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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푯대를 향하여(Toward th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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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학교 주요 보직자들이 이임 예배에 참석한 모습이다. (스타센터 온누리홀 / 사진촬영 : 대외홍보협력실)

제13·14대 이호인 총장 이임 예배 거행
전주대학교 제13·14대 이호인 총장
이임 예배가 지난 8월 20일(금) 스타
센터 온누리홀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무위원 및 실·팀장 등 학교 주
요 보직자만이 참석했으며 마스크 착용
을 비롯한 실내 방역 수칙도 준수됐다.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관계자 및 일반
인들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임 예배는 홀리클럽 김동건 지도목
사의 대표 기도로 문을 열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의 설교로 이
어졌다. ‘의인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설교
에서 홍정길 이사장은 “이호인 총장이
지난 8년간 학교를 위해 헌신한 모습을
교직원 모두가 의인으로서 기억한다”며
“의인과 더불어 의인의 가족들에게도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김갑룡 교육부총장을 필두로 교
내 각 인사가 보내는 영상메세지가 전
해졌다. 재임 기간의 발자취를 쫓으며
그간 우리 대학이 여러 평가와 사업에
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온
이호인 총장에 대한 감사 인사가 주를
이뤘다. 우리 대학은 교육혁신본부와
수퍼스타칼리지를 신설하며 조직을 강
화해 이호인 총장 부임 이후 괄목할 만
한 성장을 거뒀다. 이근호 문화융합대
학장은 “두 플랫폼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호인 총장의 지시가 거의 모든 정부
사업을 수주하다시피 만들었다”라며 감
사를 전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
로 우리 대학은 이호인 총장 재임시 진
행된 세 차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호인 총장은 이임사에서 앞서 언급
된 우리 대학의 성과를 열거하며 “전주
대학교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호남 최고의 기독교명
문사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고 언
급했다. 반면 “인구절벽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뉴노멀이라는 파도 속
에 우리는 다시금 위기의 순간에 직면
해 있다”라고 대학가의 위기를 지적하
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전주
대학교 구성원들의 저력을 믿고 싶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
해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임사 이후 김갑룡 교육부총장과 류
두현 대외부총장, 오길환 총학생회장이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했고 다시 한번
홍정길 이사장의 기도로 이임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후임 총장으로는 홍순직
전 비전대학교 총장이 선임되었으며 지
난달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관련기사 3면)
편집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쾌거
전국 4년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교
육부가 주관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우리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
학’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
아 대학혁신사업(일반재정지원)을 안정
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대학의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과 적정 규모화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전국 4년제 일반대
학 18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36개교
만이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전
북 지역에서는 우리 대학과 함께 전북
대, 원광대, 우석대가 선정 대학에 이름
을 올렸다. 대학의 종합 역량을 측정하
는 성격을 띠는 이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은 앞으로 내실을 기하
며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
게 되었다. 미선정 대학의 경우 정부 재
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유형에
따라 향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 앞서 우리 대학은 1주기
A등급, 2주기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임기 동안 대학진단평가를 이
끈 이호인 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
단’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던 것은 대학의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특성화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교육 및 경영 혁신에 매진한 결과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부

제15대 홍순직 총장 취임
전주대학교 제15
대 홍순직 총장의 임
기가 지난 8월 21
일부터 시작됐다. 코
로나19 상황임을 감
안하여 별도의 취임
식이나 취임예배는
열리지 않았다. 취임
식을 갈음하여 게시
한 취임사에서 홍 총
장은 ▲전주대학교
건학이념의 공고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
교육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대학 경영내실화 및 재
정건정성 확보를 우리 대학의 당면 목표로 제시하였
다. 아울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모든 일
을 시행하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
합을 도모하여,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홍순직 총장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원 경영학 석사, 인천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산업자원부 등의 공직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전
무와 삼성 SDI 부사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을 역
임했다.
편집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업 운영변경안내
● 수업 운영 방식 : 전체 개설 교과목 전면 비대면수업
● 적용 수업기간 : 2021. 8. 30.(월) ~ 9. 9.(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연장) 시 수업 운영 방식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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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전주대 산학협력 교육, 비스타(BESTar) 18기

2학기부터 홀짝 구분 없이 수강 신청… 우려의 목소리도

6월 17일 18기 수료식 진행

2학기 수강 신청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수강 바구니는 7월
27일 14시부터 7월 29일 16시로 마감되
었고, 재학생 수강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1시부터 8월 12일 17시로 마감되었다.
학번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
누어 이틀 동안 수강 신청을 하고, 남은 기
간에 전체 재학생 수강 신청이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2021년 2학기 수강 신
청은 첫날부터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 모든 재학생이 공평하게 수강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지
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
한 크다.
먼저 서버에 관한 우려가 있다. 홀짝으로
나누어 수강 신청을 할 때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거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전체 재학
생을 한 번에 수용할 만한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체감상 경쟁
률이 더 높아진 것 같아 학생들의 걱정이 커
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홀짝으로 나누어
진행할 때도 이틀에 걸쳐 수강 인원의 절반
만 풀렸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많은 학생이 한 번
에 수강 신청을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수강
신청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홀짝으로
나누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첫날에 인원이
더 많이 풀리거나 더 적게 풀리는 등 공평

이랜드, 전주대에서만 인재 육성 9년째
전주대만의 차별적인 취업 무기,
100명이 넘는 인재 양성
전주대학교는 이랜드(회장 박성수)와 공동으
로 진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하 비스타)
을 9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에
18기 수료식을 했다.
비스타는 지난 2012학년도에 기업과 대학
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업우수
인재육성과정’(3학점)을 개설하여 이랜드 임직
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본 프로그램은 3학년 이상인 재학생으로 직
전 학기까지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
생들이 수강이 가능하다. 단, 평점 평균 미달
자의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시 수강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 이랜드와 전주대학교 명의의 공
식 인턴십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랜드 공식 인
턴십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
종면접을 통한 이랜드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비스타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
하는 인재상과 실무현장의 이야기를 이랜드그
룹 임직원들에게서 직접 듣고 커리어개발과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
해 약 100명의 학생이 이랜드 취업 및 업무
경험의 기회를 획득하고 있다.
이번 비스타 18기 수강생은 문헌정보학과 2
명, 경영학과 6명, 물류무역학과 2명, 경찰행
정학과 1명, 행정학과 1명, 관광경영학과 4
명, 외식산업학과 2명, 호텔경영학과 14명이

었으며 이 중 30명이 수료하였다.
총 10개 팀으로 나누어 비즈니스 현장을 방
문하여 고객의 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매출 증대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
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지난 6월 17일(목)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
표 및 수료식이 열렸으며 최우수 팀 ‘리조트
객실 운영 체계화 전략-서귀포 설악 제주 한
국콘도 VOC 분석 기반’(박선주 지연우 홍민
지)과 우수 팀 ‘NEW BALANCE의 New
Balance’(김세희 안재선 최시원 황혜린)의 발
표가 있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랜드파크 김시영 팀장은
“문제 도출부터 솔루션까지 실제 이랜드 내에
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
어진 수준 높은 프로젝트”라며 “내용도 우수하
지만 발표하는 학생들의 태도 또한 훌륭하다”
고 평가했다.
이랜드-비스타 18기 수료생 박선주(호텔경
영학과)는 “3학년으로서 진지하게 진로를 생
각하며 수업을 신청했다”라며 “여러 분야와 직
무에 계신 이랜드 임직원분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고 기말
프로젝트는 취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전문의용소방대 F.I.S.T 심폐소생술 수료증 취득

진리관·자유관·예술관 엘리베이터 설치
진리관, 자유관, 예술관에 엘리베이터가 설
치된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엘리베이터
공사는 오는 10월 중에 완공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제48대 BeːONE 학생
회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약을 내세웠다. 뇌병변, 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학우들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편리하고 쾌
적한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엘리베이터는 집단
감염 경로로 지목된 적이 있을 정도로 바이

