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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인공지능,
실감미디어 2개 분야 선정
본교가 신기술 분야의 차세대 핵심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
유대학 사업’(이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
업’)의 8개 신기술 분야 중 2개 분야에 선
정되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4차 산업혁

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신
규과제로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올해 사업비 규모
는 각 분야 연합체별 102억 원이며 2026
년까지 6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러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 이 사업
의 가장 큰 특징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이 연합하고 기업과 부처, 연구소
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여러 기
관에 흩어져 있는 첨단 기자재와 전문 인력,
교육 콘텐츠 등을 공유·개방·협력하여 인
재 양성의 구심점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
간, 대학 간, 산학관연의 협업을 통해 각 주
체들 사이의 교육격차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에 진

입하기 위해 41개의 연합체가 이 사업에
지원했다. 이 중 서면·대면 평가와 사업관
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8개 연합체, 총 56
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개 이상 복수
분야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전주대를 포함해 9개 대학에 불과했다. 
본교가 선정된 ‘인공지능’과 ‘실감미디어’

분야는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기술이며, 특히 메타버스(Metaverse)로 대
표되는 ‘실감미디어’ 분야는 AR·VR·5G
등이 융합된 기술로 미래 디지털 산업의 새
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교는 일찍이 2개 이상의 학문을 연계·

융합하는 수퍼스타칼리지와 신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 및 첨단학과 신설 등을 추진하
며 4차 산업 인재 양성에 높은 경쟁력을 확
보했다. 인공지능학과와 인공지능 융합전공
을 운영하며 전라북도 지역 전략산업인 농
생명 분야의 인공지능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왔다. 게임콘텐츠학과도 문화콘텐츠

인프라와 지역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
의 노하우를 통해 지역 기반의 실감형 미디
어 콘텐츠 제작 기술을 향상해 왔다.
본교는 이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 혁신공

유대학 사업 컨소시엄 대학’들의 특장점을
살린 통합 교육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교
육 환경과 표준 교육과정, 취·창업 생태계
를 구축해 국가 수준의 인공지능 및 실감미
디어 분야 인재를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인 총장은 “우리 대학의 첨단 인프라

와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기술력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의 비전공자 학
생들도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정부, 기업, 기관, 연구소, 타 대학들과 결
집하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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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
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본교는 2008년 ‘입
학사정관제 지원사업’부터 14년 연속으로 ‘고
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전주대는 그동안 대입전형 취지에 맞는 합리

적인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직업특강, 학과특
강, 찾아가는 입시상담 카페, 진로진학 박람회
등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대입전형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을 구축했다. 검정고시 등 일반전형 지원자격
확대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신설을 통해
고교생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
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대학의 입시전형 간소화를 통
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겠다”
라며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를 신설하여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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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전북도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는 지역문화 공헌 프로그램 6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제1회 전주대 천잠 실내악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손민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2008년 이후 1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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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오는 6월
30일까지 대국민 연구과제 공모전 참가 모
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연금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 및 연금연구 관련 연구
과제 제안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실
시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활발한 참여
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등 과제를 정규보고서, 수시
과제 등으로 발간하는 성과를 이뤘다.
공모전은 공단 직원을 제외한 국민연금제

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
모할 수 있다. 주요 제안 분야는 연금제도연
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총 세 가지
가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후 7
월 16일까지 제안 과제가 적합한지 심사가

이루어지며 7월 30일에 선정된 과제를 발
표한다.
연구과제 참가자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

한 참가자에 한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받는
다. 그 후 최종심사에서 우수과제 5건(최우
수 1건 50만 원, 우수 1건 30만 원, 장려
3건 10만 원) 제안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고, 정책에도 반영되
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에도 주위에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연

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제 응모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연구원 연
구지원부로 하면 된다.

박헌빈 기자 (hans8150@jj.ac.kr)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우울 지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가 우울
평균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무기력
과 우울을 떠안고 사는 시대이다.
우리 학교에는 심리, 정서, 대인관계 등 다

양한 고민으로 걱정하는 학생들을 위한 카
운슬링센터가 있다. 먼저 카운슬링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 있다. 개인 상담은 상담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성격·대인관
계·정서·진로·학업 등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단
상담은 자기 이해,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주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
이 상담전문가와 함께 소그룹 집단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진행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은 “타인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연대감을 느끼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가벼운 고민
부터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까지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라
고 말했다. 그 외에도 카운슬링센터에는 성
격 및 진로, 학습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해석을 듣는 심리검사 프로그램,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인 좋은친구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
을 안고 살지만, 아무에게나 맘 놓고 털어놓
기는 쉽지 않다. 카운슬링센터는 그런 학생
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어깨를 토닥여주
는 곳이다. 전주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
이라면 누구나 카운슬링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 마음의 탈출구가 필요하다면 카운슬
링센터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양에은 기자(ong8304@jj.ac.kr)

지친 마음의 탈출구 카운슬링센터

제7대 BeːON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와 제
20대 BeːONE 문화관광대학 학생회가 지
난 5월 12일(수)에 ‘젊은 날의 추억 : 라일락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토크콘서트는 전주
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19시 시작했으
며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
해 전주대학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했다.
토크콘서트는 학생회 및 태권도 시범단 홍

보 영상, 게스트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
화융합대학 및 문화관광대학 학생회장·부회
장의 인사와 내빈으로 참여한 이근호 문화융
합대학장, 심영국 문화관광대학장의 인사말
로 행사의 막을 열었다.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1부
MC를 맡은 문화융합대학 학생회장 및 부회
장이 퀴즈 시간을 가지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
작했다. 토크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

행됐으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성수커플’
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성수커플은 고등학교
때부터 장기간 연애를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1부에서 성수커플은 현장 관객 및 실시간 유
튜브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20대 연애에 관
한 고민을 함께 나눴고 2부에서는 현장 관객
과 함께 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진행했다. 참
여형 콘텐츠에서는 관객과 게임을 하는 ‘성수
를 이겨라’ 코너와 학우들의 연애 고민을 들
어주는 ‘성수의 참견’ 코너의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주관한 문화융합대학 및 문화관
광대학 학생회는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자가
공평하게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후기 이
벤트를 진행하며 행사를 마쳤다. 이벤트는 학
생회비를 낸 단과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행
사 익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젊은 날의 추억’… 라일락 토크콘서트 진행

지난 5월 26일(수) 인문대학 한국어문학
과 김승종 교수의 고별 강연이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인원에 제한을
두어 대면 행사와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했다. 교수연구동 801호에서 진행된
대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동
료 교수와 한국어문학과 1학년 학생들, 학
생회 임원진을 포함한 행사 관계자로 인원
을 최소화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체온 체
크와 방문일지를 작성해야 입장 가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간격을 두어 앉았
고, 좌석에 앉은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내빈 착석 및 안내 이후 인문대학장 김문
택 교수의 축사 겸 송사로 행사가 시작되었
다. 다음으로는 국어교육학과장 이희중 교
수가 김승종 교수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이
후 ‘<토지>의 명장면이 주는 의미’를 주제로

고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고
별 강연이 끝나고 재학생이
준비한 헌정 영상을 시청하
는 시간을 가졌고 졸업생 대
표의 송사 낭독이 있었다.
감사패 증정 및 선물 전달
이후 김승종 교수는 “귀한
시간을 내어 고별 강연에 참
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마음을 전
했다. 기념식이 끝나며 28

년 동안 교직에 헌신한 김승종 교수를 위한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승종 교수는 지난 1993년 한국어문학

과에 부임한 이래로 28년 동안 현대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어문학회장, 전주세계문화유산 대상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라
북도 문학관 심의위원회 위원장, 토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값진 노고로 한국어문학
과를 빛낸 김승종 교수는 이번 해를 마지막
으로 정년 퇴임한다. 
대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자들은 축하

영상으로 마음을 전했다. 기념식에 참여한
동료들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김승종 교수 고별 강연 및 기념
식을 끝마쳤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김승종 교수 고별 강연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의 조사 결과, 작년
대비 배달 대행 주문은 134% 증가했고 라
이더(배달원)는 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함
께 라이더의 오토바이 사고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주문량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는
거리를 오가는 유동 인구가 많아 더욱 위험
하다.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오토바이
가 인도로 다녀서 부딪힐 뻔했다거나 교통법
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등의 경
험담이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많고 활동 범위가 넓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경각심이 부족한 라이더들의 운전으로 아슬

아슬한 상황은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달리는가 하면, 줄
지어 있는 좁은 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
나가는 오토바이도 있다. 규정 속도 이상으
로 달리거나 오토바이로 흐트러진 교통상황
에 경적을 울리는 차량 때문에 소음 문제까
지 발생한다. 교내에서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
했던 한 학생은 “이제는 인도에서 다니면서

도 우리가 오토바이를 피해 다녀야 할 판이
에요”라며 라이더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라이더 사이에서는 신호를 지
키거나 안전하게 달리는 게 ‘시간낭비’로 통
한다. 늦지 않게 배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최
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음식을 배달
해야 그나마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소비자
가 지불한 3,000원의 배달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개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로 빠져나
가고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라이더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 푼에 불과하다. 
라이더 또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배달

업무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입 모아 말한다.
업무에 비해 받고 있는 수당이 적절하지 않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배달수당의 분
배 구조는 소비자와 사업주, 라이더뿐 아니
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
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하영 기자(muncildo@jj.ac.kr)

도로 위를 달리는 무법자

제9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2021년도를 맞아 Super Star 인증제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ar(자율
활동) 단독 인증이 교양 교과 및 비교과를 포
함한 통합인증으로 개편되었다. 둘째, 장학금
이 지급된 SP 및 수퍼루키(SRP), 라이징스
타(RP) 점수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누적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셋째, 계단식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인증 인원을 확대했다.
인증 기준은 20학번부터 적용되며 Gold,
Silver, Bronze, Welcome의 네 단계로 구
분한다. 교양교과 역량은 차례대로 400,
300, 200, 50이며 비교과 역량은 120,
80, 30, 5, starT 역량은 300, 100,
30(Welcome 단계에는 없음)의 포인트가 부
여된다.
Gold 단계의 역량 산출 시기는 4학년 1학

