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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2년 연속 ‘최우수 A등급’ 획득
우리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
가 및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2년 연속 선정
됐다.

우리 대학은 2018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사업에 전
북지역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후 3년간 약
150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대학자율혁신계획을 전략적
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최우수 등급의 평
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개선대학) 지원
대상 131개교를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 및 3개년도 종합
성과 등을 토대로 정성·정량평가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
은 ‘학생 성공’이라는 대학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프레임
워크와 빅데이터 기반 학생지원 시스템 구축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 운영해온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
었다.

특히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 기반 특성을 고려하

여 혁신지원사업 목표를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
하는 대학’으로 설정하고 대학혁신체제 구축에 힘썼다. 학
생성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체제 구축, 학생 배
움중심 수업혁신 및 학생주도형 진로설계, 가치 공유형 지
역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등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리 대학은 영성·인성·지성을 갖춘 창의적 실용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2017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8
년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2021년 14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
원사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인공지능, 실감미디어
2개 분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
학’에 선정되는 등 교육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대내외
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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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마감

지난 9월 14일(화) 마감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2,602명 모집 중 10,576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농어촌학생전형)이 5.72대 1
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뒤이어 학생부교과전형(특성화고
교졸업자전형) 5.17대 1, 학생부교과전형(지역인재전형) 5.10
대 1, 학생부교과전형(일반학생전형) 4.38대 1의 경쟁률을 나
타냈다.
학과별로는 방사선학과가 학생부교과전형(농어촌학생전형)에서
1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 집계됐고, 간호학과 학생부종
합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 17대 1,  물리치료학과 학생부교과전
형(농어촌학생전형) 16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의과학대학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 대학은 4차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IT금
융학과와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 두 학과는 각각 학생
부종합전형(일반학생전형) 3대 1, 학생부교과전형(일반학생전
형) 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접고사와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일부 학과의 경우 오는 10월
23일 면접과 실기고사를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오
후 5시로 예정되어 있다. 단,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반학생전형과
창업인재전형의 경우 이날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된다. 두 전형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면접을 진행하고 12월 10
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 우리 대학이 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 모
습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기지도학과(태권도), 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경배와찬양학과이다.  / 사진제공: 대외
협력홍보실

■ 교육방송국 임명
[정국원]  
교육방송국장: 손민기(게임콘텐츠 19)
부국장: 송에스더(영화방송 18)
총무: 김나희(물류무역 19)
기획부장: 이진희(영화방송 20)
기술부장: 박지영(영화방송 20)
편집부장: 김종성(영화방송 20)
아나운서부장: 김희원(사회복지 20)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

[일반국원]  
[기획부]
강수아(영화방송 21)
이태은(국어교육 21)

[기술부]
김가을(영화방송 20)
김다솔(한문교육 21)
장준희(영화방송 20)
최가형(영화방송 21)
한현정(영화방송 20)

[편집부]
김소은(영화방송 20)
박예은(건축 21)
신유진(스마트미디어 20)

[아나운서부]
김윤아(회계세무 19)
김예진(역사문화콘텐츠 21)
이지혜(바이오기능성식품 21)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9월 1일.

[신입국원]
아나운서부
허건영(경찰 17)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9월 27일.
~2022년 1월 31일

■ 전주대신문사 임명
[편집장]
한강훈(일본언어문화 14)

[정기자]
김은솔(영화방송 21)
김현진(한국어문 20)
김현하(물류무역 21)
박헌빈(경영 18)
양예은(한국어문 20)
윤혜인(한국어문 20)
조민서(한국어문 20)

[편집기자]
김은지(산업디자인 18)
이민희(산업디자인 18)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8월 5일.

[신입기자]
백윤정(한국어문 21)
이소영(한국어문 21)
진주현(한국어문 20)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9월 28일.

● 사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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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을 인정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
종 당일 출석을 인정한다. 또한 두통 및 발열
등의 이상 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익일도 출
석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본교 정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
정이 학과 일정과 겹쳐 극단적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재학생들에게 크게 도
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작용이 심할 경우 백
신의 경우 익일까지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으
면 2일 동안의 많은 수업을 불참할 수도 있

는 만큼 부담감이 크다. 그러나 이번 공결 인
정 정책에 따라 이상 증세에 대한 증빙서류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속 학과에 미리 연
락을 취한 이후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만
한다.

