰리게 되면 다수의 학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학교 에브리타임에 따
르면 “고양이들을 돌보기 전에 그 공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커뮤니티에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안 보는 사람들도 많
으니 정말로 고양이들이 걱정된다면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문제들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 고양이들이 자주 보이는
곳에 출력해서 보기 쉽게 붙여놓자”라는 의견들
이 제시되고 있다.

당장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먹을 만한 것을 사다
주기보다는 본래 있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서 먹이와 지낼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면 고양
이들이 다시 본래의 터로 돌아갈 수 없고, 야생
성을 잃게 된다. 고양이들은 밥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포획을 당해 보
호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호소로 옮
겨진 고양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할 위험이 있다. 또 밥을 줘서 고양
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모이다 보면 학교 내 고
양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커뮤
니티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 내 고양이들로 인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고양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 기자
flwmguswls@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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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공유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퍼스 내 교
통 문화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존에
주된 이동 수단이었던 자동차 외에 자전거, 전동킥
보드, 오토바이 등의 탈것도 캠퍼스를 꽉 채우고 있
다. 여기에 더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가 교내로 진입할 경우, 캠퍼스 내 이동 시 안전 확
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다행히 아직은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터라

그 문제점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향후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경우 자칫 심
각한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
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수백 건에 달한다는
통계는 대책 준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
다도 탈것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 문화 개선
이 급선무이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엄연히 주차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편의에 따라 도로에 주정
차를 해두는 이들이 많다. 주로 구성원들의 출입이
많은 건물의 도롯가를 따라 세워둔 경우이다. 심지
어 건널목 위에 버젓이 차를 세워두고 자신의 볼 일
을 처리하는 운전자도 많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원
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
니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과속도 큰 문제이다. 캠퍼스 내 차량 이동 제한속

도는 분명 20km/h로 규정되어 있고, 곳곳에 표
지판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드문 현실이
다.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내키는 대로 맘껏 달리
다가 차량 하부가 긁히는 소리를 곳곳에서 자주 들
을 수 있다. 이러한 과속 문제는 운전자들이 조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새롭게 등장한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서는 무
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안전에 관해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본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룬 일이 있고, 이달 초에는 우리 학교가
완산경찰서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요점은 간단하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
지, 음주운전 금지, 보도 통행 금지, 교내 안전속도
20km/h 이하 준수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
다. 자전거 이용자 역시 이에 준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탈것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함
께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캠퍼스
내에서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사실
이다. 어떤 경우라도 탈것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감
이 보행자의 안전보다 큰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탈것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보행자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교통 문
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학 내 교통 문화 
개선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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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COVID-19와 증오범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COVID-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의 발
생은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더믹(pandemic)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이른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확진
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
하면서 인류는 패닉(panic)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경기로 세계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
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
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악영향은 가시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
는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피
로가 극심해짐에 따라 인류의 불안과 분
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갈등
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
국 사회의 분열은 타인과 외부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로 비화하고, 극심한 불
안과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져 범죄로 나
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오범죄
(Hate Crime)이다.
증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을 그들이 가진 특징 또는 문화로 말미
암아 비하하고 차별하는 범죄이다.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인 대상 증
오범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기인하고 있
으며, 특히 한국인의 경우 중국인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증오범죄 피해를 경
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
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숙한 시
민의식과 문화일 것이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
결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
이 아닌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밑바탕에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심리
적 피로의 책임을 특정 집단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한 범
죄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인
류가 승리하기 위해서 인류는 잠시 대립
과 갈등, 그리고 분열에서 벗어나 협력
하여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때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다.

홍승표 교수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기자칼럼

창업, 자신이 만들어 가는 미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유교 전
통하에서 사농공상(선비, 농부, 공장, 상
인)의 가치체계가 근저에 깔려 있기 때
문에 창업하는 사람이 나오기 힘들다.
현재 대학생들이 창업 준비보다 취업 준
비를 더 많이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
다. 이미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
들을 경쟁상대로 더 새롭고 창의적인 발
상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좋은 아이
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으로 옮기기
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부담되고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나라는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은 왜 하는가?
정부나 학교에서 창업정책을 많이 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이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
택이다. 창업을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
는 위험요소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취업을 선택한다. 직장생활은 사내
에서만 경쟁하고 사내 정책과 보험, 법
과 같은 보호를 받으며 정해진 룰에 따
라 생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폐업이나 자발적 퇴사 등 변수가 없다면
직장인에게는 평생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고정수익이 보장된다. 일상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은 필수이다.
-창업을 왜 하는가?
요즘에는 정부, 기업, 대학교에서 지역