기까지이다. 인증 수여 시기는 8월 또는 다음
해 2월 중이다. 4학년 1학기까지 총 7학기
동안의 역량개발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조기
졸업 대상자의 경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취득
점수로 인증한다. 이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
인증을 수여한다.
Gold 외 단계의 역량 산출 시기는 1학기,

2학기로 나뉜다. 1학기에 산출할 경우 인증

수여 시기는 8월 중이고, 2학기에 산출할 경
우 다음 해 2월 중에 인증을 수여한다. 1학기
의 경우 6월 역량 개발까지 인증을 받고, 2
학기의 경우 12월 역량 개발까지 인증받는다.
Gold 단계의 인증 필수 조건은 SP, SRP,

RP 중 200점 이상 획득이다. 교내 진로 취
업 프로그램에 1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며 비
교과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
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5개 이상을 참
여해야 하며 사회봉사시간을 20시간 채워야
한다. 이때 사회봉사 학점 중복은 인정하지 않
는다.
단계별 혜택은 각각 다음과 같다. Gold는

총장 명의 Super Star 인증서가 발급되고
1,500,000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Silver
는 학장 명의 인증서가 발급되고 300,000
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또한 멘토링 활동에 참
여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 학생 대상 이벤트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Bronze는
100,000원의 장학금을 받고 Silver와 마
찬가지로 해당 등급 학생 대상 이벤트 및 행
사에 참여할 수 있다. Welcome은 해당 등급
학생 대상 이벤트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표수연 기자(vytndus54@jj.ac.kr)

Super Star 인증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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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의 위험성
‘스몸비(Smombie)’는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를 합친 신조어로 스
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좀비처럼 걷는 보행
자를 일컫는다. 최근 이런 ‘스몸비’로 인해 교통
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 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보행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가 휴대전화 사
용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 또한 성인
95.7%가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
고 그중 21.7%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
행하다가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
다.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빅데이터와 딥러닝
활용한 서울시 보행사고 분석과 시사점’ 연구
결과에서도 보행자 중 69%는 습관적으로 보
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스
몸비들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화
가 7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메신저
는 68.8%로 2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음악
감상, 지도, 동영상, 모바일 게임 등이 있었다. 

보행뿐만 아니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
사’에 따르면 2020년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
용 빈도는 35.92%로 전년 35.50% 대비 높
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운전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운전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는 뜻
이다. 

스몸비뿐만 아니라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
에 꽂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무작정
걸어간다고 해서 ‘블좀족’이라는 새로운 신조어
도 만들어졌다. ‘블루투스(Bluetooth)’와 ‘좀비
(Zombie)’를 합친 단어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
행 중 이어폰을 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울연구원 ‘이어폰 착용 여부 조사’에서는
69.6%가 이어폰을 착용한다고 답했다.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30.4%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은
54.4%가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지만 20대는
16.7%만이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했다.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노이즈 캔
슬링’ 기능이 추가되어 외부소리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더욱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스몸비들로 인해 충돌위험이나 보행 방해
를 겪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
는 운전자와 보행자 관계가 아닌 같은 보행자
끼리의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에 몰입
해 천천히 걷거나 사선으로 걷는 등의 모습이
그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전방주시를 방해하고 시야 폭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걷게 되면 시야
폭이 56%가량 감소하고 전방주시도 85%나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보행을 하면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80%까
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장기간 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디스크 같은 건강 문제
로 연결될 위험도 있다.

경기도와 제주 등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LED 보행 신호등을 설
치했다. 신호가 바뀌면 바닥에 있는 LED 색깔
이 바뀌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람들도 신
호를 보고 길을 건너게 한다. 보행 중 교통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진할 예
정이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고 정부 차원의 규
제와 다양한 예방책 역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
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
한다. 스마트폰은 가급적 보행 중 사용하지 않
고 꼭 사용할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춰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1.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 안전 
등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 

2.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받는 교육.

3. 운행 중이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사람을 치어
발생하는 사고. 

4.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르고
가르치는 곳. 

5. 학교에서 빨리 나가요. 성적이 뛰어나서 학기를
앞당겨 대학생활을 마치는 일. 

6.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사계절 가운데 두 번째 계절.  
7. 문화예술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예술 교육, 체육 교육, 첨단 IT 교육 등을 실시하는
융복합 교육을 지향하는 단과대학. 

8.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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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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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금)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공차1만원상품권
(카카오톡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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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온라인 에티켓
많은 학생이 교수에게 메일을 써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의 메일을 보낼
때, 온라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많다.

학생들에게 출석은 분명 소홀히 할 수 없는 중
요한 사안이다. 출석 인증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본인의 학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때, 일부 학생
들은 본인의 학번과 이름만 같이 메일에 적어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 학기에 교수들이 담당하는 수업은
여러 과목이다. 여러 과목에서 수많은 학생들
을 상대하는 교수 입장에서 이름과 학번만으로
어떤 수업, 어느 일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특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 학번과 이름은 무엇인지, 몇 월
며칠의 출석 정정을 부탁하는지에 대해 상세하
게 적는 것이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에티켓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메일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
로 온라인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한 학
생은 교수님께 메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상세히 써 놓은 글을 에브리타임에 게시하
기도 했다. 다음은 그 게시글의 일부를 옮겨적
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000 교수님! 저는
00 수업을 듣는 00학과 00학번 000입니
다. 00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쭤보려고 메일
드렸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만 써준다 해도 학
생은 본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교수
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에도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면 수업에 비해 실시간 수
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기 때
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실시간 수업은 발표하는 사람만 마이크를 켜고
할 말이 끝나면 마이크를 다시 꺼놓는 것이 일
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아무 이유 없이 마이크
를 켜놓고, 수업 중에 이동하거나 대화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학생에게
주의하라고 하거나 본인이 깨닫고 마이크를 끈
다면 좋겠지만, 가끔 마이크를 켜놓고 주의도
듣지 못한 채 게임에 집중하다 게임 소리가 수
업 시간 내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가 꼭 학생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교수에게도 마이크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
제가 간혹 발생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혹시나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불편한 점을 말하지 못하고 조용
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지 오래지만, 그에 따른
예절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온라인을 통한
연락이 많아져 가는 지금, 온라인 에티켓에 대
한 필요성은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다. 대학 당
국에서도 학생들이 온라인 에티켓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QR코드 출입 문제, 인식 변화가 필요
작년부터 건물 출입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
도록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
다. 하지만 출입 명부 작성 시 펜을 통한 감염
에 대한 우려가 있고, 수기 작성이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효율적이고 간편한 QR코드 시스템
이 선호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출입 절
차가 처음이다 보니 QR코드 입장 시스템을 처
음 도입했을 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
하게 일어났다. QR코드 자체를 잘 모르는 사
람들이 많았을 뿐더러 QR코드 앱을 사용하는
일은 더 어렵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
물을 출입하는 이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학교는 물론 전국적으로 QR코드를 활용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본교 QR코드 입
장 시스템은 ‘전주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해 ‘출입용 QR코드 스캔’ 기능을 통
해 건물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QR코드를 스
캔한 뒤 출입하는 방식이다. 현 시점에서 QR

코드 입장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직접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본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았다. 

지난 5월 20일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본교 건물 11곳을 QR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들어가 보았다. 그 가운데 QR코드를 찍
고 입장하라는 제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
과했다. 이후 각 건물에서 출입 관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근로장학생들과 간단하게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QR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입
장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
분 “QR코드를 찍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내거나 무시하는 부정적인 반
응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본교 건물
11곳 중 QR코드를 무시하는 출입을 제지할 때
‘큰소리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곳은 단 세 곳뿐이었다. 심지어 본교 건물 11
곳 중 QR코드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

다고 답한 건물은 단 두 곳뿐이다. 이렇게 QR
코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1년 전 사람들이 QR코드 시스템을 잘 지키지
않은 이유가 낯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
금은 오히려 QR코드 시스템이 너무 익숙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건물 출입 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해 QR코드를 무시하고 입장하
는 행위는 코로나19 종식이 점점 미뤄지고 있
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
나19의 보다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필수적이다. 귀찮을
수 있어도 모두 안전을 위해서 QR코드 체크인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코로나 시기에
방학을 보내는자세

으악 드디어 종강이다.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나는 자격증
공부하려고~

뭐?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냐?
방학엔 놀아야지~

딱히 할 것도 
없어서..

넌 방학에
뭐 할 건데?

방학엔 당연히
여행 아니겠어?

누군 여행 못 가서
공부하는 줄 아니?

그래도 꼭 가게
된다면 방역수칙
꼭 지켜야 해

참~! 당연하지. 그 정돈
나도 명심하고 있다고.

1.명단작성은 필수
2.손소독 및 손씻기도 필수

3.사람많은 장소는 자제
4.발열 시 약 먹지 말고

검사장으로

잘 알고있네~
그럼 아프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910호 정답: 개교오십칠주년
★ 910호 당첨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임진아

-한국어문학과 송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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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슨 세대에 해당할까? MZ세대는 정
확히 어떤 세대를 말할까?
베이비붐세대는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사람
들을 말하며,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386세대
는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며, 여성의 사회진
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X세대는 197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
하며,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고 ‘개인주의’가 두드러졌다.
Y세대(밀레니얼세대)는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
한 사람들을 말하며 욜로(YOLO)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
을 대변한다. 욜로(YOLO)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며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이다. 가장 최근
세대인 Z세대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
들을 말하며 다양성을 중시하고 디지털에 가장 익숙한 세
대이다.
MZ세대란 이 중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통칭한 세대
다. 서로 구분하기 애매한 두 개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묶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MZ세대는 무슨 특징이 있을
까? 