러스의 공기 전파 위험이 큰 공간이라는 이
유에서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인 2m 간격을 유지할 수 없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하며 5명 이상
의 인원이 한꺼번에 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한 꼭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형 시설지원실장은 공동 도덕을 지키는
선에서 모든 학우가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
다. 관련 문의는 시설지원실 (063-2202181)을 통해 할 수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PAGODA 영어회화 AI튜터 무료 수강
수퍼스타칼리지에서 PAGODA 영어회화
‘AI튜터’의 무료 특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교 재학생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으로 재학생이라면 ‘AI튜터’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
되며 PAGODA 앱을 다운로드 후 본인의 학
번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AI튜터’ 무료 수강
이 가능하다. 또한 ‘AI튜터’를 40분 이상 수
강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
콘도 제공한다. PAGODA 사이트 ‘마이페이
지’에 들어가 ‘개인정보수정’에서 이름과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
다. 기재한 연락처 정보는 기프티콘 발송 목
적으로만 사용된다.
‘AI튜터’란 음성 AI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튜터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
서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AI튜터’를 따라서 문장을 듣고,
따라 읽으며 수업에서 사용할 단어와 문장들
을 미리 연습한다. 두 번째로 ‘AI튜터’의 질
문에 영어로 대답하여 학습 내용을 퀴즈 형
식으로 복습한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한 문장
을 다시 듣는 과정을 통해 발음의 정확성을
연습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AI튜터’는 총
160가지의 다양한 상황별 주제로 회화 학습
이 가능하다. 난이도도 총 다섯 가지로 나누
어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
본적인 초급 문법과 표현법부터 기본 문장을
응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고급 연습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영어 회화를 연
습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하지 못한 일이 가끔 있었는데, 전체 재학생
이 한 번에 수강 신청을 하면 더 공평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
소리도 있다.
수강 신청이 끝난 후 학생들의 반응은 서
버가 다운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긍
정적인 의견,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수강 신
청을 하니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는 부정적
인 의견으로 나뉘었다. 매 학기 수강 신청이
끝나면 에브리타임 어플에는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짰다는 글과 학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는 하소연이 올라온다. 희비가 교차
할 수밖에 없는 수강 신청이지만, 새롭게 도
입된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걱정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이러한 우려의 목
소리를 듣고, 재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강의 사고팔기를 방지하
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지난 8월 2일 공학 1관 첨단 강의실에서
본교 대학생 전문 의용소방대원 및 동아리
F.I.S.T 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하였
다. CPR 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인원은 대학생 전문 의용소방대로서
CPR 교육 전, 후로 모두 체온 측정과 손 소
독, 강의실 환기 등 COVID-19 방역 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였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공학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대
학생 의용소방대(F.I.S.T)’는 본교 학생들에
게 화재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
해 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리다. 주로 단과대학의 강의실 및
랩실의 소방 시설 점검과 교내 화재 예방 활
동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피난로,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 경
계 사항에 대한 주의 및 권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CPR 교육의 목적은 전문 의용소방
대원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불시의 상황에
서도 현명하게 대처 가능한 소방대원을 양
성하는 데 있다. CPR은 심폐소생술이란 뜻
으로 응급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
한다면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 가
능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PR 교육은 생활 속 심폐소생술 필요성

과 더불어 상황과 대상(성인, 소아, 유아)에
따라 달라지는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에 대
해서 교육하였다. 또한 AED(자동심장충격
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 후 실습하
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교육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한 상황 판단력
과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1시간의 이론 교육과 3시간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CPR 교육 이후 F.I.S.T 부원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게 되
었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
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
소방안전 공학도로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또한 국
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현황 통계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수’를 참고하면 급성 심근경
색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CPR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CPR 교육
은 단지 수료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아닌 사
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이 될
것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제912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제13·14대 이호인 총장 퇴임, 발자취로 보는 성과
제13·14대 이호인 총장이 지난달 20일에 치
러진 이임 예배를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이 총
장은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을 기독
교명문사학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학사와 행
정에 힘써왔다.
이호인 총장은 2013년 취임 당시 조직 내실화
와 교육 혁신을 대학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5년
에 행해진 제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
국의 34개 대학만 누릴 수 있었던 최우수 A등
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도록 했다.
앞선 조직 강화를 토대로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주하
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
학 지원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학교기업 사
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수
주를 이뤄냈다.
대형 국책사업 수주에서 비롯한 재정 안정 덕분
에 대학 내 시설 확충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었다. 주송 LINC+사업단장은
“교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라며 “결과적
으로 LINC+사업에 진입해 학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8년 제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평가를 받

제13대·14대 총장
이임사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3년 8월, 전주대학교의 도약을 이끌어보
겠다는 희망과 설렘 속에 제13대 총장으로 취
임한 지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러 제14대
총장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이임 인사를 드
립니다.

제15대 총장
취임사

을 수 있었다.
올해도 첨단 분야의 디지털 공유 대학 사업에서
인공지능과 실감미디어 분야에서 사업 참여를
얻어냈다. 한동숭 미래융합대학장은 “사업을 위
해 노력해 온 구성원들에게 이호인 총장은 직접
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심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덧
붙였다.
총장 임기 막바지인 지난달 18일에 발표된 제
3주기 평가에서도 우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
학으로 지정됐다. 이에 2022년부터 3년간 약
150억 원을 지원받아 정원 자율 조정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계
획이다.

이임식을 앞두고, 지나온 날들을 잠시 돌아
보았습니다.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
과 함께 슬프고 안타까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
습니다.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지난 8년은 제가 삶으로 체득하며 쌓아 온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사와 행정에 관한 모든
경험을 대학의 발전과 학생의 성공을 위해 오
롯이 쏟아부었던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시
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가족 모두와 함께
달려온 열정의 시간이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
주대학교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축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총장
으로 일하는 동안 조직의 성패가 조직의 구성

원에게 있다는 신념을 갖고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대학 경영의 내실화와 교
육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
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제1주기 대학구
조개혁평가에서 전국의 34개 대학만이 누릴
수 있었던 최우수대학 A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제2주기 및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좋은 결과로 지속 가능한 대학의 토대를 마련
하였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때마다 너무
감격하여 ‘할렐루야’를 외쳤던 일이 생각납니
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정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호남 최고의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뉴노멀이라는 파
고 속에 우리는 다시금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며 퇴보는 곧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러
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회로 만들기

족으로 일하게 된 것이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기쁨이지만, 기독교 명문사학을 더
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
는 마음으로 전주대학교를 위해 헌신하려는
다짐은 앞으로의 총장 재직기간 내내 저의 삶
을 통하여 실천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
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깊이 새기며 대학
을 운영하겠습니다.

은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3주기 대
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자율혁신 및 적정 규
모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은 불가피하지만, 단순한 정원 감축보다는 구
조조정 이후 대학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
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며칠 남지 않은
수시 입학전형 등 시급한 현안 문제를 챙기기
위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취임사로 대신하려
고 합니다. 구성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학의 건학이념을 더욱 굳건히 하겠
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전주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의 비전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명
문 사학의 위치를 더욱 견실히 하겠습니다. 대
학의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는 신뢰와 하나
된 믿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대학의 비전을 통
해 제시된 학생 중심의 교육철학과 교육목표
를 실현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15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여러
분께 심려를 드림에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 자신에게는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의 뜻을 분변하기 위해 애쓰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과 혼란은 전주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갈망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으로, 전주대
학교를 비롯한 저와 구성원 모두의 자기 발전
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15대 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주대의 가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발전을
위해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대학이 바뀌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많은 대학이 지난날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습
니다. 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대학 밖의 변화를 받아들
이겠습니다. 개방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가져
오지만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힘

셋째,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는 전주대학교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
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학생과 사
회와 국가로부터 우리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학생 개개인에게 달란트로 주신 타고난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은 조력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
는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선한 영
향력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의 정체성이
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
정이 건실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직면해 있
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대학교에
산적한 많은 당면과제들을 순적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의 안정적인 확충
등 건실한 재정 확보와 재정 안정대책 강구를
통하여 대학 경영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을 반
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3

이호인 총장은 역임 기간 동안 3차례 진행된 정
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에 대해 “좋은 결과로 지속 가능한
대학의 토대를 마련한 전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
고 서울대학교 응용화학 석사 학위 및 텍사스대
학교 표면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
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했
으며 2004년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고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
예교수이자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대한민
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돼 학자로서의 명예 또
한 높이고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전주대
학교 구성원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학 구성
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
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
가 맺히듯이 현재의 어려움이 전주대학교에
풍성한 결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비록 오늘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나 전주대학교를 사랑하고 응원하
며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주대학교와
전주대학교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감
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1. 8. 20.
총장 이호인 올림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상
황 속에서 바로 눈앞에 직면한 수시모집 기간
을 통하여 안정적인 입학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학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
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2학기
학사운영과 교육 품질 확보 방안을 재정립하
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대학 경영이라는 막중
한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총장으로서 학교발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모든 일을 시행하여 구
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을 도
모하여,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대학,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영
광을 나타내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난관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전주대
학교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위
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가족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
혜 안에서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4.
총장 홍순직 올림

※지면 관계로 일부 축약하여 실었습니다. 전문은 전주대신문 온라인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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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공룡이 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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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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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가
시작된
카카오
그룹
1년 반 만에 시가총액 증가율 459%를 달성하고 카카오
주가 급등·계열사 무한 확장 결과로 카카오 그룹은 기업
총자산 14조에서 19.9조로 약 30% 증가하여 한국 기
업 순위 23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 8월 6
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이틀 만에 시가총액 9위를 달
성했다. 이에 카카오 그룹 총자산은 또 급증할 것으로 보
인다.