출석 인정 사유는 ‘학칙시행세칙’ 제16조 제
1항 제5호 ‘본인의 상해나 질병 등’으로 출석
인정 처리는 학생이 직접 백신 접종 이후 7
일 이내에 inSTAR에서 공결 신청서를 작성
하여 학과에 확인 이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시행 기간은 백신 접종 완료 시까지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음악학과(학과장 김대욱)는 지난 9월 14일
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청년과 지역문화예술’을 주제로 2021년 음
악창업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대의 음악창업특강은 전주대 LINC+
사업단(단장 주송)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교내 명품창업학과로 선정된 음악
학과 학생들과 전북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관련 취·창업 심
층교육을 진행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
램이다.

이번 특강은 ‘청년과 지역문화예술’ 이라는
주제로 총 아홉 명의 지역문화예술계 CEO
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풍부한 경험과 뛰어
난 식견을 가진 전문 강사들로부터 지역문
화의 역사와 정통성, 미래문화자산과의 융
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문화
예술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
쾌히 응해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
다”며 “전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누구나 함께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기쁠 것”이라
고 말했다. 

본 특강은 9월 14일 한벽문화관 성영근 대
표의 특강으로 시작해 11월 16일 한국전통
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의 강의로 끝을 맺는
다. 행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대학교 예술관 106호(리싸이틀홀)에서
진행한다. 행사 참여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음악학과로 하면 된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전주대, 음악창업특강 ‘청년과 지역문화예술’ 개최

지난 9월 6일부터 2021년도 2학기 학업향
상 프로그램인 ‘LAMP ON’ 멘토멘티 프로
그램이 시작되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오
는 12월 17일 금요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할 예정이다. ‘LAMP ON’ 프로그램은 교수
학습개발센터에서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의
학업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멘
토 선발 기준은 8학기 이내 재학 중이며 평
균평점 3.5학점 이상인 2, 3, 4학년 학생들
로 구성된다.

멘토 장학금은 1인당 기본 10만 원을 지급
하며, 멘티 성적 향상에 따라 추가 장학금도
차등 지급한다. 멘티가 학점 평점 2.0 이상
취득 시 10만 원, 3.0 이상 취득 시 2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멘토들이 보다 원활하게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오리엔
테이션을 진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
지 않는 경우에는 멘토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번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학사경고자와 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적 향상에 어
려움을 겪는 멘티들에게 멘토를 붙여 재학생
들의 학업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이상 활동을
필수로 하여 매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는 물론 멘토의 학습 장려 효과도 노리
고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LAMP ON 멘토멘티 프로그램

전주대학교 경영대학(학장 이상우)은 쿠팡
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 Coupang Fulfillment Service,
이하 ‘쿠팡’)와 9월 1일 쿠팡 물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쿠팡은 지난 3월 26일 전라북도 및 완주군
과 완주 테크노밸리의 100,000m² 부지
에 2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종합물류센터를 설치하기로 MOU를 체결
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24
년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대
학과 맺은 협약은 쿠팡이 물류 분야에서 국
내 대학과 체결한 최초의 실질적인 산학협
력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
다. 

이번 협약에서 전주대학교 경영대학과 쿠팡
은 쿠팡 물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
력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양
측의 정보공유, 자문 및 기타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물류 인재 육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
다.

협약식에 참석한 쿠팡의 박익형 디렉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2024년 완공 예
정인 전북 종합물류센터의 원활한 조기 가
동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및 글
로벌 물류 기업으로서 쿠팡의 기업 이미지
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
했다.

이에 이상우 경영대학장은 “쿠팡과의 차별
화된 지역 물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명 규모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
회와 실질적인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물류무역학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
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과 전주대 물류무역학과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초로 올해 말까지 차별화된
물류  실무  교육 프로그램 ‘쿠팡물류
beSTAR(비스타)’를 공동 개발하고 내년 초
전라북도까지 참여하는 본 협약을 통해 ‘전
라북도 쿠팡 물류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을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전주대학교-쿠팡 공동 지역인재 육성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결제 시행

경기지도학과 최준환(18학번), 박민수(20학
번) 학우가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소속으로
출전한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이하 ‘아갓탤’)에서 결승에 진출했
다. 