MZ세대의 특징
디지털 네이티브와 홈루덴스족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세
대라는 점이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라고 불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IT 기기를 써 왔다. TV나 컴퓨터보다는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 패드가 더 친숙하다.
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것이 MZ세대
의 또 다른 특징이다. 스마트폰 어플로 배달 음식을 시키
고, 카카오톡으로 수다를 떨며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즐긴
다. 이러한 특징에서 ‘홈루덴스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도 하였다. 홈루덴스족이란 ‘호모 루덴스(Homo Lu-
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되었으며 ‘홈(Home)’과
‘루덴스(Ludens, 놀이하는)’를 합쳐 집에서 노는 것을 즐
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제는 짧은 영상이 대세다, 쇼트폼 플랫폼
기존 세대에서 급성장한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
릭스, 왓챠 등은 시청만 가능한 일방적인 콘텐츠이다. 이
에 반해 MZ세대는 직접 영상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콘텐츠, 즉 쇼트폼 플랫폼으로 몰려들었다.

쇼트폼이란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5분이 안 되는 짧은 영
상에 자막이나 이모티콘, 음향효과 등을 넣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쇼트폼 플랫폼의 예시로는
틱톡, 유튜브 Shorts,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있다.  

콘텐츠 소비도 놀이로, 판플레이
‘판플레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참여가 가능한 ‘판’을 열고
논다는 의미이다.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형태에서 벗
어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노는 것을 말한다. 인스타
그램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챌린지’ 문화도 일종의
판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 마케팅기업 엠포스의 ‘SNS 트
렌드 리포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챌
린지 해시태그 언급량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선거일
에 진행되는 ‘투표인증 챌린지’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였던 ‘덕분에 챌린지’가
그 사례이다. MZ세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로 만든다.

MZ세대의 ‘소비’에 주목하자
우리 사회는 현재 MZ세대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야흐로 MZ세대를 공략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MZ세대를 ‘취향저격’
할 수 있는 MZ세대의 소비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플렉스 vs 파이어족
‘플렉스(Flex)’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만
족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이
단어는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이두근을 자랑하기 위해 팔
을 ‘플렉스(구부린다)’하는 것을 미국 래퍼들이 ‘자랑한다’
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의미로 정착되었다. SNS
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의 소비를 가감 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다소 과도해 보이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파이어(FIRE)족’과 같은 새로운 특징
도 나타났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여 조기에
은퇴하는 것(FIRE : Financial Independence Re-
tire Early)’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극단적인
소비 억제와 저축이 특징이다. 보통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한다고 한다. 이들은 동시에 주식투자와 같은 재테크
에도 적극적이다. 

소비에도 자신의 신념을, 미닝아웃
MZ세대는 특히 소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신념이나 가
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기업

‘크리테오’의 조사 결과, MZ세대의 52%는 “친환경, 비건
등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소비(미닝아웃, Mean-
ing out)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닝아웃(Meaning out)’은 의미, 신념을 뜻하는 ‘미닝
(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
(Coming out)’이 결합한 단어이다. 남들에게 밝히기 힘
들어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전통적 소비자 운동인 불매운동
이나 구매운동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놀이나
축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MZ세대는 옷이나 가방 등
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Slo-
gan fashion)’ 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나 페이크 퍼(fake
fur)라고 불리는 인조 모피 제품을 구매하고 이러한 내
용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나
타낸다.
또한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
으로 생산된 의류 및 의류 소비를 의미하는 ‘컨셔스 패션
(Conscious fashion)’도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다.  

소비보다 공유, 클라우드 소비
‘클라우드 소비’는 제약 없이 필요한 물건을 여러 사람들
과 공유하는 형태의 소비를 말한다. 클라우드 소비의 대
표적인 특징은 소비보다는 공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본
인이 소비하지 않은 부분은 공유로 채우려는 경향을 보인
다.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소유하고, 굳이 소유할 필
요가 없는 것은 공유을 통해 해결한다. MZ세대에게 소비
는 다다익선이 아닌 최적의 만족을 위해 밸런스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다.

중소기업미래정책연구소 장우철 대표는 “MZ세대의 소
비경향이 트렌드를 이끌고, 기업의 매출과 화제성을 주도
하는 만큼 앞으로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할 아이템들
은 더욱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소비와 투자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유행하고 더 많이 팔릴 것이며, 어
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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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들의 소비에
주목할 때!

사회는 출생 시기에 따라 세대에 명칭을 부여하는 관습이 있다.
각 세대가 살아왔던 사회배경이나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소통과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러한 세대 구분을 잘 활
용할 필요가 있다. 2021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MZ세대’에
주목을 해야 한다.

‘‘MMZZ세세대대’’,,‘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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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독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이다. 보호
종료아동은 이름 그대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이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등의 보
호 시설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으로 정해지는
건 부모의 사망뿐만 아니라 학대, 이혼, 빈곤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보호조치에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다.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거
나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 또는 입양된다. 위 표를 보면 시설보호, 가정위탁이 가장 많
은 비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
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아
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법의 허점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부터 보호 조치가 해제되어 사회로 나오
지만, 민법상 핸드폰을 혼자 개통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다. 법적인 보호자나 법
정대리인과 동행하면 가능하지만, 과정이 번거로워져 쉬운 방법으로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조차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학업중단, 외로움, 범죄 피해, 위
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부재, 원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토
로한다.

물론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매달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
립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를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보호종료아동 1명당 최대 10회에 걸쳐 무료 심
리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85개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당
사자가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문제다. 필요로 하
는 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당장 사회에 나와 의식주를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과 매달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
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사람들
의 편견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
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글: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일러스트: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매년 줄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82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27명이 증가한 수치로, 추락·
끼임·충돌 등의 원인이 대부분인 후진국형 산재 사고의 전형이다. 정부는 2017년 출
범 당시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
재까지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24,026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총 11,888개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등 사망 사고 다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장의 절반에 달하는 곳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노동환경이 개
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안전 등 비수익 부문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이 가

장 큰 문제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하청 업체에 싼값으로 외주를 맡기는 ‘위험
의 외주화’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청 업체는 규모가 작아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임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미비하고, 일의 숙련도를 쌓을 기간도
부족하다. 기업이 하청 업체에 외주를 맡기면 하청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
고,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용 인원과 안전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게 되는 것이다.

위험으로 내몰리는 청년 노동자

주변에서 방학 중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아르바이트는 홀서빙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보
다 시급이 높아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다. 청년 노동자들은 사전
에 안전교육을 받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알지도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 하루 일해 하
루 버는 것을 목표로 현장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일을 하던 만 23세 고 이선호 군이

300kg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를 따라나선 이선호 군은 사전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현장
에는 중장비를 사용할 때 위험 신호를 주는 신호수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이처럼 아
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한 청년 노동자들은 때마다 필요한 일에 투입된다. 정해진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다. 기존에 컨테이너 검역 하
역 업무를 하던 이선호 군은 배워본 적도 없는 개방형 컨테이너 고정핀 해체 작업 및
청소 작업에 갑자기 투입되었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8일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
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한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주에게 처벌
을 가한다는 점에서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를 법인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은 3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
족들의 천막 단식 농성을 통해 재조명되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애초 법의안보다 내

용이 축소되어 실효성이 없는 누더기 법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축소된 중대재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822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312명,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402명이다. 전체 사망자 중 80.9%의 죽음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 것이다. 
기업은 법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노동자들은 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니 재계와 노동

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해

매년 많은 산재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죽음이 대부분이다.
사회가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에 신경 쓰고 그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낸다면, 노동자들은 전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더는 기업이 사람
의 목숨보다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아동

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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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고 있다. 틱톡은 처음
에는 일반인들이 시작해서 소소하게 인기를 얻었지만 연예인들
과 다른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들이 유입되기 시
작하면서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타 플랫폼 대비
누구든 시작하기 쉬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이대도 유치원생에
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하며, 직업군도 학생, 타투이스
트, 의사, 국회의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틱톡을 소개한다. 

틱톡은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3분까지의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가
장 유명한 틱톡 댄스나 POV, 챌린지, 리뷰 등이 주축을 이룬
다.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소재는 자신의 패션을 소개하는
룩북 영상과 틱톡 유행에 따른 댄스 등이 있다. 틱톡은 길면 몇
주, 짧게는 하루 만에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를 쉽게 눈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유행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틱톡은 유튜브와 다르게 짧은 영상들이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
에 긴 영상을 보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
다. 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추천’ 중심 체계이다. 말 그대
로 추천에 떠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
에 점점 영상 퀄리티에 집중하게 되고, 작품에 가까운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퀄리티 못지 않게 틱톡이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틱톡을 이
용하고 있고, 누구든 접근하기 쉬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나이대, 나라, 직업군의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으
로 색다른 콘텐츠나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음악

이다. 댄스나 POV 등을 찍기 위해 배경음악을 삽입하는데 틱
톡에서 많이 쓰인 노래가 틱톡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초반 방영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OST
인 SS501의 ‘애인 만들기’가 최근 틱톡에서 유행해 한동안 인
기를 끌었고, 이 외에도 잘 들어보지 못한 팝송을 접할 기회도
많다. 