카카오 그룹이 어떤 기업인가?
카카오 그룹은 김범수 회장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기를
노려 창업해서 현재 약 12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
는 국내 최고의 IT기업으로 자리 잡은 회사이다. 모바일
서비스업, 금융업, 제작업, 엔터테인먼트 등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대학생이 카카오 그룹을 선호하는 이유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8월에 발표했다.
가장 많은 대학생이 입사를 꿈꾸는 직장은 카카오였다. 응
답자 15.3%가 취업 선호 기업으로 카카오를 꼽았다. 2
위는 삼성전자(9%)다. 삼성전자는 2020년 조사에서는
4위였다. 1년 만에 2계단 올랐다. 다만 이공계열 전공자
(10.4%)는 삼성전자를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꼽았다. 반면 경상계열(16.9%)·인문사회계열(18.1%)·
예체능계열(20%) 전공자는 카카오를 선택했다.

대학생 취업 선호 기업
2년 연속 ‘1위 카카오’

｜자료제공: 잡코리아(시총 상위 100개사 대상/대학생 1,106명 조사)

1위

카카오

15.3%

2위

삼성전자

9.0%

3위

NAVER

6.5%

4위

아모레퍼시픽

6.4%

5위

넷마블

6.3%

6위

대한항공

5.3%

(복수선택 전체응답률 155.9%)

잡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이 취업 선호 기업으로
매년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최근 정보기
술(IT) 개발 인재 유치 경쟁 등의 영향으로 게임사 취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카이 대기업(삼성, 엘지, 현대 등)의 이직률이
매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떨어지
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나 적성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분위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카카오 그룹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
카오 회사 내에서는 계급이나 직책으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의 별명으로 호칭을 사용한다. 이는 회사 내 수
직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원활하면서 서로 자율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생긴 카카오의 문화라고 한다. 하고 싶은 일
을 하면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이
문화가 대학생들을 반하게 한 이유이다.

카카오 그룹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카카오(김범수 회장)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3위에 오른
데 이어 그룹 단위로도 상장사 시총 기준 국내 5위의 그
룹에 등극했다. 카카오그룹은 자회사들의 대규모 기업공
개(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열사를 합한 그룹의 시
가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73조 9,344억 원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751조 1,009억 원), SK그룹
(200조 9,109억 원), LG그룹(158조 1,144억 원), 현
대차그룹(152조 2,861억 원)에 이은 시총 기준 5위 그
룹이 되었다.
카카오 그룹은 지난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시총 13조
2,388억 원으로 그룹 시총 순위 13위였지만 작년 코로
나19 사태 이후 핵심 비대면 종목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말 시총이 37조 8,524억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카카오 그룹은 올해에도 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대표
적인 성장주로 꼽히던 네이버 그룹(6위), 셀트리온그룹(7
위)마저 추월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카카오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약 459%이며 증가액
은 60조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총자산 자료에 따
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이유로 IT기
업들이 대거 재개 주요 그룹으로 올라섰다. 카카오는 자
산 19조 9,520억 원으로 재계 순위 18위까지 껑충 뛰
어올랐고, 네이버도 자산 13조 5,840억 원을 기록하며
27위에 올랐다. 넥슨과 넷마블 역시 각각 34위, 36위
에 올랐고, 셀트리온도 자산이 14조 8,550억 원으로 불
며 순위가 45위에서 24위까지 올라 대기업 반열에 올라
섰다.
특히 카카오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기업 총자산 증가율도
다른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이대로라면 카카오 그룹
(18위, 20조)은 총자산 20조 원대 구간 기업인 두산(15
위, 29조), LS(16위, 25조), 부영건설(17위, 23조)까지
제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3위부터 6위는 네이버(6.5%)·아모레퍼시픽(6.4%)·
넷마블(6.3%)·대한항공(5.3%)이었다. 대학생이 해당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22.6%)가 가장 컸다. 다음은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22.2%)·장기근속(20.8%)·높은 연봉(18.5%) 등이
이었다.

1위~17위까지는 작년과 비교하여 순위변동이 없다. 전
통적인 제조업은 하향추세이며 10위권 내의 대기업들은
기존 제조업 기능에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앞세워 순위 유지를 위하여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다.

카카오 그룹 vs 네이버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포털에 따르면 카카오 그룹 소
속사는 2015년 말 45개에서 작년 말 118개로 5년간
무려 73곳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SK·LG·현대
차 등 4대 그룹 소속사가 모두 263개에서 330개로 67
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카카오그룹 한 곳의 계열사가
4대 그룹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
었다.
최대 경쟁사인 네이버 그룹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는 소속
사가 2017년 말 45개, 2018년 말 42개, 2019년 말
43개, 작년 말 45개로 거의 변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상
장사도 1개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카카오 그룹은 최근에
카카오뱅크까지 상장하면서 상장사가 4개로 늘어났다.
카카오의 확장전략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작년 9월 코
스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현재 시총 4조 3,056억
원)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당시 최대 기록인 58조 원대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상장 소식을
전해온 카카오뱅크는 8월에 상장 이틀 만에 시가총액 9
위를 달성하였고, 카카오페이도 9월 중 유가증권시장 예
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카카오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
아지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카카오 그룹이 이처럼 몸
집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의 주가 급등 덕분이다.
더불어 게임, 금융, 콘텐츠, 이동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계열사를 '무한 확장'하며, 성장·수익성 확보에 성공한
곳을 독자 상장시키는 카카오 특유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
이 뒷받침되었다는 평가다.

카카오 그룹처럼 ‘매의 눈’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약국에서 약품도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겨
나 프랜차이즈들은 환경에 맞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객들 성향은 면대면에서 비대면
으로 유행이 바뀌었고 방문(포장) 구매보다 배달 구매가
많아지고 있다. 뒤따라 프랜차이즈들도 배달의민족, 요기
요, 쿠팡잇츠 등 배달어플사와의 협력이 필수가 되었다.
카카오 그룹도 스마트폰이 생겨나는 시점에 맞춰 카카오
톡, 카카오게임들을 출시하면서 1차 급성장을 이뤘고,
2021년도에는 비대면 유행으로 바뀌는 것을 인지하여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이 등장하면서 2차 급성장을
이루며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처럼 시기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에
따라 승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마케팅에서 배우는 브랜드파워(브랜드자산)
를 결정하는 요인 중 인지도와 연상이 있다. 이는 명시적
인 요인이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명시적인 스펙은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 구분이 힘들다. 암묵적 요인은 수많은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에 비중이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19인 것이다. 경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 차이로 결정날 것이다. 온라인 매출이 강세인 지금 개
편된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다시 오프라인 매
출이 오를지, 아니면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지고 양방
향(옴니채널)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
상시 주변 요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카카오 그룹처럼 말이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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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5살 최연소비서관

취임과 논란, 왜?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취임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민(25) 전 더불어민
주당 최고위원을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
재는 휴학을 하고 비서관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년비
서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업
무를 지원하는 직무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청년 입
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 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청년 인사 결
정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으로 젊은 층 민심이 야권
에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여당이 박 비서관의 취임을 통해
청년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박 비서관의 취임 기사를 본 누리꾼들 가운데에는 “청년 문
제는 청년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활발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소수일 뿐 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냉혹했다. 박 비서관의 취임 소식에 국민의힘 보좌
진협의회는 “파격이 아닌 코미디다.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분노만 살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들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로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
는 지위이다. 더불어 박 비서관은 기존 별정직 공무원들과
같이 능력을 입증할 만한 경력 및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더욱 부적절한 인사 결정이 일어났을 가
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박성민 청년비
서관의 취임은 적절한 인사인가’에 관한 논란의 여론은 늘
어났으며 공무원을 준비하던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
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역대급 낙하산 인사다”라고 박
비서관의 취임에 허무함과 박탈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
현했다.
3. 대표성 논란
박 비서관의 취임은 젠더 갈등 측면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녀의 취임에 누리꾼들은“민주당에서 활동할 당시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을 뿐 청년 전반을 아우르
는 의견이나 제안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며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채용을 해야 하는 것
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다.
주로 젠더 갈등을 근거로 불거진 박 비서관의 대표성 논란
은 박성민 비서관이 남성이었어도 대표성 논란이 커졌을지
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더해 박 비서관의 성
실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녀는 민주당 활동 이외
에 용인시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누리꾼
들은 그 당시 박 비서관이 청년 중점 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SNS에서 홍보 활동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박성민 비서관의 불성실했던 정치
활동을 지적했다.