인재전형, 적성중심전형, 블라인드 채용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지방
대생들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경쟁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청
년들(19세~28세)을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78%로 취업난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중 정규직은 7%
에 불과하다. 서울시 청년 중 21%가 창
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45%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
한 지금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기술 발
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
고 직업들도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
드는 일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100세 시대, 120세 시

대라고까지 불린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
균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과

거에는 60대 연령에 정년퇴직 후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으로 노후 생활 대
비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 연금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매우 힘든 지경에 이
르렀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더 멀리 바
라보며 다음 커리어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미래 커리어는 사원이
아닌 경영자가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 직장의 수입으로는 물가를 따라가

기 매우 힘들 것이다. 멀티 잡의 시대인
만큼 급여 생활자로 살면서 창업으로 복
수 수입처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데이터에 따르면 20, 30, 40
대 직장인들 중 27%는 파이어족이라고
응답했다. 파이어족이란 직장을 조기 은
퇴하는 사람을 말한다. 파이어족 중
34%가 창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를
가기 어려운 사람도 그렇기에 자기 사업
을 생각해야 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
도 퇴직 이후를 위해 자기 사업을 준비
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문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젊은 시절 한 번의 성공보다는 여러 번
의 실패가 더 좋지 않을까.
각자의 인생길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길은 한 개만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은 무엇
인지 고민하는 것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닌가 싶다.
꼭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박헌빈 기자
(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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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 E-welfare home social enterprise team(team
leader Lee-sujin et al.) told that they will be holding
an online flea market until June 3rd. 

JJU Flea market is an event that inspects and clas-
sifies clothing products donated by students and staff
at JJU, through a washing and inspection process,
and sells them at low prices.

The event has been held 10 years started from 2011,
and it was an originally offline event in front of the
Star center convention center. When this event was
held offline, customer could see the products directly,
wear them, make reasonable choices. However, now
it is held on online with SNS due to COVID-19; there-

fore, when purchasing on online, the seller delivers
as quick as possible directly.

The main products have many kinds of clothes in-
cluding jackets, cardigans, coats for outer, T-shirts,
shirts, sweater for tops, pants, skirts for bottoms,
bag and shoes.

Proceeds from the flea market are used to help the
vulnerable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e public good
of society.

In addition, various events are prepared for cus-
tomers hosted by the social enterprise team. Refer to
the Instagram (e_bokji_saki) for the duration of the

event and how to participate.

The social enterprise team said, “Our small event
makes a contribution to the the community, and
thanks to our students who have been interested in
the flea market, we have been able to run the flea
market business so far.” and also said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flea market to many students that
gives a rewarding and thrilling experience at the
same time.”

Purchasing clothes-related consultation is available
from 10 a.m. to 4 p.m. from Monday to Thursday.
You can inquire to Instagram (e_bokji_saki).

JJU Online Flea market by E-welfare Home Social Enterprise TeamJJU Online Flea market by E-welfare Home Social Enterprise Team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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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ju university, which opened in 1964, celebrated
its 57th anniversary this year. Therefore, on May 4,
the 57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school was
held at the JJ Art Hall of the Art Museum. Due to
COVID-19, faculty members at the major positions
and winners only attended the event, and the event
was live footage of the event was broadcast live on-
line.

The first part began with the prayer of a Vice Foreign
Minister, Ryu Doo-hyun. Since then, Hong Jung-gil,
a chairman of the Shin Dong-ah Academy, a school
corporation, has preached on the theme of “Don't give
up.”

The second part began with a commemorative speech
by President Lee Ho-in, followed by a congratulatory
speech by Yoo Chang-hee, a vice chairman of the
General Alumni Association. In addition, awards for

seniority, excellent educator, superstar employee
awards, commendation plaques and appreciation
plaques were given. The Seniority Award was won
by Professor Min Kyu-sik (Department of Real Estate
Land and Information), Professor Lee Ki-hoon (De-
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fessor
Song Hae-an (Department of IT Finance), Professor
Shim Dong-hee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
ing), and Ryu Seung-yo (Department of Administra-
tion Support).  30 members were named in the
seniority award given to 20 and 10 years of service.