동시에 틱톡 유행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틱톡을 찍다
가 철로에 끼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
는 ‘기절 놀이’ 등의 위험한 챌린지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나는 괜찮
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으로부터 기인되었다고 담당 경찰이 전했
다. 또 익명성이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많은 틱톡 사용자
들이 고소나 차단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악플러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사람이 악성
댓글을 달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악성 댓글을 다는 ‘물타기’도
심각하다. 일부 사람들의 모방심리로 인해 댓글창이 비슷한 내
용으로 도배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와 비슷하게
틱톡도 ‘좋아요’와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
작하는 경우가 많다. 팔로우 공약을 걸고 개구리를 먹기도 하
고, 친구들에게 도가 넘은 몰래카메라를 하며, 관심을 끌려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
잠깐 10대들의 가출 콘텐츠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콘텐
츠는 10대들에게 가출을 권장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위에 설명
했던 ‘추천’ 체계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크롤을 내리
다가 자해, 노출, 폭력 등의 유해한 콘텐츠들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 일부 중장년층은 틱톡이 10대의 명품 소비를 부추긴
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짧은 영상으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그 뚜
렷한 장점만큼 단점도 뚜렷하다. 틱톡 측에서는 ‘팩트 알기’, ‘모
든 댓글 필터링’ 기능을 출시했다고 지난 11일 알렸다. ‘팩트 알
기’는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콘텐츠 내에 배너를 삽입
해 이를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콘텐츠 공유
시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팝업 메시지
가 뜨게 설정되었다. ‘모든 댓글 필터링’은 틱톡 사용자가 자신
의 영상에 달리는 댓글에 더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갖도록 설
계되었다. 달리는 댓글을 표시할지,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폭력 예방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에게는 ‘다시 생각하기’를
제안한다. 본인 스스로 댓글을 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틱톡은 젊은 세대 사용자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점
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미 틱톡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존재한다. 더불어 틱톡을 새
로운 광고 채널로 바라보는 광고주들도 늘고 있다. 현 소셜 미
디어 시장에서 틱톡이 가진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틱톡이 앞으로도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 유튜브에
버금가는 주류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유행의 선두 주자, 틱톡

Q1.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는 통기타 버스킹 동아리입니다. 버스킹이나 공연
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타 초보자분들에게 기타를 알려드리기
도 합니다. 

Q2. 통기타 동아리라고 들었는데 기타를 
소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동아리방에 기타가 구비되어 있어 기타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
도 언제든지 동아리방에 오셔서 칠 수 있습니다.

Q3. 기타가 처음이거나 미숙한데 버스킹을 
하고 싶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배우고 싶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실력은 금방 늘기 때문
에 가능합니다!

Q4. 은하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원래 신입생만 모집했는데, 2021년부터 나이나 학번에 상관
없이 지원하실 수 있어서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 간단한 5분 정도의 면접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꼭 기타를
배우고 싶은 목적이 아니고 다른 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5. 은하수에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기타 동아리이다 보니 기타에 관심 있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도 동아리방에 잘 안 오시고 활동도 안 하시면 아무래도
친해지거나, 같이 화합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Q6.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학교 입학처에서 불러주셔서 고등학
생들 앞에서 한 공연이었습니다. 다들 공연이 처음이고 해서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학생분들이 의외로 노래 한마디 한마디
마다 호응을 엄청 크게 해주시고 하니까 긴장이 확 풀리더라구
요. 공연하는데 학생분들이 다들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흔들어
주셨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Q7.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해보고 싶은
버스킹 장소나 스타일이 있나요?

교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같은 곳에서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즉흥적으로 버스킹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봄에 벚나
무 아래에서 봄노래도 해보고 싶어요.

Q8. 동아리 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동아리 분위기는 서로 되게 편하고 선후배 간에도 허물없이 지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1학년 때 들어와서 여기서 만난 인
연들과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Q9. 올해에는 어떤 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획된 활동으로는 입학처 공연과 신입 부원을 위한 기타강습
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활동으로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MT, 동아리 내 체육대회, 정기공연 등을 못했었는데 하반기에
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이 활동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10. 이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는 기타를 처음 접해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동
아리 방도 넓으니 와서 쉬다 가실 수도 있고 기타도 있으니 편
하게 쓰고 가셔도 됩니다. 관심 있고 배우려는 사람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통기타 소리로 맞이하는 여름

동아리 특파원이 네 번째로 소개할 동아리는 

통기타 동아리인 ‘은하수’다. 통기타를 연주하며 버스킹이나 공연을 하는 

‘은하수’ 동아리 회장과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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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온라인 패션쇼

Q. 졸업작품 패션쇼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패션쇼에 대해서 간
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졸업작품 패션쇼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품의 기획, 디자인, 패턴 제작, 봉제, 홍보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자리입
니다. 특히 올해는 진행과 연출, 촬영까지 학생들이 맡아 진
행했습니다. 졸업작품 패션쇼는 졸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졸
업 요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패션쇼 진
행이 힘든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패션쇼를 개최하
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패션산업학과는 2000년에 설립되
어 1기가 4학년이던 2003년부터 졸업작품전을 진행했습
니다. 

Q. 졸업작품 패션쇼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패션산업 분야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자이너 이외에도 MD, 홍보, 숍매니저 등 많은 직업
이 존재합니다. 졸업작품 패션쇼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실

제로 의류가 생산되는 모든 과정의 축소판 패션산업을 경험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가장 잘 파악할 기
회이기도 하고 4년간의 배움을 총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학생들이 잘하는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패션쇼를 진행하면서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
다. 특히 올해 4IR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다른
학과들과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좋
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비대면으로 온라인 패션쇼를 지도하면서 이전과 달라 힘들었던
부분들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패션쇼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

시와 협업 없이 학생들 스스로가 모델 섭외에서부터 무대 설
치, 촬영까지 모두 도맡아 패션쇼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
다. 교육목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산업학과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빛나는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선보이기를 오랫동안 꿈꿔옵니다. 하지만 코

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실제 패션쇼 대신
진행한 온라인 패션쇼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고 패션쇼는 함께하는 팀
워크가 필수인데 비대면으로 인해 협업이 자유롭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Q. 졸업작품 패션쇼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지만, 진행 과정에서 가장 혼내고

야단쳤던 학생과 졸업작품 패션쇼가 끝나고 서로 무대 위에
서 잘했다고 울면서 안아주었던 기억, 어렵게 음악학과에서
빌려온 피아노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식은땀이 났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패션산업학과 최진희 교수

저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흔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한사람이 만든 하나의 컬렉션인 것처
럼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잘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댄서들과 함께 패션쇼를 진행했던 무대가 기억에 남
고 마치 그 무대가 하나의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도 ‘에코’라는 환경 문제를 다룬 파트가 있습
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업사이클’을 보여주는 무
대입니다. 매우 도전적이고 트렌드에도 맞는 재미있는 도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교수

Q. 콘셉트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나요?
옷이란 음식과 함께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사

회적 환경,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반영됩니다. 제 수업에서
콘셉트를 정하기 위한 리서치를 할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다크한 컬러의 한복으로
표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했던
상황을 끈이라는 장식 요소를 사용하여 소통과 연결을 상징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개념을 스포츠와 워크룩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실제 상황을 패션으로 풀어내는 과정
이 흥미로웠습니다. 

-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

Q. 학생들 또한 비대면 졸업작품 패션쇼를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
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졸업작품 패션쇼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2021년 졸업작품 패션
쇼이지만, 다른 어느 해보다 학생들이 모델 섭외와 연출, 영
상 촬영 콘티, 무대 제작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
까지 스스로 해내는 것을 보니 그들의 숨겨진 능력까지 볼
수 있었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들 정말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션산업학과 최진희 교수

졸업작품 위원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폭삭 폭삭
늙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션쇼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패션 학도 시절에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패션
쇼를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막막하고 정말 어려웠지만 이러
한 경험 이후에는 어떤 힘든 것들이 와도 다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작품 위원들 모두 파이팅! 제가 만났던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교수

저는 2018학번 지도교수입니다. 1학년 입학 때부터 수업,
동아리 모든 부분에 열심히 해 온 학번입니다. 이번 졸업작
품에 졸업준비위원회 임원들, 각 팀 팀장들, 그리고 모든 팀
원들이 하나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모
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

첫 번째 콘셉트:
팬데믹 일상을 주제로 하는 ‘Disconnect to
connect’이다. 이 콘셉트는 코로나19로 당연
하게 여겼던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이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
을 담고 있다.

■디자이너: 진하개 
■모델: Lorena
■지도교수: 

박현정 교수

두 번째 콘셉트:
‘Return to energetic’으로 팬데믹 시대 이후
일상을 되찾은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스
포티 테마이다. 부드럽고 밝은 톤의 색상을 사

용하여 밝고 따
뜻한 느낌을 표
현했다. 재질은
나일론, 코튼을
사용하여 편안
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연출했
다.

■디자이너: 김의겸 
■모델: 정산
■지도교수: 

박현정 교수

세 번째 콘셉트:
‘Dark palace’로 전염병이 덮쳐 스산한 분위기
에서 전염병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회복하
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테마이다.

■디자이너: 최진아 
■모델: 유선호
■지도교수: 

박현정 교수

네 번째 콘셉트:
‘Return fun!!’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자신이 가졌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프린트 물로 표현한 콘셉트

이다. 그래서 정
해진 패턴이 있는
프린트와 반대되
게 일부러 어울리
지 않게 조합하는
볼드프린트를 활
용해 파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
로움을 추구했다. 

■디자이너: 이승연 
■모델: 임현아
■지도교수: 

주정아 교수

다섯 번째 콘셉트:
‘Open your diary’로 어릴 적 우리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순수하고 발랄했던 동심을 다시 떠
올려 보자라는 콘셉트의 키덜트 테마이다. 

■디자이너: 주예빈 
■모델: Viktoria
■지도교수: 

주정아 교수

여섯 번째 콘셉트:
‘Crack in the ocean’으로 푸른 바다를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변형된 데님 재질로 표현하여 데
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에코 테마이다.