1. 역량 논란
박성민 비서관의 역량 논란은 그녀의 전공에서부터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행정, 법률, 정치, 경영 등과는
전혀 무관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아직 학부과정을 마치지
도 못했다. 박 비서관의 학력을 두고 역량 논란이 일자 민
주당 측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 기구 및 최고위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9년 청년
대변인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실력으로 최고위원 선발이 되었
다”라고 말하며 박 비서관이 직무 역량은 부족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행정공무원들이 으레 가
진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닐뿐더러 그 약점을 상쇄할 별도의
전문능력을 갖추지도 않았다”라며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의
견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렸고 이는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박 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청년비서관직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4, 5, 6급 공무원에서 시작해도 2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 비서
관은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 업무를 수행한 이후 청년비서
관 임명으로 인해 순식간에 만 24살이라는 나이에 1급 고
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얻었다. 청년비서관직은 별정직으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
부 등 총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인데 이런 대형 정
책을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박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청
와대의 설명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박 비
서관의 ‘공무원 노력 가로채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
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오래전부터 정부가 노력해왔던 정
책이 낙하산 1급의 공으로 돌아갔다”라는 지적으로부터 시
작되어 “박 비서관이 숟가락을 얹었다”, “3월부터 준비한 정
책이 6월에 취임한 박 비서관의 주도 하에 준비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고생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은 박 비서관이
가져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
계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함께 만든 정책이지
만, 박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
겼다”라고 설명했다. 초반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나이가 어린 문제를 떠나서 해당 정책은 필요하다
고 본다”, “깔 때는 까더라도 칭찬할 건 해야 한다” 등 박 비
서관의 첫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보좌관협의회의 비판
제방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수석대변인은 박 비서관의
임명 당시 “몇 년을 준비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을 달
고 근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허다
하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번 인사에 성원을 하
겠는가, 박탈감을 느끼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최고위원
지명 당시에도 파격이라며 주목받았으나, 그가 내놓은 청년
정책, 메시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비판
에 반박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마냥 1급(공무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정권 기간 동안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인
데 그걸 마치 고시 붙은 사람들 자리를 뺏은 것처럼 말했
다”라며 제 대변인의 비판을 두고 정상적인 문제 제기는 아
니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어른으로서 청년 문제를 풀어
주지 못했으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다. 청년비서관은 청년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비서관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2년 동안
청년 기구 및 최고위원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근거
로 들어 역량 논란을 부정하며 그녀를 응원한 이들도 있었
지만 2년 동안 정치 활동만 하느라 행정공무원이 배우는 학
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
에 무게가 쏠렸다.
2. 인사 공정성 논란
지난 2021년 6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박
성민 청년비서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어
떠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실력 검증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경
험이 전무하고 당에서 2년 남짓 활동을 한 게 전부인 전 박
성민 최고위원이 공무원 최고 급수인 1급 자리에 놓인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박 비
서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해당 방안은 박성민 비서관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언급해왔던 안건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
당 방안이 박 비서관의 주도로 준비된 것이 맞다는 것을 밝
히며 “취임 이후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청년정
책을 살피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박 비서관은 항상 밝고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도 박 비서관 주도로 청년 예산이 많이 반
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박 비서관의 근황을 전했다.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모두 공정성을 따지는 행
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
는 것도 공정성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한 누리꾼의 의견도
힘을 얻으며 그녀의 취임을 응원하는 이들도 여럿 존재했다.

박 비서관의 첫 행보와 누리꾼들의 반응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박 비서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많았다. 그녀가 취임 이후 3주 만에 내놓은
첫 지원방안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다. 이는
보호아동(아동 보호 시설에서 보살피는 아동)의 보호 기간
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호아동
이 시설에 머물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까지이다. 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적용될 경우 그 나이가 만 24세까지 늘어난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 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5년
으로 연장하며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
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소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인사 결정으로 인해 취
임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박 비서관은 청와대 첫
출근 당시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과로 보여주겠다”
라고 짧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청년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국정 업무를 지원하
는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 논란이 큰 만큼 시민들은 박 비
서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등 돌린 민심 회
복을 위해 앞으로 박 비서관의 직무 수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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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호부터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체험기가 실립니다.

“나도 면접 때 경력 사항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전북 대학생
직무인턴
좋은 기회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단기 알바는
구하기 어렵고, 장기 알바를 하자니,
학기 중에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노동 착취의 대명사인
상하차를 하자니, 병원비가 더
나올 게 뻔하고.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에서 운영
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1년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모집했다. ‘대학생 직무인
턴’은 방학 기간(7월 5일~8월 20일)을 활용해 도내 공공기
관에 대학생이 직무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앞둔
도내 대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해 전공 분야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도청에서 실시한
청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
고 지금도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턴 선발은 이
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는 그저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니 부담 없이 작성하면 된다. 선발은 온
라인 라이브 공개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력이
나 경력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오로지 운으로 경쟁하니까 일
단 무조건 지원해보기 바란다.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자
지원할 때 두 가지 팁을 주자면 첫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기
관 중에서 최대한 인기가 적고 많이 뽑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
을 추천한다. 2020년도 기준 130명 선발에 809명이 참
여하여 6.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
치일 뿐 기관마다 경쟁률이 다르다. 공공기관별로는 국민연
금공단 17대 1(2명 모집)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3.3대
1(3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대 1(1명 모집)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11대 1(1명 모집) 전북은행 10.2대 1(5명
모집) 전북도립국악원 10대 1(1명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
흥원 10대 1(1명 모집)등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인기
많으면서 적게 뽑은 기관을 지원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단, 기관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다.
둘째는 모집 기간 마감일에 임박하여 지원을 하기보다 일찍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중에 신청하면 이미 모집인원보
다 초과한 상태인 기관이 대부분이다. 이에 심리적인 압박이
오게 되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필자도 이번에 지원할
때 경쟁률은 1:1(2명 모집, 2명 신청)인 ‘전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발전협의회’라는 기관에 신청했다. 그 후 최종적인
경쟁률은 2:1로 2명 뽑는 곳에서 4명이 경쟁한 덕분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할 수 있었다. 기관을 선택하는 전
략만 잘 모색한다면 당첨 확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앞에서 제시한 팁을 적용해도 추첨에서 떨어질 수 있
다. 필자가 지원한 기관의 합격률이 50%였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 4순위로 뽑혔었다. 후순위는 안 될 것이라 체념하고
있던 순간에 앞에서 2명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
문에 비로소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추첨에 우선순
위를 뽑지 못했어도 모집 인원에 따라서 후순위에게도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으니 끝까지 기다려보자.

전라북도 대학생만의 취업 무기
대학생 인턴 채용이 확정되면 인턴 오리엔테이션(6월 30일)
을 진행한 뒤에 자신이 지원한 기관에서 7주간(평일 35일)
근무가 진행된다. 급여는 비록 최저시급이지만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단, 4대 보험 공제 후 지급됨).
휴가는 4주(평일 20일) 동안 만근할 시 유급휴가 1일을 사
용할 수 있다. 돈 벌면서 경력도 쌓고 회사 업무까지 배울 수
있으니 대학생으로서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 중간에 온라인 직무
교육(재택근무, 급여 지급됨)이 8월 6일에 있었는데 온라인
줌을 통해 컴퓨터 활용, NCS, 자기소개서 등 교육을 해준 덕
분에 다시 한번 머릿속 지식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급여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 밖에 없을 것이
다.

전라북도 대학생 직무인턴 다녀오다
공기관마다 하는 일과 사무실 분위기는 가지각색이다. 따라
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길 바란다. 필자는 전주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라는 기관에 다녀왔
다. 이 기관은 정부나 상위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
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전라북도에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
업들을 지원해주는 서포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근
첫날에는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었다. 일은 어렵지 않을지,
일하다 실수하지는 않을지 등 걱정이 앞섰다. 인턴의 주 업
무는 단순 업무(서류, 컴퓨터 작업 등)나 현장 행사 세팅 지
원이다. 하지만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으며 만약 모르는 것
이 있어 실수하더라도 격려와 함께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오전 업무가 끝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휴식 시간이 있으며, 점심과 후식도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 실질적으로 인턴기간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이 없다. 인턴 급여 덕분에 다음 학기를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길 것이다. 퇴근하기 전에 온라인지원
센터에 매일 간단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올리기만 하면 된
다. 업무일지는 해당일 출석 확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니 항상 인지하길 바란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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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속 자신의 모습,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 사용
자들이 늘면서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행위가 쉽게 이
루어진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많은 사용자
가 그 일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SNS를 친구나 가족, 또
는 연인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사
용자가 있는 반면, 남들에게 보이는 SNS 속 모습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SNS의 ‘나’와 현실의 ‘나’는 괴리가 있다
잘 모름
매우 비공감

매우 공감

대체로
공감

대체로 비공감
SNS는 지인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친구인 ‘인친’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아예 모르던 사람들과
SNS상으로 친해지기도 한다. 즉,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SNS상의 내 모습만을 보고 나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SNS에서 자신이 잘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
는 사용자가 많다. 더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보여주기식 일상’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회초년생
인데도 불구하고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하거나 고가의 명
품을 구매해 SNS에 과시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요즘 SNS는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좋아요’를 얻기 위해
과장이 가미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도 해 사회적 쟁점이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주변 평판에 따라 자존감을 느끼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SNS
에 경험을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기도 한다. 리서치 기업인 엠브레인이 SNS 사용자 무작
위로 1,0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SNS에 올려지는 게
시물은 자기 과시적’이라는 평가가 36.7%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으악~
어떡해!

제호야, 왜 그래?

백신 사전 예약 시기를
놓쳐버렸어….
어이구 그러게,
주의했어야지.

예약할 수 있는 날이
이틀뿐이어서 깜빡했어.