두 학우는 인터뷰에서 “원래는 도쿄 올림픽
에 참가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
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장기를 보여주게 되었
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 중에서는 저희 2명
만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출
연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아갓탤은 미국 방송 NBC의 인기 오디션 프
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2021년 6월 실시
된 예선전에서 골든 버저를 울리며 준준결승
에 진출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예선
전 영상은 2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 수 약
1,80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얻었다. 또
한 8월 26일(국내 기준) 준준결승 결과 발
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직행하는 5개 팀 중
하나로 호명되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9월 2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열린 준결승전
에서 11개 팀 중 시청자 사전 투표로 3개
팀, 현장 투표로 1개 팀, 사회자 결정으로 1
개 팀을 뽑아 결승으로 넘어가는 5개 팀에
포함되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공연은 약
3분간 진행되었으며 ‘재해와 역경에도 협력
해 희망을 잃지 않는다’를 주제로 구성된 품

새와 공중으로 날아올라 격파하는 퍼포먼스
를 펼쳤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4명의 심사위
원은 기립박수와 함께 “오늘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이었다.”라는 칭찬을 보냈다.

지난 9월 16일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미
국 캘리포니아주 LA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
에서 생방송으로 ‘아갓탤’ 결승전이 진행되었
다. 결승전은 준결승전에서 확정된 5개 팀과
두 번째 준결승을 통해 결정된 5개 팀 총 10
개 팀이 경쟁했다.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생
방송 시청자 투표 결과 발표에서 결승에 오
른 10개 팀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데 실패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결승전에서 공중
높이 차기와 송판 격파 등의 장기를 선보이
며 심사위원과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를 본 심사위원들은 “오늘 밤 최고의 공연
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쇼는 훌륭했습니
다” 등의 찬사를 보냈다.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비록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범단의
출연으로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를 넘어 평
화와 희망을 전달하는 스포츠로서, 전쟁과 재
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청소년들
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스포츠 이상의 가
치를 보여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경기지도학과 최준환, 박민수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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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과목 해양실습 논란

최근 에브리타임에서 ‘스킨스쿠버’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원성이 높다. 자유게시
판에 스킨스쿠버 과목을 수강 신청한 사
람들은 참고하라며 글이 여러 개 올라왔
다. 대부분의 글은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
득과 해양실습 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
하고 있었다. 

스킨스쿠버 1주차 OT에서는 수영장 실
습은 필수로 하고, 해양실습은 자격증 취
득을 희망하는 사람만 진행한다고 공지되
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강 신청 정정 기
간이 지난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
는 사람은 수강을 취소해달라는 공지를 새
롭게 받았다. 이와 함께 실습경비가 120
만 원이라는 말도 공지되었다. 

그런데 애초 강의계획서에는 수영장 실

습과 해양실습 모두 참여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OT
내용과는 또 달라 혼란을 빚었다. 수강생
중 한 학생이 교육과정평가센터에 연락해
강의와 교수에 대해 건의를 했고, 이후 학
사지원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담당 교수의
입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강인원 40명
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격증 취급 목
적이 아닌 사람은 수강을 취소하기를 원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학교로부터 개강
이틀 전에 비대면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OT 동영상 내용을 손볼 수 없었다고 전했
다.

뒤늦은 강의계획 변경과 실습경비에 관
한 공지로 인한 혼란 끝에, 자격증 취득과
해양실습은 선택으로 정정하고 OT 내용
과 같이 수영장 실습만 필수로 진행한다

고 했다. 또 교양학부와 담당 교수가 조율
을 마치고, 스킨스쿠버 강의 수강 신청 취
소자들 가운데 다시 수강을 희망하는 학
생들은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저 스포츠인 스킨스쿠버 과목 특성상
해양실습이 자격증 취득에 필수 요소인 것
은 분명하나, 뒤늦게 번복하는 공지 방식
에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교수
는 3주차 첫 대면수업에서 학생들이 겪어
야 했던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을 잦
아들었다. 몇몇 학생들은 항의가 거세지기
전에 교양학부와 교수 측이 발 빠르게 먼
저 대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1. 창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 
2. 진리관 맞은편, 교수님들 연구실이 몰려 있는 건물.

진로탐색 시간에 많이 찾아가요. 
3. 학업이 부진할 경우 받게 되는 옐로카드. 
4. 산업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체험하는 활동. 