The Outstanding Educator Award, Outstanding Re-
searcher Award, and Superstar Employee Award,
which are awarded to faculty membe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university's development, were
awarded by 16 teachers and four employees, includ-
ing Professor Lee Eui-pyeong (Fire Safety Engineer-
ing), Byun Ju-seung (History and Cultural Contents),

and Yoon Pyeong-gang (Lifelong Education Support
Office).

A plaque of appreciation was delivered to Jeonju
Donghyeon Church (Pastor Lee Jin-ho), which has
practiced student service and love for local and
neighbors, participating in Chapel curriculum lead-
ers, international student host family alliance fam-
ilies, various donations and volunteer campaigns. In
addition, a plaque of commendation was awarded to
three security guards and cleaner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school.

“In order to overcome the immediate crisis and
achieve educational value, we will help students re-
alize their dreams and future and set up a new re-
mote education system to lead the educational
paradigm of the New Normal Era,” President Lee Ho-
in said.

57th Anniversary of School's Opening57th Anniversary of School's Opening
Reporter Kim Min-ha (minha37@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Han Kang-hoon(hkhoon95@jj.ac.kr)

On April 28, a healing festival was held in an open
space next to Jeonju University's Superstar Hall, JJ
Art Hall, and the Art Museum. The 48th BeːONE
Student Council said that the healing festival's name
"Cheer YOU" contains the meaning of "comforting you
tired" to cheer Jeonju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bsorbed in their studies amid difficulties caused by
Corona 19.

Healing festival 'CHEER YOU' divided Superstar Hall,
vacant lot next to the art museum, and JJ Art Hall
into 'Performance Zone', ‘Iloilo Arc Zone', and 'Culture
and Arts Zone'. In addition, various experience booths
and photo zones were operated in the vacant lot next
to the art museum from 3 o'clock to enrich the fes-
tival. From 4 o'clock, booths and performances were
held to help students enjoy the festival freely. There

were also performances by acting students, who pre-
sented their own performance called "Summer Fairy
Tale” over two days on the eve and day of the festi-
val.

Due to COVID-19, the Healing Festival, which actu-
ally took place in Phase 1.5 of social distancing, was
planned and held based on Phase 2 of social distanc-
ing for safety. For example, the maximum capacity
in the concert hall was limited to 100, and all par-
ticipants in the festival complied with the quarantine
guidelines with a help of festival officials. While try-
ing to prevent infection, the 48th BeONONE Student
Council used a YouTube live streaming to soothe the
regret of students who could not enjoy it together in
the concert hall. 

Regarding the Healing Festival, ‘Everytime,’ a school
community, also responded positively to the event,
which was held in a new way, such as "It was good
to have a new experience, personal memory, and “It
was good to make memories for my last semester.”
However, there were also many voices of concern and
criticism over the spread of Covid-19. In addition, a
petition titled, "Please tell us how you planned the
festival, budget, and alternatives the student council
has in mind in the event of a confirmed case of co-
rona” was posted on the JJ petition of the student
council in Everytime on April 29. The petition post
received great interest from students, and the 48th
BeːONE student association posted an official state-
ment on Everytime, Instagram, and Facebook on
May 3rd.

2021 Jeonju University Healing Festival ‘CHEER YOU’2021 Jeonju University Healing Festival ‘CHEER YOU’
Reporter Kim Eun-sol (ssolk1129@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Han Kang-hoon(hkhoon9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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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ật mới ban hành về việc sử dụng lưu hành xe điện

Các bạn đang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xe điện? Vậy bạn có thường xuyên
đi xe điện đến trường cũng như đi làm?
Hiện tại nhìn tại khuôn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chúng ta có thể dễ dàng thấy có rất nhiều
người đi xe điện. Không chỉ là dùng xe điện
được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cho thuê mà
một phần nhỏ học sinh Hàn Quốc cũng như
du học sinh đều có một chiếc xe điện để đi
lại. Tuy nhiên khi đi xe điện đại đa số các
bạn đều không dùng thiết bị an toàn hoặc
đi quá với số người cho phép.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không phải là việc
xấu nhưng điều quan trọng là phải an toàn
và việc chấp hành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một điều cơ bản để không bị xảy ra tai
nạn, bảo vệ an toàn cho chính bạn và cũng
là bảo vệ an toàn cho mọi người khi tham
gia giao thông.