지인의 SNS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적 있다
잘 모름

있다

이러한 자기 과시적인 게시물들이 일부 사람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서울신문·공공의창·세종리서
치가 실시한 ‘디지털 세상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그런 게 있어?
다행이다. 나만 백신
못 맞는 줄 알았어.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니까
이번에는 꼭 예약해야 해!

응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해야겠어!

<18~49세 예방접종 대상자>
○ (접종대상) 18~49세(주민등록상 ‘72.1.1.~.’03.12.31. 출생)
○ (백신종류)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예방접종센터만 가능
○ (추가예약기간) 18~49세 연령층 대상으로 9월18일(토) 18시까지
○ (접종기간) 8.26.(목)~10.2.(토) (2차 접종은 6주 뒤)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비교도 심각하다. SNS
에는 자신의 행복한 모습이나 잘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시물이 주를 이루지만 현실이 SNS와 항상 같을 수만
은 없다.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러한 시선 안에서 ‘사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은 잊히기 쉽다.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혹
은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시글이 더 큰 비중을 차
지한다.
전문가들은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과 누구에게 인정받
고 싶은 욕구, 경쟁 사회의 속성이 이 SNS에 고스란히 묻어
난다고 말한다. SNS 속 모습만 보고 자신과 비교하거나 박
탈감을 가지기보다는 SNS와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또 과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가 아닌 자
신에게 필요한 소비인지를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신문을

읽
으
면
답이

너무 걱정하지 마.
내 기억엔 추가 예약
시기가 아직 안 지났거든.

2명 중 1명은 SNS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
으며, 37.4%는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상
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SNS 속 타인의 삶과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
로 불행을 만들어간다.

보
여
요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7월 30일은 UN이 정한 ‘세계 ○○○○○○의 날’ 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근무하는 일을 가리킴. 코로나19 이후로 부쩍 늘었어요.
‘택배 쉬는 날’에는 주요 택배사 4곳과 함께 이곳도 참여한다고 해요.
수퍼스타칼리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 특강 서비스에서는
○○○○ 튜터와 함께 학습할 수 있다고 해요.
6. 목소리를 내면 들어준다고 해요.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7. 올림픽 등에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
8. 학교 안의 학생 단체들을 통틀어 지휘하는 학생들의 자체 단체.
우리 학교 제48대는 ‘Be ː ONE’이라고 불러요.

1.
2.
3.
4.
5.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학우를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9월 10일(금)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공차1만원상품권(카카오톡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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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그날의 현실은
7월 30일은 UN(국제 연합)이 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
의 날이다. 인신매매는 단순히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납치, 협박, 강요, 감금, 유인, 강제
력 등을 이용해 인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운송, 이양, 착취
하며 금전적인 이익, 수당을 얻는 행위까지 포괄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
자는 약 4,000만 명으로, 79%는 성착취, 18%는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보고서의 국가 등급 기준

인신매매 보고서
미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 해외 공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 관련 입법
준수상황’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에 동참하며 인신 매매
관련 입법 기준을 전적
으로 준수하는 국가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납득할 한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인신매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

미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 해외 공관에서 수집된
자료로 작성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 관련
입법 준수상황’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
누고 있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
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인신매매 관련 입법 기준을 전적으
로 준수하는 국가, 2등급은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지
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
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게 매겨진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의 인신매매 실태는 어떨까?
3등급 국가에서 1등급 국가로 껑충
우리나라는 2001년, 미 국무부의 첫 번째 ‘인신매매 보
고서’에서 3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후 2002년 6월
발표된 ‘200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1등급으로 한 번
에 격상되었다. 그런데 급상한 등급만큼 국내 인신매매 범
죄도 과연 줄어들었을까?
2008년 인신매매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그렇다고 볼 순
없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국내 및 미국,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 등지로 여성과 여아를 인신매매하는 주요
송출국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동남아 국가 출
신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성 착취와 가사 노역을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표
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준수
하고 있을 뿐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인신매매 범죄가 성행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신매매 범죄의 현실은
현재 국내 인신매매 범죄의 수많은 화살은 이주여성들을
향하고 있다. 2017년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
은 해외여성들의 강제 성매매다. 보고서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중동과 남미
출신의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강제 노동 및 성매매를 강제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E6-2 비자를 통해 한국에 온 여성들이나 국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동남아 여성들 중 일부가 성매매나 강제 노동을 강
요받는 일이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는 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일을 하면 많
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입국할 당시 브로커에게
빌린 돈이 빌미로 잡혀 성매매를 관둘 수 없다. 업주들은
여성이 도주할 것을 대비해 여권을 빼앗는 둥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지
에서 벌이는 아동 성관광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10년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중국·베트남·인도
네시아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에도 주목했다. 피해자들은
자국이나 한국에서 채무에 연루된 후 그 대가로 ‘채무노예’
가 된다는 것이 보고서 분석이다.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
는 바다에 내던져져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점이 큰 문제
이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는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적 장
애를 가진 남성들이다. 2014년 발생한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처럼 스스로 올바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지적장
애인 남성을 데려다 폭행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채
노예처럼 노동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이러한 인신매매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형법에도 따로 인신매매조항
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이 생긴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
지 기소된 경우는 단 9건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형식적인
동의라도 있었다면 업주의 물리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형법 적용이 어렵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률은 국제 비준에 부합한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며
인신매매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
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등의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여 부처 정책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집행조직 등의 추
진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신매
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 사실 신고를 접
수한 사법경찰관리와 권익 보호기관은 현장을 조사하고, 피
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
혔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게 된
다. 권익보호기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에
게 필요한 상담과 응급조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숙식이 제
공되는 지원시설에서 지내며 상담, 의료, 취업, 법률에 관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
이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홍
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 신문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고의무자, 수사·
재판 관련 종사자,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식별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후 국무회의 상정 및 공
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우리는 인신매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이 법률이 입법화됨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
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
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인신
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법률에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UN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
관도 해당 법안에 대해 2015년 비준한 UN 인권매매 방
지 의정서 제3조가 정의한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다양한 행
위를 포함하지 못한 공백이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형사적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다. 연
간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7조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큰 범죄 산업을 근절하기 위
해서는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일러스트: 윤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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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으로 내몰리는 청소 노동자들
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소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
치와 관련된 벌칙 (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
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은 내년 하
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 증상인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2019년 8월 9일 서
울대 공학관 직원휴게실에서 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지 2
년 만의 일이다. 이 씨는 200여 명이 사용하는 4층짜리
건물을 홀로 담당했다. 또한 이 씨가 근무한 여학생 기숙
사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어 업무강도가 더욱더 높았던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도 높은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휴게실 하나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청소에 불필요한 시험
을 치르고 점수를 매기며 갑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서울
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씨의 유족과 동료들은
“지난해 6월 새로 부임한 관리자가 청소 노동자에게 기숙
사 명을 영어로, 학교 이름을 한자로 쓰는 등의 필기시험
을 시행했고, 점수를 공개하며 모욕감을 줬다”라며, “회의
시간에 정해진 드레스코드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감
점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업무에 지
쳐 다른 관리자에게 “일이 많아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하
자 “늘 억울하시겠네요^^”라는 조롱 섞인 답장을 받은 문
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다. 노동부
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
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필
기시험 실시와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에 따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전체 취업자 중 68.1%
가 여성이며, 청소 노동자가 포함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
순 노무직 취업자 중 80%는 50세 이상이다. 청소 노동
자의 남녀 임금 차이가 23.9%인 것을 생각하면 복합적
인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
노동자의 고용 구조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 노동자
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간접
고용 노동자다.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
성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구
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해고가 무서워 참는 일이 태반이다. 이 씨 또한 불필요한
시험과 복장 단속을 거부하지 못했고, 강도 높은 업무를
견뎌내야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자의 인권 침해
에 관해 서울대학교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에 대한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또한 개선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지방
노동 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대학
교 총장은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
들에게 사과했으며,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본
질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해 나가
겠다’라고 밝혔다.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
식은 고질적인 문제다. 환경은 깨끗해야 하지만, 청소 노
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차별적 시선이 노동자
들을 쾌적한 휴게실 하나 없는 구석으로 내몬 것이다. 근
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청소 노동자들은 기본
적인 휴식권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 병원 등 여러 공공시설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좁고 열악하거나, 그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청소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라는 점도 차별
로 작용한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청소 노동자의 인권 보호하자는 목소리 증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
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한
달간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청와대는 17일에 ‘휴게시간

청소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적지 않다. 우리
학교를 깨끗이 청소해주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
도가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음식 쓰
레기이다. 특히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내놓은
쓰레기는 일일이 분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만
한나절이 걸린다. 학생들이 음식물은 따로 버리고, 플라스
틱을 분류하는 등 분리수거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청소
노동자분들의 수고를 덜 수 있다. 학교 시설을 깨끗이 쓰
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된다.