주로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요. 
5.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강이 기다려지네요. 
6. 체온이 얼마인지 재는 걸 의미해요. 
7. 쿠팡에서 전라북도와 함께 완주 테크노밸리에

이것을 설치하기로 MOU를 맺었다고 해요. 
8. 광고나 선전 따위의 대중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한

간단한 그림이나 표를 의미해요. 

* 알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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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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코로나19 백신 주의사항
재호야, 이야기 들었어.
오늘 아파서 수업 결석
했다며. 무슨 일 있어?

※912호 정답: 일반재정지원대학

축하드립니다♥
[912호 정답자]

-음악학과 김하영
-기계시스템공학과 임진아

오늘 백신 맞고 왔더니
몸이 너무 아파. 이러다가

나 죽는거 아니야?

재호야! 나 왔어!
괜찮아? 백신 맞고
푹 쉬고 있었지?!

그냥 운동 조금 하고
샤워만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

이럴줄 알았어 코로나19
백신 주의사항을
잘 지켰어야지!!

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앞으로는 백신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해! 

휴. 제인이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진짜 죽는 줄만 알았어. 

앞으로는 꼭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지!!

소방안전공학과 전문의용소방대(F.I.S.T),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수료증서 수여식

소방안전공학과 전문의용소방대(F.I.S.T)
는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CPR 교육을
이수해 지난 9월 7일 공학 1관 첨단강의
실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수
료증서 수여식에 참가했다. 

소방안전공학과 동아리인 전문의용소방대
(F.I.S.T)는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소
방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CPR 교육을 받았다. 생활 속 심폐소생술
의 필요성 및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
는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 AED(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을 1시간의 이론 교육과
3시간의 실습으로 익힐 수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
조과 이규석 방호팀장이 참석해 직접 수

료증서를 수여했다. 이규석 방호팀장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소방
대원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녀야 할
능력이다”라고 CPR 교육의 중요성을 주
장했다. 이어 “하나씩 이런 능력들을 쌓아
간다면 인명구조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날
도 멀지 않을 것이다”라며 학생들을 위한
격려를 보냈다. 

수여식을 마친 후 전문의용소방대원 대장
김민철 학우는 “CPR 교육을 통해 대원들
모두가 이전보다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소방안전공학도가 되어 뿌듯하다”라고 전
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창업동아리 BIM, 미취학 어린이용 한복유니폼 출시

우리 대학은 지난 14일 패션산업학과 재
학생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BIM이 미취
학 어린이용 한복유니폼을 출시했다고 밝
혔다.

창업동아리 BIM은 우리 옷 한복을 좋아
하는 패션산업학과 재학생들이 모여 만든
한복동아리로, 한복에 대한 전공수업을 듣
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끝나지 않고 상
품개발을 통해 한복의 생활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로 한복유니폼 개발을 시작했
다.

지난 1학기 한국의복구성 수업 참여를 시
작으로 동아리 활동을 개시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첫 번째 상품개발 작업인 ‘전주
대학교 부설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프로그램용 어린이 한복유니
폼’을 주문 생산하게 되었다. 특히 미취학

어린이를 배려해 쉽게 여밀 수 있는 구조
로 디자인하였으며, 한복의 우아한 색감
과 선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리 지도교수인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는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실제 상품
개발과 생산으로 연결되는 실무적 교육은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의 교육 방향이
다.”라고 했으며, 상품을 의뢰한 차경희 완

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 한
복유니폼이 착용될 ‘전통문화의 나라’ 프로
그램이 벌써부터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창업동아리 BIM 팀원들은 “여기에서 만
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복 상품개발 활
동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첫 번째 한복유
니폼 출시를 자축했다.

한편, 패션산업학과는 패션산업 전반에 관
한 창의적 교육과 탄탄한 이론 위에 실무
를 더한 실무형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병행하여 패션디자이너, 상품기획MD, 영
업MD, 창업분야 등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찌코리아와
MOU체결을 통하여 매장관리 전문직으
로 5명이 취업하였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전주대신문은 2021년 9월 1일
(수)자 912호 2면 ‘전문의용소방대
F.L.S.T 심폐소생술 수료증 취득’기
사의 제목 중 ‘F.L.S.T’는 ‘F.I.S.T’,
본문 중 ‘소방안전학과’는 ‘소방안전공
학과’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소
방안전공학과 동아리 F.I.S.T 측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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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돈이 많거나 대출 환경이 좋다고 무조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또한 최근 들어 20~30대 세대
주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에 1~2인 가구까지 늘어
나면서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집을 사기 위
해서는 우리 대학생들도 부동산 제도와 분양 전략에 대해
서 일찍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 가격은 어
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같이 고
민해보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줄 선 지하철