이 콘셉트는 환
경 문제를 주제
로 하여 무분별
하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에 대
한 보호가 필요
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디자이너: 김지혜 
■모델: 김수비
■지도교수: 

주정아 교수

일곱 번째 콘셉트:
‘Get off work’로 프랑스 브랜드인 ‘메종마르지
엘라’를 오마주하여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거부
하고 옷을 만드는 구성 방식과 관습적인 것들

을 파괴시켜 새
롭게 디자인하
는 테마이다. 의
도적으로 옷을
미완성처럼  보
이도록  만들어
일에 지친 퇴근
길 회사원의 모
습을 표현한다. 

■디자이너: 이찬영 
■모델: Andrei
■지도교수: 

최진희 교수

여덟 번째 콘셉트:
‘꽃이 핀다’라는 의미인 ‘Des fleurs fleuriss-
net’로 브랜드 ‘마르케사’를 주제로 했다.  파스
텔 계열의 색상을 통해 자연에서 피는 꽃의 모

습과 따뜻한 봄
의 분위기를 드
레스로 표현한
테마이다.

■디자이너: 최유란 
■모델: Lorena
■지도교수: 

최진희 교수

아홉 번째 테마:
’Minuit à Paris’로 과거 파리지앵의 아이콘인
뉴 셀린느의 자유롭고 절제된 아름다움과 파
리지앵의 시크하고 신비한 이미지를 담은 테

마이다.

■디자이너: 강유진 
■모델: 양채민
■지도교수: 

최진희 교수

지난 5월 29일 패션산업학과에서 졸업작품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패션쇼를 개최하기 어려워서이다. 최근 대면으로 패션쇼
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패션쇼가 대세가 되었다. 이전 패션쇼와는 달리 이번 온라인 패션쇼에서는 모델 섭외나 무대장치, 촬영 등 모든 기획부터 연출까지
학생들이 전부 도맡아 진행하였다. 에이전시의 협력을 받는 등의 도움도 일절 없었다. 이 덕분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패션쇼는 총 아홉 가지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총 세 명의 교수(박현정 교수, 주진아 교수, 최진희 교수)가 각 세 개씩 콘셉트를 맡아 지도하였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졸업작
품 패션쇼를 지도한 패션산업학과 교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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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정현자 :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만학
도로서 올해 3학년에 재학 중인 19학번 정현자라고 합니
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귀순 :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만학도 최귀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현자 :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육
남매의 장녀로서 제가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학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결혼을 해서 저의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모두 끝내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게 되자, 어느 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항상 가슴속에 있었던 배우고 싶다는 꿈을 늦
게나마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성인 여성들을 교육하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
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감
사하게도 가족들이 흔쾌히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귀순 : 저는 6.25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저의 아이들도 사회
인으로 내보내다 보니 이제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Q.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불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정현자 : 제가 다시 시작한 공부는 중학교 과정이었습니
다. 그래서 불안하다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당
시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다 같이 배우시는 분
들이 모두 같은 입장이다 보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배우
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용기 내어 감히 대학 입학에 도전
했습니다.

최귀순 :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Q.여러 학과 중 한국어문학과와 역사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하
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현자 : 저는 어려서부터 국어 과목과 문학을 좋아했습
니다. 그리고 다른 보편적인 국문학과보다 좀 더 교육의 폭
이 넓은 한국어문학과에 관심이 있었으며, 세계화 시대에
사는 이즈음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귀순 :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하나라도 배우는 게 저의 나이 때에서는 제
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역사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하게 되
었습니다.

Q.한국어문학과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과가 있으신가요?

정현자 : 이 질문에는 부끄럽게도 제가 좀 더 나이가 젊었
더라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 보고 싶은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욕심을 갖
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전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어문학과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한식조리
학과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제가 주부로서 가지고 있
는 장점을 살려 우리 한식 문화를 접목해서 알려주고 싶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귀순 :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학과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Q.대학에 입학하시기 전 꿈꿔오셨던 대학 생활이 있으셨나요?

정현자 : 사실은 중고등학교 6년이란 기간을 너무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나왔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면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대학생으로서 여유롭게 꿈을 꾸고 공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
막상 현실은 꿈을 꾸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은 ‘젊음’이었습니
다. 저처럼 부모가 되고 젊음이 지나가 버리면 꿀 수 있는
꿈이 그다지 많지 않고 가졌던 꿈도 접어야만 합니다. 우
리 젊은 학생들께서는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원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최귀순 : 처음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마음이 부풀어 있
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캠퍼스도 돌아다니
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학교생
활을 하고 있습니다.

Q.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학업이 힘들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나
요?

정현자 : 늦은 나이에 어려운 대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
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모든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이
해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하지만 느리
게나마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귀순 : 저 또한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기억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Q.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면서 힘드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견디셨나요?

정현자 : 공부를 시작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많
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보살핌과 도움
으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
지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귀순 : 공부를 시작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
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참고 견
뎌야지’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Q.최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정현자 : 공부는 어렵지만 매일 학교에 나와 젊은 학생들
의 활기찬 모습도 보고 같이 학교생활 하는 시간이 즐거움
이었는데 그런 일상들이 멈춰버린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크

지만 모두 같이 겪어야 하
는 과정이니까 속히 정상
적인 궤도를 갈 수 있기
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귀순 : 현재 비대면으
로 인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역사문화콘텐츠학
과 학우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
생하기 전에는 강의실에
서 학우분들의 얼굴을 보
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한 학생들이 아니
면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Q.다른 학우분들과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서 힘드셨던 경험이 있
으신가요?

정현자 : 학우분들과 학습 분위기도 좋았고 조별과제를 할
때도 학우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
은 도움과 배려 덕분에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귀순 : 같은 강의실에서 학우분들을 봤을 때 아는 체를
하게 되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
의실에서 다른 학우분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귀
가 잘 안 들리다 보니 말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수업
을 들을 때도 교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맨 앞자리
에 가서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Q.대학에 졸업하시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현자 :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축복
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봉사하는 마음으
로 살려고 합니다.

최귀순 :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학업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
로는 여행을 다니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Q.마지막으로 만학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
드려요.

정현자 : 엘리노어 루즈벨트 인권 위원장 영부인께서 하
신 말씀 중에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
은 선물이다. 그것이 오늘을 ‘present’ 바로 ‘현재’라고 부
르는 이유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만학의 꿈을 가지신
분들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교육의 장은 언제든
지 환영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귀순 : 저의 생각으로는 만학도들은 공부의 꿈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살이
라도 젊었을 때 도전을 하셔서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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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하나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만학도



21세기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혜택 앞에 우리
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을 보려고 하지 않으
며, 그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
지 않고 자연 법칙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성경
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음
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
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
을 만드시고…“(창 1:14~16).

▼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만드
신 빛과는 다른 큰 발광체를 하늘에 만드셨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
다. 형체가 없는 그냥 빛, ‘하나님의 빛’이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대
신 언제까지나 세상을 밝히는 자연적인 빛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넷째 날부터는 이 자연의
빛이 땅을 비추며 밤과 낮을 주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빛이 자연의 빛으로 바뀌면서 창조
신비가 숨고 자연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
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대신 자연 법칙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기적이나 신비로운 방
법이 아니라 날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 가운데에서 만물이 하나님께 순
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하나
님은 기적을 늘 일반적인 법칙으로 바꾸어 놓
으시고, 사람들이 일상의 삶과 그들에게 복으
로 주신 이성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
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 하늘에는 하늘의 언어가 있다. 하늘은 그
언어를 날마다 밤마다 쏟아 붓는다.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나 문명의 발달이 가져 온 소
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은 듣
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
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
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
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
19:1~4).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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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
서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싸이클 (이하 코사
싸)를 진행하였다. 코사싸는 2020년도 코
로나로 인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신입생들
을 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로 현재 시즌 3
까지 진행되었다. 시즌 3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동안 총
500km를 자전거로만 달리는 대장정으로
1km를 이동할 때마다 100원씩 후원받아
유학생의 장학금으로 모여졌다.  

코사싸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선교지원실 
조경석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참여이신데, 매번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일단 “벌써 3번 째” 라는 것
에 놀랐습니다. 매번 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
과 ‘이번에는 체력이 잘 되야 할텐데’ 라는 걱
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막상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는 걱정보다는 기쁨
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Q. 매 시즌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시즌3에서는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나요?

A. 시즌 3에서는 부안-나주-목포-통영 순
으로 학생들을 만나며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갔던 지역들은 큰 오르막길이 부산과는 다
르게 많지는 않아서 편했다고 느꼈지만
500km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Q. 4박 5일동안 500km의 여정을 달리는 여정
이 무척이나 긴 여정이었는데, 달리는 동안 어
떤 생각을 하며 달리셨나요?

A. 이번 시즌 3의 주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
미가 남 달랐습니다. 타국에서 한국으로 들
어와 열심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유학생
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
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Q. 이번 코사싸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각 지역마다 km를 계산해서 진행을 했
습니다. 100km의 구간을 넘어 길게는
120km를 갈 때도 있었는데요. 100km의
거리를 넘는 순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
니다.