노동자 인권 더 나아가야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폭염 속에서 선풍기 하
나 없이 물류 작업을 하다가 택배 노동자가 쓰러지는 사건
이 있었다.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이나 휴게시간도 없이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지난해
만 16건이었다. 이에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
은 ‘택배 쉬는 날’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
젠, 한진 등 주요 택배사 4곳과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했다.
그러나 아직 동참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업무강도는 여전
히 높다.
또한 제대로 된 휴게실도 없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에어
컨을 달지 못하고,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누워서 쉴 수도
없다. 심지어 음식물 처리나 주차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주민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근무
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를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
비원의 충분한 휴게시설과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방식
을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
다.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사회는 이들
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
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를 향
한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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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Abba)’, ‘아버지’
로 말씀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독인의
신학자 요한킴 예레미아스(J.Jeremias)
는 아랍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랍사람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
하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정에
서 아이들에게 가장 친밀하면서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바’이다. 예
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이
들이 깊이 신뢰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
다.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
며, 이 채플의 교과과정을 5가지 채플을 개설
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일
장소에서의 대규모 집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채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1-2학기 모든
채플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여 운영
한다. 각 채플에서는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
도 각 채플의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
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
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
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
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
업이 전환되면서 성품채플이 기획하여 새롭
게 시행하는 프로젝트 중‘2030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을 위해 담당교수 및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
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학생들이 학교와
수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
록 돕는 프로젝트다. 더불어 1학년을 대상으
로‘코사싸(코로나를 뚫는 사랑의 싸이클)’를 진
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캠퍼스를 충

분히 즐기지 못한 1학년 학생들을 직접 찾아
가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
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을 주
기 위하여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적 컨텐
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이다.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B.M.D(Bible Music
Drama)와 매주 채플 밴드가 음악적 요소를
통해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청하여 이단
강의, 문화공연 등을 통하여 채플의 흥미와
공감대를 높이고 있고, 참여도 또한 크다. 학
기 말에는 참여도와 감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
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체계 속
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
육하고 도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

는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
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
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
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대화
한다.
▶소명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컨텐
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
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
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
용하여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채플
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
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
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뿐 아
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
을 주는 채플이다.
선교지원실 최은혜 (greacechoi@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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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인 ‘주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이다.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서 기도할 것을 말씀함으로 인간을 찾아오
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
가?’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처럼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마
치 주문처럼 되풀이해서 외우는 것을 기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인격
적으로 깊은 교제를 원하는 ‘아빠’이시라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거룩한 하나님, 초월
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큰 경
외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바’로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
지’라고 부름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임을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자
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 제자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게 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다. 즉, 예수
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우리를 하나
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 분이신 것이다.
▼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
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부요함을
상속받아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
요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피
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끌어 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
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전주대학교에 그
무엇보다 기도가 풍성하길, 그래서 하나님
의 부요함이 차고 넘쳐 나길 소망한다.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활기 가득한 2학기를 위한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전주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2학기도 힘차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을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이끌어주시어 대학
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
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
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섬기며 수고한 모든 구
성원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
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소서.
또한 가치 넘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과 모든 교직원이 하나 되어
주님을 닮은 열정적 실천을 통해 귀하고 튼실한
열매가 맺어지며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 일상으

로 이어져 선한 개념과 삶의 일치가 더욱더 이루
어지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영광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의지하여 날마다 건강하고 활기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주대학교와 모든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예
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문대학장
김문택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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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교회의 목소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커지
는 것은 민망한 현상이다. 교회는 본질상 타
인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다. 기독교 대학
의 모든 구성원이 늘 의식해야 하는 진실이
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타인의 유익 때문
에 이 세상에 머문다고 했다. 교회의 어깨에
놓인 제사장 나라의 소임은 교회를 위함이 아
니라 세상을 위함이다. 교회의 밥그릇 챙기
는 일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일말의 손
해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제사장 직무의 부
끄러운 역행이다.

신앙과 선교 11

권리와 결별하자
바울은 이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의 그릇이다. 자
기 혈족의 구원은 소원의 형태로만 있었지 실
제로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릇은 채워지지 않
고 비워질 때에만 제기능을 수행한다. 바울
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부
인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 방식은 권리의 포
기였다. 자기 친족부터 복음을 챙겨주는 본
성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이방인 선교에 투신
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연애와 결혼의 행
복 추구권, 자비량이 아니라 국비 군복무의
권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전도자
의 권리, 먹고 마시는 생리적인 권리까지 포
기했다. 왜? 한 명이라도 복음의 수혜자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하여 바울은 생존의 권리마저 포기했다.
날마다 죽어 자신의 자아조차 비우려고 했다.
주님의 종 용도로서 제대로 비워진 최고의 그
릇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내 목회만
성공하면 된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피
해의 불똥이 내 교회에만 튀지 않으면 세상
에 산불이 나도 상관없다.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기독교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면 된
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판단과 처
신의 은밀한 돌쩌귀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배
후에는 내가 무엇이든 취하여야 복이라는 더
은밀한 왜곡된 복개념이 있다. 주는 것이 받
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실
질적인 이해관계 앞에서는 변기통에 던져진

다. 바울이 배설물로 분류한 것들의 취득이
복이라는 기복적인 미신이 판단의 목덜미를
거머쥐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취득이
아니라 나눔과 베풂이다. 교회는 마지막 힘
을 다하여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교
회가 무언가를 취하고 받는다면 이미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소멸된다. 그
러나 교회가 준다면 하늘의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면 최고의 복이 주어진다. 이
것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복의 역학이다.
지금 교회는 기복주의 신학에 휘둘리고 있
다. 그러나 참된 신학은 취하지 말고 베풀라
고 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라고 가르친
다. 뾰족한 변론의 칼을 뽑지 말고 둥근 사랑
으로 품으라고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다. 혹시 억울한 일
이 있더라도 거짓말과 욕설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혹시 모든 것을 다 잃더라
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다는 사실은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다 잃
으라고 한다. 욥처럼 재산과 일꾼들과 자식
들과 아내마저 다 잃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지 성찰할 것을 요
구한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
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처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기준
을 따르면, 교회가 자신의 생존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필히 멸망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서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세상의 생
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세상을 차지한다. 땅
끝까지 유업으로 주신다는 시인의 예언은 오
직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현된다.
교계에서 회장이나 대표라는 것은 입장이든
예산이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
라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회의의 사회자다.
다수결의 횡포를 저지하고 지극히 작은 목소
리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분이다. 교
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대표들은 세속의 권
력자와 같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명
령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의 덩치가 크거나 노회 분담금의 액수가
크면 각종 단체에서 쉽게 권력자의 자리를 차
지하는 것은 정글의 모습이다. 교회가 천국
을 보여주지 못하고 짐승의 세계를 오랫동안
보여왔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대표가 되
면 가진 것을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판단
과 결정을 고집한다. 각종 기관에서 소위 기
득권 기질이 발동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성경의 상식이다. 거
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식적인 것도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면 그 상식을 기꺼이 외면한다. 그게
안타깝다. 교회의 크고 작은 기관들이 어떠
한 사안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길 기도
한다. 대학사회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기
독교 정신이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구
현되길 기도한다.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0

아씨시의 성자 프란체스코(하)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한 아
씨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아버지의
공장을 가보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실에 있는
염색 작업장이었는데, 그 환경은 너무나 열악
하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몰골은 비참하였다.
이를 목격한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린 결과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재
산 축적 행태에 실망하고 불의하게 돈을 번 아
버지와 결별을 선언하고 출가를 단행하였다.
프란체스코는 홀 홀 단신 성 밖의 허허벌판
에서 돌로 움막을 짓고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
리고 움막에서 4km 떨어진 곳에 역시 돌로

작은 기도처를 만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성 프란체스코는 어떠한 선입 관념 없이 성
서 즉,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순수하게 받아들
였고 새들의 지저귐에 귀를 기울이는 등 자연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보면 날
아가는 새들도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사나
운 늑대들도 그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순
한 양이 되었다. 그는 무력적인 힘도 없고 돈
도 없이 오직 선함과 청빈으로 일관한 삶이였
지만, 세계기독교사에 특기할 만한 족적을 남
겼는데, ■아씨시 근교 라베르나(L’averna)
산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과 같은 성흔(못 자
국 등 상처)을 받았고 ■27세 때인 1210년에
는 11명의 수도사를 데리고 교황 인노켄티우
스 3세를 찾아가 수도회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황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성 프란체
스코의 순수한 신앙과 청빈 사상에 감동하고
수도회를 승인해 주었다. 이때부터 프란체스
코 수도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슬람 진영을 찾아갔다. 그는 모자 달린 수도
복 차림으로 겁도 없이 서슬이 시퍼런 적진으
로 들어가서는 술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호소하였다. (시오노 나나미,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p.40, 46)
그리고 그는 평생 누더기 옷 한 벌로 세상을
살았다. 그의 순수한 신앙과 청빈사상은 전 세
계에 전파되었고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도시, 사람 이름이 수도 없이 많다.

▲ 아씨시의 평화로운 풍광, 초록 가득한 밀밭 뒤의 희미한 건물이 성 프란체스코가 잠들어 있는 성당이다.