Vào ngày 12 tháng 01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bắt đầu từ ngày 13 tháng 5 đã
ban hành luật mới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sử
dụng xe điện khi tham gia giao thông. Theo
luật mới được ban hành, khi sử dụng
phương tiện xe điện phải cá nhân phải có

bằng lái và thiết bị trang bị an toàn khi di
chuyển (xe điện đứng, xe điện có ghế ngồi,
xe điện hai bánh song song,v.v.v), trường
hợp nếu không sử dụng trang bị an toàn
như mũ bảo hiểm, vượt quá số người cho
phép khi đi xe, đỗ xe không đúng nơi quy
định, uống rượu bia khi lái xe,.. sẽ phải chịu
phạt theo luật mới quy định. 100.000won
khi không có bằng lái xe, 40.000wo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vượt quá sô sluowngj người
cho phép, 20.000won đối với người không
đội mũ bảo hiểm, 100.000won đối với
người uống rượu bia khi lái xe, 30.000won
khi chạy sai làn đường, khi đỗ xe không
đúng nơi quy định sẽ mất 40.00won tiền phí
di chuyển xe và nhiều nhất có thể mất đến
500.000won phí bảo quản xe. 
Trường hợp gây ra tai nạn khi tham gia giao
thông với người lưu thông trên đường có
thể bị xử phạt tội nặng, cho dù là đối tượng
có bảo hiểm thì cũng phải nhận tội phạt hình
sự.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tai nạn khi
đang uống rượu, chạy trốn, thiệt mạng
trong khu vực trường học sẽ bị phạm tội
phạm đặc biệt. 
Chính vì vậy ngay từ hôm nay, để không

phạm phải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khi đi
xe điện hãy trang bị cho bản thân những
kiến thức thiết yếu để bảo vệ an toàn cho
mình và cho mọi người xung quanh. Đừng
để phạm phải những luật giao thông mà

khiến cho bản thân phải hối hận về sau này.
An toàn là trên hết. Vì bản thân bạn và vì
mọi người tham gia giao thông. 



1. 모집 전공(12개 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미술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문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1. 5. 17.(월) ~ 5. 28.(금) 17:00까지

3. 원서교부 및 접수 장소
· 원서교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원서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실(진리관 103호)

- 방문접수: 13:00 ~ 20:00(월~화), 
09:00 ~ 17:00(수~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주소: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진리관 103호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 서류에 한함.

4. 전형일시 및 장소: 
2021. 6. 10.(목) 16:20 ~ / 장소는 추후 공지

5.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발표): 
2021. 6. 22.(목) 14:00 (예정)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교육대학원입학원서(증명사진3X4): 
소정양식(모집요강 활용)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 신입학은 대학성적, 

편입학은 대학 및 대학원성적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X): 등록금 감면혜택 자료
· 경력증명서: 특수교육 전공 지원자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고(P.10)
· 교원자격증 사본: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양성과정, 특수)
· 학부학점인정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자(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안내 첨부파일확인)
· 주민등록초본: 남자만(병역확인용)

7. 원서 접수비: 50,000원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계좌 입금, (예시: 홍길동-국어)]
예능계열(미술,음악) 접수비 : 70,000원 (실기전형료 포함)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603-042216

(예금주 전주대학교)

* 수업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과정(월~화) 

교직: 16:50 ∼ 18:20
· 야간수업(월~화)   전공: 18:30 ~ 21:40

*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교육대학원 ☎ 063) 220-2647, 4781

신문사에서 교육방송국과 함께 교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서, 재학생들처럼 젊은 날 감명 깊게 읽고, 보고, 들은 명작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편용우 교수님(일본언어문화학과)께서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소개합니다.
지속해서 소설뿐만 아니라 시,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소개할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스물, 나의 名作> 

★우측의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스물, 나의 名作> 

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후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