Q. 지금까지 코사싸가 3번 진행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A.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산에 갔던 것이 저에
게는 가장 큰 기억으로 남고 보람찼던 순간
이였습니다. 1박2일이 아닌 하루 만에 부산
으로 가는 프로젝트였고, 가장 뜨거운 날이

였고, 오르막길도 많았었기에 더 기억이 되
고, 부산 학생을 만날 때 1학년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학교에서 꼭 보면 좋
겠다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동이였고
행복이였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사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이 유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
전주대학교의 유학생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A. 타국에서 여기 전주 땅, 전주대학교에 와
주신 유학생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감사합니
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코사싸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코사싸(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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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
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줄
압니다. 우리의 존재가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
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코로나 상황, 지방대학의 위기 모든 어려움을 통
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축복의 도구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찬 존재 되
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좁은길이 우리 대
학 모든 구성원들이 꿈꾸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
소서. 예수님께서 삼으신 그 목적이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는 학생을 위하여 썩어지기를 기뻐하며, 학

생은 인류를 위하여 썩어지기를 기뻐하고, 교직
원은 각 부서에서 썩어지기를 기뻐하는 밀알되
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대학이 맛보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높이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
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대학이 하나님을 담을수
있는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
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앞에서 눈물 흘리며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은혜를 전
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대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온 천하에 드
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둠같이 하나님의
존재로 빚으시고 빚으셔서 어두은 세상의 빛으
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꾸어, 하나님
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대학
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서 우리 대학을 통한 계획을 맘껏 이루실 줄 믿
으며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이진호 교수
(선교지원실 초빙교수)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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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기 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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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
듭난다. 그러나 거듭난 자아가 개인으로 머
물러 있다면 아직도 온전한 자아에 이르지는
못한다. 죄에 빠지기 이전, 태초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했다. 사람은 남자나 여
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
리키는 말이었다. 이는 인간이 홀로 살아가
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의
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자
아여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본래적인 질서의 회복
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
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믿어 거룩하게 되
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교회의 영원한 역사
는 다른 어떤 공동체의 역사보다 장구하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유구한 전통을 가진 국
가는 로마 제국이다. 기원전 27-14년 쯤에
서 시작하여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서로마 제
국은 476년도에 망하였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하였다. 이 전체를 로마의 역사
라고 하더라도 제국의 수명은 1,500년 정도
였다. 그 다음으로 장수한 제국은 800년 경
에 시작되고 1806년에 역사의 무대를 떠나
1,000년 정도 존속된 신성로마 제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와 같다고
모세는 고백한다. 왜 그러할까? 하나님은 영
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기 때
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
님의 계획과 더불어 시작했고 영원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단 6:26). 많
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나라의 국적 취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다른 어
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유서가 깊
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최
고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비용
을 지불함도 없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국적이다. 

교회는 그 역사의 길이만이 아니라 규모에 있
어서도 다른 어떤 국가나 공동체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교회에는 국경선이 없
기 때문이다. 신분이나 계층이나 빈부나 종
족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교회의 구
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대 규모

를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14억과
13억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 76억
정도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1억이
넘는다고 한다. 교회는 한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의 신도들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은 자녀들도 여전히 교회의 한 부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과 함께 있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나란히 있다고 가르친다(히 12:22-
24).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는 자녀만이 아
니라 하늘에 있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엡
1:10). 교회는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는 달리 가정은 부모나 자녀
나 배우자나 죽으면 헤어지게 된다. 어떠한
단체의 회원권 혹은 어떠한 국가의 국적도 영
원하지 않고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권은 영원히 박탈되지 않고 보존
된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
서나, 종적으로 보나 횡적으로 보나 교회는
최대의 공동체다. 

교회의 권위는 어떠한가? 교회의 권위는 예
수의 권위에 의존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모
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엡1:21).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어떠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온 세상의 위인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오
직 예수에게 의존한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
로서 자신의 지고한 권세 때문에 심지어 지
옥의 권세조차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
한다(마 16:18).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교

회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이상
하지 않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교회이며,
그때 이후로 지금의 21세기까지 교회는 존
속하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서로에게 연합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어
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살아온 나에게 이러
한 가족의 개념은 인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것
이었다.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
어, 모든 문화,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들과 어떠한 입장료나 입회비도
없이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어 가장 거
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이요, 영예
였다. 게다가 가장 자비롭고 너그럽고 정의
롭고, 공정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
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하나님이 이 가족의
가장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될 유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인생은 이
땅의 역사에서 존재한 어떠한 제도도 구현하
지 못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역사
의 무대에 고개를 내밀었던 노예제, 봉건제,
왕정제, 귀족제, 공화제, 민주제, 독재제, 과
두제 등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이 지상에 유토
피아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차별의 담을 자신의 몸
으로 허물고 통일과 평등과 자유와 사랑과 섬
김과 대화와 배려와 용서와 이해의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교회이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유토피아 사회에 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것의 소박한
맛보기에 불과하다.

교회의 실체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은 아씨시의 평화의 성
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이름이다. 그런
데, 그 이후에는 서양에서 아주 흔한 이름 또
는 도시명이 되었다. 말하자면 스페인에서는
프란시스코, 영어로는 프랜시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독일에서는 프란츠 등의 이름으로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이 모두 이탈리아
어인 ‘프란체스코’에서 파생되었는데, 그만큼
성 프란체스코를 닮고자하는 열망이 컸기 때
문이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
는 이러하다.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상인이
었고 마치 비단 장사 왕 서방처럼 옷감을 팔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 그는
프랑스에서 피카를 만났고 그녀를 아씨시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녀가 먼 타국에
서 외로워하자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가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
름을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아내를 위한 배려에서 지은 이름이 온 세계가
선호하는 이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태어난 프란체스코는 부
유한 집안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청소년 시절
을 보냈다. 그런데 청년이 된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사업장인 지하실을 내려가 보게 되
었다. 그곳은 염색 공장이었는데, 그 광경을
본 프란체스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작업장 환
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는 곧바로 그곳을 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집안에 쌓여 있는 비싼 옷감들을

창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믿어
왔던 아버지가 지금껏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
려서 쌓은 부였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아버지
에 대해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회당 광장으로 갔다. 이
소란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버
지도 달려왔다. 
프란체스코는 노발대발하는 아버지를 향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아버지를 용서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것은 모두 돌려주겠
다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에게 던졌다. 실오라기 하나 걸
치지 않은 민망한 모습에 옆에 있던 주교가 자
신의 신부복으로 프란체스코를 감싸주었다.
이 순간부터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와 결별하

고 출가를 감행하였다. 곧바로 그는 성 밖으로
나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쌓아 오두막을 만들고 생활하였다. 부유한 생
활을 포기한 그는 허허벌판에서 굶주림을 참
아가며 생활하였고 청빈한 성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그 집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당시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집을 보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아씨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중)

▲ 필자가 촬영한 아씨시 대성당 내부의 벽화, 좌측이 성 프란체스코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39

▲ 현재 보존 된 공회당 건물
▲ 당시의 광경을 그린

지오토의 프레스코화
▲ 기록물로 남아 

있는 당시의 돌집
▲ 그 돌집은 현재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시오노 나나미,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김동주,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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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야기가 연
일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코인으로 “수십
억 벌고 퇴사했다”, “코인을 시작하면서 빚을
다 갚았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1월부터 3
월까지 신규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가 32.7%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뒤를
이어 30대가 30.8%를 차지했다. 40대는
19.1%, 50대는 8.8%, 60대는 2.1% 등으
로 나타났다. 여러 연령층이 코인 시장에 뛰어
들고 있으며 특히나 20, 30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층은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위
축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러한 사회 상황
으로 인해 젊은 세대에서는 근로 소득만으로

는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
해졌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 시장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코인의 가격이 결
정된다.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지난달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
했다. 둘째, 코인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
가 배출되어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코인
을 만들 때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자금
세탁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누가 가상
화폐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 범죄
에 악용되고 있다. 넷째, 안전하지 못한 거래
소. 인증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
의 문을 닫고 고객의 예치금을 가지고 잠적하
는 경우 투자자가 온전히 손해를 책임져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정금융정
보법을 시행해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
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래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최근 중국은
코인 채굴과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미국
도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고 관련 범
죄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 묻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
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가상화폐 투자 신중히 해야

김민하 기자
minha37@jj.ac.kr

기자칼럼

머니게임,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보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머니게임’에 관한 이
야기가 자주 나온다. ‘머니게임’은 유튜버 ‘진용
진’이 인기 웹툰 ‘머니게임’을 기반으로 기획하여
현실화한 콘텐츠이다. ‘머니게임’은 참가자들을
개인 방에 가둬두고 일정 기간 동안 버티면 상
금을 가져갈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의 게
임이다. 웹툰이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참가
자들을 한 공간에 두고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 자
체가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진용진
의 ‘머니게임’은 예고편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에서도 “참가자들이 한 공간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눈치 채지 못했던 참가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
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콘텐츠의 인기를 실
감할 수 있었다.

웹툰 ‘머니게임’에서는 여러 사람과의 협동, 그리
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목적성으로 인해 벌어
지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진용진
의 현실판 ‘머니게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임
은 참가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개인 방과 4억
8천만 원 가량의 공동의 돈을 지급하고 현실 세
계의 100배 값을 매겨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
으며, 서로 협동해서 14일을 버티면 남은 돈을
나눠 타갈 수 있는 규칙을 두고 진행됐다.

대중들은 참가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동
하여 상금을 타거나 혀를 내두르는 추리를 통해
흥미진진한 게임이 이뤄지길 원했다. 다양한 가
치관의 사람들이 모인 이상 갈등이 불가피하다
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니게임’
은 참가자들을 향한 비난과 그들의 사과 영상으
로 끝이 났다. 추리는커녕 일상 속에서 흔히 마
주할 수 있는 불편한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

문이다. 

‘머니게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사람부터 편 가르기를 하거나 상대
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논
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 등 현실 사
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등
장했다. 음주·흡연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엿볼 수 있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출연해 고개를
끄덕이며 봤다”는 등 대중의 공감을 받았다.

특히 최근 심리적인 폭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가스라이
팅’은 상황이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타인
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화법을 의미하는 은
어로, 주로 연인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이트 폭력 중 하나이다.