아무튼 아씨시는 그로 인해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기차로 아씨시역에서 내려 한 발짝 내
디디면 평화의 기운이 보드라운 바람결 되어
뺨에 와 닿는다. 나뿐만 아니라 같이 간 초등

▲ 프란체스코가 출가 후
지은 기도처

학생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초록 밀밭
을 배경으로 보이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은
성스럽고 평화롭기가 그지없다.

▲ 규모가 세계 10대에 해당하는
성당 사진

▲ 누더기 수도복 사진

1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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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20대

올해 2분기 국민 우울 위험군 비율 (단위: %)
전체

김현진 기자
(flwmguswls@jj.ac.kr)

‘차라리 지나가던 트럭이 나를 치고 갔으면 좋
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요’

20대

20대의 우울감 경험률이 50대를 넘어섰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
망감 등을 느낀 비율을 뜻한다. 과연 무엇이
20대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을까.

40대

20대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우울감의 주요 원
인은 취업난이다.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취업에 성공
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 보라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취업준비생 7명 중
한 명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받았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용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청년들
이 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우울증이 해결되는 것
은 아니다. 고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
적 압박이 심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
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취업 스트레스와
업무 스트레스의 반복으로 20대 청년들은 상
실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울증
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잃은 것은 일자리
뿐만이 아니다.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대학 생
활과 시기상 어려운 대외활동으로 인해 집에
만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
서점에서도 20대의 우울감을 들여다볼 수 있
다. 이 전까지만 해도 ‘20대, 공부에 미쳐라’
등과 같은 자기계발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
러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엔 많이 달라
졌다. 베스트셀러 부분엔 ‘죽고 싶지만, 떡볶이

30대

50대
60대
이상

올해 2분기 자살 생각 비율 (단위: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는 먹고 싶어’, ‘오랫동안 내가 싫었습니다’와
같은 청년들의 우울을 담은 에세이가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20대의 우울증이 문제인 이유는 의지
할 곳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곳이 마땅
히 없다는 점이다. 또래 모두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의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어렵다. 이미 졸업을
했을 경우 교내 상담센터를 이용하기도 쉽지

<자료: 보건복지부>

않고, 외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엔 비용
의 문제가 크다.
20대 사이에서의 ‘우울증’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정적이다. 우울증은 약물이나 상담으
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초기 완치율이 높
다. 자신의 우울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우울감을 극복해 나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젠더 갈등, 목적은 잃고 진흙탕 싸움으로
에브리타임 시사·이슈 게시판에서는 매일 전쟁
이 벌어진다. 성별을 이유로 서로를 욕하고 멸
시하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닌다. 2021년을 살
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젠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양예은 기자
(ong8304@jj.ac.kr)

우리나라의 세대별 갈등 양상은 제각기 다르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성 갈등, 30대는 빈
부 및 성 갈등, 40대 및 50대는 빈부 갈등, 60
대는 이념 및 빈부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 23%가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
각하는 반면, 20대 여성은 75%, 30대 여성은
82%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한편, 20대
남성들은 68.7%가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 56.2%,
30대 이상 여성 70.1%는 남성 역차별이 심각
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청년 세대에게 젠더는 이
념·계층·빈부보다 더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
는 것이다.
청년세대가 성별을 중심으로 진영을 나누고, 공

방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80, 90년대 여성운동은 호주제 폐지, 군 가산
점 폐지 등 제도적 차별 철폐 등에 주력한 세대
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제도적 차별이 많이
완화된 지금, 새로 부상하는 여성운동은 ‘여성
혐오’에 대한 운동이다. 현대 세대는 성차별과
성폭력, 일상 내 차별, 문화 속 차별 등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발언을 여
성 혐오로 규정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페미
니즘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
별적 발언을 역으로 돌려주자는 ‘미러링’이 등장
했다. 그러나 미러링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시
작은 역지사지의 의미였지만, 그것이 점점 놀이
와 경쟁으로 변모해 남녀가 진영을 나눠 서로를
더욱 모욕하고 조롱하게 된 것이다.
사회는 갈등을 통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무의미
한 싸움은 무고한 피해만 낳을 뿐이다. 인터넷
을 뜨겁게 달궜던 메갈 손 모양 논란이 그 대표
적인 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물건을 집는
손 모양이 남성을 성희롱하는 뜻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GS 리테일을 필두로 경찰청, 카카오, 여
자 연예인 등 수많은 기업과 사람이 화두에 올
랐다. 이에 동조하는 남성들이 늘어나자 결국 기
업은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나, 이는 젠더 갈등
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검열과 검증은 마녀사냥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최근 올림픽에서 3관왕을 거머쥔 양궁 국가대
표 안산 선수는 여대 출신이며 숏컷을 했다는 이
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안
산 선수가 페미니스트같으니 메달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는 온라인 테러가 쏟아진 것이다. 국
위선양을 한 국가대표도 사상 검증을 명목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그 목적을 잃은 상황이
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분노를 쏟아
내기 위한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SNS 시대의 젠더 갈등은 온라인상의 글 하나로
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 서로에 대한 무
분별한 비난을 멈추고 인식을 달리하며, 마주 보
며 대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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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학력
- 박사: 성균관대학교(행정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행정학)
- 학사: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
- 고교: 전주 우석여자고등학교

김민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제혜금

(경영대학
경영학과)

주요경력
- 14.09.~15.01.
중국 절강대학교 방문연구원
- 19.05.~20.02.
필리핀 라살대학교 연구교수
- 20.03.~21.0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정

(경영대학
IT금융학과)

주요경력
- 13.10.~17.0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
/공과대학 연구교수
- 17.03.~21.08.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조교수

학력
- 박사: 충남대학교(경영학)
- 석사: 한남대학교(경영학)
- 학사: 흑룡강상업대학교(공학)
- 고교: 중국선양제1고등학교

학력
- 박사: 서울대학교(간호학)
- 석사: 서울대학교(보건학)
- 학사: 전남대학교(간호학)
- 고교: 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주요경력
- 06.09.~08.02.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교수
- 08.03.~08.08.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주요경력
- 18.03.~21.08.
서울대, 성신여대 간호대학 강사
- 20.09.~21.08.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학력
- 박사: 한국과학기술원(공학)
- 석사: 서강대학교(공학)
- 학사: 공군사관학교(전산학)
- 고교: 홍성고등학교

김영수

학력
- 박사: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
- 석사: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통계학)
- 고교: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주요경력
- 18.01.~21.01.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 21.01.~21.08.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문화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유수영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학력
- 박사: 고려대학교(경영학)
[석·박사통합]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부 화학)
- 고교: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정다운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력
- 박사: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 게임학)
-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지역연구학 정치학)
-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 고교: 서울 중동고등학교

윤형섭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학력
- 박사: 미국 Lesley Univer sity(철학)
- 석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미국 Columbia College Chicago(예술학)
- 학사: 대구카톨릭대학교 무용학사
- 고교: 상주여자고등학교
주요경력
- 17.03.~19.08.
서울여자대학교
특표현예술치료학과 겸임교수
고경순
- 19.09.~21.08.
(문화융합대학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

주요경력
- 18.03.~20.02.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18.09.~21.08.
중국 쑤저우대학교
동오경영대학 조교수

주요경력
- 14.03.~17.02.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조교수
- 17.09.~21.03.
중국 길림애니메이션대학교
게임대학 교수
학력
- 박사: 경기대학교(관광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언론학)
- 학사: 서원대학교(법학)
- 고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정태연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주요경력
- 11.03.~14.02.
한국영상대학 스튜어디스과 조교수
- 14.03.~21.08.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조교수

기자칼럼

최저임금에 대한 답안

김현하 기자
(dpdlcl@jj.ac.kr)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자 측은 대통령의 공
약인 시급 1만 원을 요구한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
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지켜라’
라는 주장과,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
니 그만 올려라’라는 두 주장 모두 겉
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이해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기

업은 이에 고용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
폭은 얼마일까? 이 정답 없는 질문에
도 상황에 따른 타협점은 있다. 그리
고 이 대답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득과 실을 따지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
도 고용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것이라
면, 어느 수준의 인상까지 그런 것인
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
지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에는 작
은 폭의 인상에도 그럴 것인지, 임금
인상의 혜택보다 고용 감소의 비용이
큰지를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득과 실을 따
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
다. 기업으로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인상을 상품 가
격 인상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러한 상황에 기업은 자동화 혹은 노동
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효율
화, 조직 개편 등의 내부 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
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되
어있는 산업의 기업들에 실제로 적용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저
임금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경
제성장률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최
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무마되
는데, 이는 호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산
을 확대하고 창업 또한 활발하기 때문
에 유휴 노동력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
문이다. 우리보다 뒤늦게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도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
고용 감소가 적었던 이유는 당시 독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모두가 희망하듯 내년 2022년은 코
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오랜만에 긍정적인 신호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노
동시장에서 역시 회복의 조짐이 나타
나고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위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팬
데믹 위협을 완전히 극복해 내더라도
성장률이 과거처럼 높게 나오지는 않
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코로
나19 이전과 같은 노동 수요가 나오
지는 않을 것이다. 신중한 최종임금의
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사