머니게임에서는 5번 참가자(이하 A)가 ‘가스라
이팅’을 시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했다. 1번
참가자(이하 B)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참
가자들 몰래 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
게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 B는 정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게임의 룰을 정당하게 이용했지만,
A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것에 분노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얼핏 보면 B가 공동의 돈
을 합의 없이 사용한 것에 진심으로 분노한 부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 B에게 있을 일말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
권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심리적으로 상황을
전환하려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A의 시도는 대중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알

아챌 수 있을 정도로 도를 지나쳤다. 머니게임
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A와 B가 대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머니게임’은 이성적으로 협동하여 보상을 나눠
갖자는 참가자들의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목적은 잃어버리고 서로의 생각만 주장하다가
끝이 난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
라는 믿음 때문이다. ‘머니게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건 이런 문제가 ‘머니게임’에 국한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 같이 협동하자는 목
적에서 출발한 우리 사회가 목적은 잃은 채 자
신이 가진 가치관의 입지만 다지려 방황하는 모
습을 보면, ‘머니게임’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같았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
까? 문제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신의 판
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
람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
으로 비난받지 않을 모습만 인정하려하고 실제
본인의 단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
로 억눌러진 감정은 오히려 음주 등을 통해 터
질 위험이 있다. 본인조차 속고 있지만 내면에
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진용진의 ‘머니게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례였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
대방에게 맞추거나 본인의 어두운 내면을 외면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과
귀가 열린 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 나
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박하영 기자
muncild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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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1학년도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
이다. 많은 이들이 작년을 끝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
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6월
초 현재 전 국민의 15%가 1차 접종을 끝마친
상황이다.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학기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면과 비대면 강의
를 혼합하여 시행한 이번 1학기를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감하는 기말
시험은 중요한 마무리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시험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성적 평가의 공

정성 확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학생으로서는 한 학기 동안의 노력에 걸맞은 성
적을 받기를 원한다. 또한 성적은 교내외 장학
금 선정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뿐
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적절하게 평
가받기를 원한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교수
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성적 평가 방식이나 등
급별 성적 부여 기준은 다를 수 있겠으나, 수업
에서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수강생이 그에 합
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심한다. 학생과
교수 모두 한 학기 동안의 노력이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공정(公正)’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
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온라인 강

의 환경에서 완벽한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기말시험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의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기술적으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완
벽한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 실제로 학생 커뮤
니티에서는 특정 과목에서의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증언이나 폭로 글이 이따금 올라오고 있
다고 한다. 그러한 사례의 진위 여부는 따로 확
인을 해야 할 일이겠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
가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 학기 성적 평가와 기말시험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수강생은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힘
으로 각자의 실력과 노력에 맞게 시험과 과제
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
를 기다리면 된다. 아울러 교수자 역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해당 과
목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취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말시험을 비롯해 한 학기 동안의
과제와 참여도 등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 모두 서
로를 믿고 기말시험을 치러야만 현재의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말시험,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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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인터넷아파트에서 스마트시티까지

최근 모든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 정보화
기술과 인공지능은 기반 기술로써 관심의
중심에 있다. 건축과 도시에서도 이를 기
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가 중점 연구 분
야이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

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IoT 센서,

CCTV, 행정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것을
공간 정보와 융복합하여 도시의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도시가 그만큼 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갑자기 나타난 용어는 아

니다. 건축에서는 그 역사가 20년 전의
인터넷, 사이버 아파트로 거슬러 올라간
다.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통신이
단지와 주거에 혁신을 가져오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10년 후인 2000년 중반에
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스페이스 또
는 U-City로 발전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는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한 의미”에
서 무선 네트워크와 결합한 센서(IoT,
CCTV)를 통해 홈네트워크와 도시의 관
제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당시에는 단지
규모를 넘어 파주, 동탄 등 지구 단위의
신도시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최근의
스마트시티는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 부
산시 에코델타시티에 AI 기술을 통한 모
빌리티, 안전,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도시와 건축, 공간에 적용된 기술
과 개념을 토대로 단지와 지구 단위를 넘
어 도시 규모에 적용되는 대규모 사업으
로 진화되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운영
에 있어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방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U-City, 인터넷아파트

와 같이 단순히 기술의 홍보를 통한 아파
트 분양과 신도시 개발의 구호에서 나아
가 스마트시티가 시민에게 더욱 체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보
다는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
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법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의 마스터 플래너로 뇌공학자인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이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세종시 미래를 기대해볼
만하다.

함성일 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기자칼럼

로봇(AI)과 인간의 일자리 전쟁, 평화가 가능할까

-4차 산업혁명,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4차 산업혁명(제4

의 물결)에 돌입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이 인간의 주요한 역할을 기
계를 통해 자동화시키기 위한 정보화 사
회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기계
가 소통하는 체계가 인간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
는 기술혁명 사회이다. 대표적으로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VR) 등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로봇이 상
상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
대로 변하고 있다. 식당에서 사람 대신 음
식을 가져다주는 로봇, 인천공항에서 공
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로봇,
감정표현까지 하는 로봇도 볼 수 있다. 과
거와는 달리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

월하고 있다. 자동화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실무에 사람이
아닌 인건비도 없고 체력의 한계도 없는
로봇을 채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은 더욱 심각
해지고 있으며 직업난까지 이중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앞으로의 직업난에 대응
하기 위해 어떻게 직업이 달라지고 있는
지 살펴보자.
-직업 by 직업, 직업도 대체재다
먼저 로봇의 등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자. 미국에서 가
장 큰 유통회사인 아마존 물류센터는 로
봇이 모든 물건을 정리한다고 한다. 로봇
이 활용되면서 주문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60분에서 15분으로 무려 45분
이나 단축됐다. 이 말은 한 시간에 한 번
밖에 못 하던 일을 한 시간에 네 번이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 로봇
숫자가 2000년 3만 8,000대에서
2018년 30만 대로 8년 동안 무려 8배
나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로봇이 도입되며 업무의 효율성은 점점
증가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게 되었다. 로봇이 도입되면서 물류창
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생산
과 제조 관련 직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었다. 반대로 로봇이 등장하면서 로봇 전
문가 분야 쪽 직업은 점점 주목을 받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17년 로봇기구개발기
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하

드웨어개발기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
설했다. 이에 해당 직업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1순위
직업인 공무원 또한 로봇에게 자리를 내
어줄지도 모른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마케터 및 상담원 같은 직종과
법률 보조원, 경비관리인, 의류 분야, 대
중교통 분야까지 10년 이내로 사라질 것
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경쟁우위
를 점하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을 투입
하게 되고 유망한 직종 모두 위협받을 것
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직종
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100년 후 AI가 인

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정부를 구
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한 적이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정부와
기업들이 효율을 앞세워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비대면 부문에 투자를 집중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미래를 도외시
한 채 기술 발전만 앞세우면 심각한 사회
불균형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
을 하루빨리 자각해야 한다. 코로나는 로
봇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는 로봇을
사람 일을 대신하는 기계로만 여겨선 안
된다. 지금의 로봇 시대는 노동의 종말뿐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때다. 이것이 코로나가 시간
을 앞당겨 우리에게 던진 숙제다. 

박헌빈 기자
(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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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er Star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reor-
ganized for 2021.

The reorgan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Star’s cer-
tification system has been integrated with the elec-
tive and extracurricular program. Second, a certain
percentage of cumulative conversion points is given
to SP, Super Rookie(SRP), and Rising Star(RP) scores
for which scholarships are awarded. Third, a step-
by-step certification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Finally, the number of certified people has been in-
creased. 

The certification standards are applied for students
enrolled since 2020 and are divided into four levels:
Gold, Silver, Bronze and Welcome. The elective com-
petency is 400, 300, 200, and 50 in that order, the
extracurricular competency is 120, 80, 30, 5, and
the StarT competency is given points of 300, 100,
and 30 (not in Welcome).

The competency point for the Gold level will be ac-
cumulated by the first semester of the 4th grade
year. The time of awarding the certification is either
in August or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Com-
petency development activities for a total of 7 se-
mesters must be certified until the first semester of
the 4th grade year, and in the case of early gradu-
ates, the scores obtained by the semester immedi-
ately before graduation are certified. In this case, the
certificate is awarded during the vacation.

Competency calculation periods other than Gold are
divided into 1st and 2nd semesters. If calculations
are made in the first semester, the certification is
awarded in August, and if calculated in the second
semester, certification is awarded in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In the case of the first semester, the
competency development until June can be accred-
ited, and when it comes to the second semester, it is
accredited by the competency development until De-
cember.

The prerequisite for certification of the Gold level is
to acquire 200 points or more among SP, SRP, and
RP. Participation in the on-campus career employ-
ment program for at least 15 hours as well as CPR
training operated by the Center for Extracurricular
Education are needed. In addition, students must
participate in at least 5 of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Center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complete
20 hours of the community service. 

The benefits for each certifi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For Gold, a Super Star certificate is issued in
the name of the president and a scholarship of KRW
1,500,000 is given. For Silver,  a certificate in the
name of the dean is issued and a scholarship of KRW
300,000 is provided. In addition, Gold students can
participate in mentoring activities and various events
provided for their level. For Bronze, a scholarship of
KRW 100,000 is given and a variety of events are
provided for Silver students. Welcom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events for their own level.

Reorganization of Super Star Certification SystemReorganization of Super Star Certification System
reporter Pyo sue-yeon(vytndus54@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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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our lives in
many aspects. Just going for a walk, meeting and
talking with friends, even breathing in the fresh air
or freely entering buildings have became difficult.

Since last year, in order to comply with COVID-19
guideline, the school has used writing an entry list
or scanning a QR code when entering the buildings
on campus to make it easier to know who visits
when. Many people did not follow the rules when the
QR code entry system was firstly introduced, though
it was for a safety purpose. There were many diffi-
culties because many people were not used to using
the QR code app and some did not even know what

the QR code is.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QR code system was in-
troduced and used nationwide. To check whether the
QR code system is working well, I went around the
buildings on  campus, which uses the QR code entry
system. 

I just entered into 11 buildings that use the QR code
system without scanning the QR code. Of 11 visits, I
was only told only one time that I need to scan the
QR code to enter. The reason why the gate keepers
do not say anything to people who do not scan the
QR code is most people usually ignore the request or

warning. Some even say that“I did that” and then just
enter the building, wearing their earphones and ig-
noring the request.  

Even among gate keepers working on 11 buildings,
only two said that “there are few people who ignored
the QR code.” This problem comes not from the gate
keeper working on the buildings, but from the per-
ception of people entering the buildings. As a matter
of fact, ignoring the QR code scanning can pose a
risk of transmission of the virus. For a safer campus
life, you must comply with the guidelines, including
scanning the QR code.

The QR Code Entrance Issue Needs A Perceptual ChangeThe QR Code Entrance Issue Needs A Perceptual Change
reporter Jo Min-seo(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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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students have experienced writing an e-mail
to professors at least once. However, many of them
do not follow proper online etiquettes when they send
their inquiries.

The attendance is a important thing for students,
which cannot be neglected. Having a problem with
attendance can directly and negatively affect their
grade. Therefore,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t-
tendance status, students send an email to a profes-
sor, hoping to solve the problem as soon as possible.
At this time, some students think that the problem
will be solved if they send a message only with their
student ID number and name in the e-mail.

However, in most cases, one professor is responsible
for teaching about ten clas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ors dealing with a large number of stu-
dents, it is difficult to specify which class and date
only with the name and student number. The fastest
way to solve the problem is to write what class you
are taking, what your student ID number and name

are, and what month and day in which you are re-
questing a correction.

It is understandable that students send e-mails
without proper manners. This is because they have
never been trained for online etiquettes. One student
feeling  bad for this issue even posted an article in
Everytime app to explain how to write an e-mail to
professor in a proper manner. The following is a
transcript of part of the post. ‘Professor 000, this is
(student number) (name), majoring in 00, taking your
class called 00. I sent you an e-mail to ask about
the problem with 00.’ This way will help professors
save their time to figure out what the problem is and
resolve students’ request even more quickly.

In addition, there are many students who do not fol-
low proper online etiquettes  when taking live online
classes. In live class, it is common for only a pre-
senter to turn on the microphone when he or she
says and turn the microphone off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talking. But sometimes, for no reason,

some students turn their microphone on, which
causes noises, such as moving or talking during
class. It would be nice if students are warned to be
careful or realize themselves and turn off the mi-
crophone; however, sometims if there are students
who turn on the microphone and concentrate on
playing a game without being aware, it will distranct
others and the class. 

Not all of the problems come from students. Profes-
sors sometimes have problems including microphone
issues. However, students often overlook the issues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possible disadvan-
tages.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we entered into the dig-
ital age, but the proper manners in online world has
not yet been fully established. As more and more
people are communicating online, the need for edu-
cation for proper online manners should be high-
lighted in the future. 

Not Proper Online Etiquette Not Proper Online Etiquette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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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ạn có biết có chương trình trưởng thành cùng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và học sinh đang theo học!?

Xin chào các bạn! Các bạn có biết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ược chủ quản Bộ giáo dục
tuyển chọn là ‘Đại học chứng nhận năng lực
quốc tế hóa giáo dục’ ?!
‘Đại học chứng nhận năng lực quốc tế hóa
giáo dục’ là chế độ cấp chứng nhận đối với
trường học ưu tú được đánh giá năng lực
quản lý và thu hút học sinh quốc tế của đại
học’. 
Vì vậy hôm nay tôi đã tìm đến để giới thiệu
cho các bạn những hiểu biết về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rong việc tuyển chọn học sinh
ngoại quốc như thế nào, trường có những
chương trình gì đối với du học sinh:) 
Vậy hãy cùng tôi tìm hiểu luôn bây giờ
nhé~?!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ang vận hành
chương trình hỗ trợ và quản lý hơn 1,600
học sinh quốc tế đến từ hơn 15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dưới sự chủ quản của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để học sinh quốc tế có thể
có cuộc sống sinh hoạt thành công!

Host Family
Chương trình đầu tiên là chương trình ‘Host
Family’. Đây là chương trình ‘gia đình mới’
giữa du học sinh và gia đình Hàn Quốc vừa
đem lại cơ hội cho du học sinh có thể học
hỏi nền văn hóa mới, vừa là sự thấu hiểu
gia đình đem lại tình yêu thương bằng tấm
lòng ấm ấp dành cho du học sinh! Việc trở
thành gia đình với du học sinh chính là việc
dù chỉ là cùng ở bên cạnh thôi nhưng cũng
đem lại một nguồn động lực và sức mạnh
lớn cho du học sinh!
Hãy cùng thử nghe chia sẻ thực tế của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đã tham gia chương
trình Host Family nhé?!
Du học sinh đến từ nước A: ‘Em đã đến

Hàn Quốc du học để thực hiện giấc mơ lớn
hơn, tuy nhiên em hầu như không biết gì về
cuộc sống sinh hoạt gia đình, văn hóa, sinh
hoạt của người Hàn Quốc. Thông qua
chương trình Host Family em đã được biết
và hiểu nhiều hơn về Hàn Quốc’
Du học sinh đến từ nước B: ‘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thì điều mà để
lại ấn tượng sâu sắc nhất đối với em đó
chính là gặp được bố, mẹ, anh chị em-
những người đã lo lắng và suy nghĩ cho em’ 
Du học sinh đến từ nước C: ‘Em được biết
đến Hàn Quốc thông qua phim truyền hình,
phim điện ảnh nhưng lần này em được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cuộc sống với gia đình Hàn
Quốc, được có thêm một gia đình mới với
người Hàn Quốc nên em cảm thấy rất vui’ 
Đó là những cảm nhận của các bạn du học
sinh tham gia chương trình để lại!
Du học sinh nếu được kết nối với gia đình
thì đến khi kết thúc quá trình du học và quay
trở lại nước nhà, các bạn sẽ sinh hoạt và
hình thành mối quan hệ thân thiết với gia
đình. Du học sinh thông qua chương trình
này sẽ hiểu biết hơn về văn hóa Hàn Quốc
và trần ngập tình yêu thương. 
Thêm nữa, không chỉ hỗ trợ du học sinh mà
chương trình còn cho thấy sự đóng góp
nâng cao tầm nhìn với Jeonju của phẩm
hạnh, thành phố của con người khu vực
chúng ta. 

Hướng dẫn thăm hỏi ký túc xá
Chương trình thứ hai là chương trình
‘Hướng dẫn thăm hỏi ký túc xá’
‘Hướng dẫn thăm hỏi ký túc xá vừa là việc
thăm hỏi mang tính định kỳ tại phòng trọ
hoặc ký túc xá của du học sinh vừa là việc
đem đến thời gian giao lưu, điểm lại cuộc

sống sinh hoạt của học sinh. 
Đối với những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sinh
sống tại quốc gia khác thực sự sẽ trở thành
nhưng khoảng thời gian tốt với những kỷ
niệm đẹp!

Chương trình học nhóm
Tiếp theo đó là ‘Chương trình học nhóm’.
Chương trình học nhóm là chương trình
bao gồm học sinh Hàn Quốc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học là người dạy kèm và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là người học kèm. Chương
trình được tạo ra với mục đích giúp đỡ ổn
định cuộc sống sinh viên đại học và phát
triển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của du học
sinh, thông qua sự giúp đỡ mạng lưới toàn
cầu của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đây là chương trình giúp khẳng định năng
lực quốc tế hóa. 
Chương trình dạy và học của học sinh đang
theo học cùng với du học sinh là một
chương trình cùng giúp đỡ nhau phát triển
hơn trong cuộc sống sinh viên đại học. 

Trải nghiệm văn hóa
Tiếp theo là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ăn
hóa’. Để không xảy ra hiểu nhầm về sự
khác nhau về nền văn hóa đối với các bạn
du học sinh thì thông qua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à giáo dục văn hóa Hàn Quốc sẽ
đem lại sự thú vị cao trong cuộc sống du
học!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ăn hóa du lịch
chủ yếu:
Học viện văn hóa truyền thống
Lễ hội du học sinh
Tham gia lễ hội khu vực
Chia sẻ canh bánh gạo nhân dịp ngày lễ Tết 
Chia sẻ ẩm thực truyền thống vào lễ trung

thu
Lớp học văn hóa giáo dục sau giờ học
Trải nghiệm muối kimchi trong xã hội địa
phương
Trải nghiệm nấu ẩm thực Hàn Quốc trong
xã hội địa phương
Dã ngoại mùa thu hiệp lực vs nhà thờ khu
vực
Trên đây là nhưng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ăn hóa đang được thực hiện!
Ngoài những chương trình trên cũng có
nhưng chương trình đa dạng khác đang
được tiến hành như quản lý sinh hoạt, giáo
dục ngôn ngữ, giáo dục nhân cách, rèn
luyện chuyên ngành, giáo dục hướng
nghiệp và tìm việc,... nhận được sự hài lòng
giáo dục cao của du học sinh
Ngoài thời gian học chính thức trên trường
bằng việc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đa
dạng như trên thông qua sự giáo dục tập
trung, cơ hội giáo dục đa dạng, sự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sinh hoạt du học sinh, đương
nhiên là cả bao gồm phát triển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đã trở thành sự giúp đỡ to
lớn và nâng cao chất lượng giáo dục.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uôn luôn là niềm tự
hào khi đem lại những cơ hội giáo dục đa
dạng không chỉ đối với học sinh Hàn Quốc
đang theo học mà còn đói với du học sinh!
Bạn nghĩ sao về việc một lần tham gia các
chương trình đa dạng giúp đỡ du học sinh
của trường?
Vậy cuối cùng tôi xin kết thúc posting tại đây!
Tôi là Park Soo Ji đại sứ quảng bá nhiệm
kỳ 25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ám ơn các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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