오피니언 13

설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학교를 이끌었던 제13대, 제
14대 이호인 총장이 지난 8월 2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
치고 학교를 떠났다. 이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맞이한 세
차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큰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 수주도 다수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이 교육가치창출 1
위와 기독교 명문사학이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이 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
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러나 총장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점 또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
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한 이호인 총장에게 박수를 보
낸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제15대 총장이 선임된 후
자질 문제와 관련하여 ‘내홍(內訌)’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교내외에 잘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다. 교수, 직
원, 학생을 대표하는 교내 여러 기구에서 구성원들의 의사
를 모아 나름의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의 문제는 그 조직 내부의 힘으로 자정(自淨)하
고 고쳐나가는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점
에서 이와 같은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혹 그 과정
에서 단기적으로는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본
다면 우리 대학을 위한 건강한 성장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물론 교내 구성원, 특히 재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
록 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는 있다.
이와 함께 현 상황을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 역시 따져봐
야만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임명 방
식에 있다.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출(選出)이 아니
라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선임(選任)의 방식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물론 법인의 영향력이 큰 사립대학의 특
성상 총장 임명에 법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
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
립대학 가운데 약 61%가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추천위원회 등
을 통한 ‘간선제’를 채택한 학교가 28%, 구성원이 직접 참
여하는 ‘직선제’를 채택한 학교가 6%에 해당했다. 하지만
2018년 같은 조사에서 완전임명제의 비율이 72%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분명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
대에서 학생들이 총장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례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임명제에서 탈피
하여 직선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직선제로 전환
한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직선제가 대학 구
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총장 직선제를 택한 대학이라고 해서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잡음이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
율성을 압도할 만큼 대단할 수는 없다. 여러 여건상 직선
제로 단박에 바꿀 수가 없다면 임명제와 직선제가 갖는 문
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두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도 충
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대학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총장 선출 방식을 모
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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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Registration, Regardless of Odd or Even From the 2nd Semester
Yang ye-eun(ong8304@jj.ac.kr)
translated by Kim Hyun-ha(dpdlcl@jj.ac.kr)
Class registration for the 2nd semester was conducted from August 10th to 12th. The class basket
closed from 14:00 on July 27th to 16:00 on July
29th, and the registration period for undergraduates
closed from 11:00 on August 10th to 17:00 on August 12th. Classes are registered for two days, divided into odd and even numbers based on the last
digit of the class number. Unlike past years, registration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1 was made
for all undergraduates from the first day. This is
newly introduced method so that all undergraduates
can register for classes equal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is change.

went down or had to wait for a long time to be
backed up,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people
gathered at once. Some of concerns wonder whether
there is a server that can accommodate all students
at once.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students’ worries that the competition rate seems to
have increased. Even when divided into odd and even
splits, only half of the class registration was completed over two days, so the actual competition rat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semester.
But the more students register for the class, the more
burdens students would have. This fact makes students to worry about their registration.

First, server. Even when registration were divided it
into two, there were problems; for example, s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expectations that if all
undergraduates register at once, they will be able to

register more evenly.
After the registration was completed, the students'
reactions were divided into two: positive opinions
that they were satisfied that the server was not
down, and negative opinions that it seemed that confusion was aggravated by a large number of students
registering at once. After registering for classes for
every semester, Everytime is filled with stories of
registration results.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register for classes that has a crossroads of joy and sorrow, it seems that students are more worried about
the newly introduced method. The university will
have to listen to those concerns, build a server that
can accommodate all students at once, and continue
efforts to prevent the sale of classes.

Elevator Installation at Truth Hall, Liberty Hall, and Arts Hall.
Yun Hye-in(hyeout@jj.ac.kr)
translated by Kim Hyun-ha(dpdlcl@jj.ac.kr)
An elevator will be installed in the Truth hall, Liberty
hall, Arts hall. The elevator construction, which
started in late July,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this coming October.
The elevator installation was one of the promises of
the 48th Student Council,
BeːONE,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o ensure movement and learning righ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2) to relieve students’ discomfort, 3) to provide

a convenient and pleasant academic environment for
general students as well.

than 5 people to tak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not to talk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installation
of elevators. This is because the elevator is a space
where the risk of airborne transmission of the virus
is high enough that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group infection route. In addition, elevators cannot
maintain the social distancing standard of 2m. Masks
must be worn, and it is recommended that no more

Kim Young-hyeong, a head of the facility support
office, said he hopes that all students would use it as
long as the common morality is maintained. Related
inquiries can be made through the Facility Support
Office at 063-220-2181.

F.I.S.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ertificate of Specialist Fire Brigade
Reporter Jo Min-seo (whalstj0207@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On August 2, CPR (CPR) training, one of the first aid
trainings, was conducted for medical firefighters and
club F.I.S.T. members specializing in university students. The CPR training lasted from 1 p.m. to 5 p.m.
for a total amount of 4 hours.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s a medical fire brigade
who thoroughly followed the guidelines for preventing COVID-19 such as measuring body temperature,
using hand sanitation, and ventilation in classrooms
before and after the CPR training.The F.I.S.T., a college student volunteer fire brigade consisting of fire
safety students, is a club aimed at safet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o emphasize the need
for fire prevention measures. It mainly inspects firefighting facilities in classrooms and labs at colleges,
advises the need to expand fire prevention activities
on campus, and provides caution as well as recom-

mendations on how to use firefigh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such as evacuation routes, fire extinguishers, and indoor fire hydrants.The purpose of
this CPR training is to train firefighters who have
the basic skills of professional medical firefighters
and can cope wisely in unexpected situations. CPR is
a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if it is implemented effectively in emergency situations in a
timely manner, it is expected that medical firefighters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ability to cope calmly
even in unexpected situations.During the training,
the CPR trainer emphasized the need for CPR in life
and taught the order in which CPR is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arget (adult, pediatric and infant). He also provided time to practice
post-training on the correct use of AEDs. All education was conducted to develop quick judgment and

responsiveness in case of an unexpected situation.
The training consisted of one hour of theoretical education and three hours of actual practice.After the
CPR training, F.I.S.T. members learned how to do
CPR, which 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s and
were trained to respond flexibly in real-life situations
through various simulations so that they could have
basic skills as fire safety engineers.If a person who
witness a heart attack performs CPR immediately,
he or she is more than three times likely to save the
life of a heart attack patient. Furthermore, the number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ases steadily increases every year nationwide, which requires more
frequent and practical CPR trai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CPR education will be a meaningful education that can save a person's life, not just an
activity to obtain a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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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ọc kỳ mới bắt đầu như thế nào với mùa dịch Corona 19.
Học kỳ 2 năm 2021 sẽ bắt đầu khai giảng
vào ngày 30/08/2021.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bước vào học kỳ mới chưa? Lo lắng
bất an khi ngày khai giảng sắp đến nhưng
corona19 vẫn chưa biến mất!! Thay vì lo
lắng, bất an thì bạn hãy tuân thủ đúng luật
phòng tránh dịch bệnh và hướng dẫn của
nhà trường. Một học kỳ mới tràn đầy khởi
sắc sẽ đến với bạn.
Theo như tình hình dịch bệnh hiện tại, nhà
trường đã quyết định học online kết hợp
với học offline đến ngày 2/10. Đừng quên
sát khuẩn và đeo khẩu trang khi đến
trường học, đặc biệt là phải tuân thủ quy
định check mã QR khi ra vào tại các tòa
nhà của trường học. Vì là kết hợp học online và offline nên các bạn hãy kiểm tra kỹ
lịch học để không bị vắng mặt rồi bỏ lỡ
những tiết học hữu ích. Thêm nữa là bắt

đầu từ ngày 26/8 là bắt đầu tiến hành tiêm
vacxin. Nếu lịch tiêm vacxin của bạn trùng
vào lịch học ở trên trường thì hãy vào instar
làm theo hướng dẫn đăn ký vắng mặt tiết
học để được điểm danh có mặt. Sinh viên
năm hai và năm ba chắc đã làm quen
được với môi trường học tập, tuy nhiên
những bạn sinh viên năm nhất chắc sẽ có
nhiều bỡ ngỡ khi không biết phải làm quen
với môi trường học tập mới này như thế
nào. Nhưng đừng lo lắng bởi vì đã có các
bậc tiền bối, anh chị đi trước sẽ hướng dẫn
chỉ bảo tận tình. Tạm thời gác anh bạn
không mấy thân thiện corora sang một
bên, học kỳ mùa thu còn mang đến cho
bạn điều gì? Mùa thu là mùa của tựu
trường, mùa của sự mộng mơ và tương
tư. Phong cảnh mùa thu hữu tình với
những chiếc lá vàng rơi sẽ mang đến
những mảnh ghép để rồi tạo thành những

hồi ức đẹp trong ký ức sinh viên của bạn.
Nhưng cũng đừng quên học tập thật chăm
chỉ và tuân thủ đúng quy tắc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corona19. Chúc bạn có một kỳ
học đầy thành c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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