과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부근, 수도권과 관광지 주변에
도시 발전을 위해 기술과 건축 개발을 몰아주었다. 발전
초창기에는 아파트 대량 신축으로 인해 주택보급이 수요
보다 많았고 땅과 건물 가격이 쌌기 때문에 매수하기 적
기였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들은 완공 후 분양
이 끝난 시점에 돌입했고 주변 상가와 사무실 등이 정착
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가격이 싼 시점에
미리 샀던 사람들은 가격 폭등 덕분에 이익을 상당히 많
이 본 셈이다. 그러나 이제야 분양받을 사람들은 가격 부
담 때문에 분양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밀집과 가격 폭등 상태를 줄이
기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혁신도
시 완공 이후 지방에도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 지방 분양
가도 싼 시점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적금에 올인
하는 것보다 건물이나 땅을 사두는 것이 이득임을 이미
과거에 느꼈기 때문에 지방 혁신도시에도 금방 눈을 돌리
게 되었다. 따라서 분양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
도 당연하다. 지방 혁신도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 행정
기관과 상가가 정착하게 되면 비싸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집은 나중에 1등 로또로 돌아온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 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보자. 전주
혁신도시는 2015년에 완공됐다. 초창기 혁신도시 분양
가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40평 기준 2억 7,000만 원
언저리였다. 이랬던 혁신도시에 상가, 공기업 및 행정기
관들이 정착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40평 아파트 가
격이 6억 7,000만 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초기
에 분양을 받았다면 5년 동안 4억을 공짜로 번 셈이다.
매달 100만 원씩 적금으로 모은다고 해도 5년이면 원금
이 6,000만 원이며 이자를 더한다고 해도 1억 원이 되
지 못한다. 적금과 부동산은 이렇듯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복권으로 비교해 보자.
국내 복권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3개는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을 들 수 있다. 현재 물가로 4~5인
가구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구매
하기 위해서는 1등이 당첨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
데 복권 1등 확률을 보면 로또는 800만분의 1, 연금복
권은 500만분의 1, 즉석복권은 4~500만분의 1이다.
만약에 복권에 3억을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을까. 복권 한 장에 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만 장
을 구매할 수 있는데 확률을 더한다고 해도 약 5%이다.
그런데 한 번에 구매량과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니 1등에
당첨될 리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설령 1등이 되었더라도
주택 분양은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권구매는
본인의 자유다. 하지만 복권 살 돈으로 청약에 투자해 자
신이 세대주가 되어 집 값 상승으로 대박을 누려보는 것
은 어떨까. 
현재 전주 혁신도시도 분양이 거의 끝난 시점이다. 혹 지

금이라도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해도 자리가 없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분양 경쟁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택청약제
도이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우리는 주택청약에 눈을 돌
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기 전에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이
해해야 한다.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대학교에 지원할 때 합격
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고 학생부를 관리하듯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아파트도 외형, 건
축 방향, 가격 성장 가능성, 주변 상가 상태 등 여러 요소
를 파악한 뒤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파트
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주택청약통장 종류는 과
거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
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
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
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어 종합저축
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
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방식은 일정
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또한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
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
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
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
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
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청년우대와 기존 통장의 차이는 이자율이다. 기존보다 적
용 금리(최고 1.8%)가 두 배에 가깝다. 기존 주택청약종
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
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자신이 평소 자주 사
용하는 은행에 가서 2~50만 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
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
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
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 원을 자동 이체 하는 방
식을 가장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
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10만 원을 제
외한 나머지 입금액은 예치금으로 산정). 대학생의 경우
아직 지속적인 경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월 2~5만 원 정
도만 해도 충분하다. 납입액은 상시 변경할 수 있기 때문
에 나중에 취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저축 금액을 높이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청약 가점제를 통해
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함이다. 주택청약 가점제
는 기존의 추첨제(무작위 분양)를 대체해 2007년 9월부
터 시행됐다. 실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
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각 부여되는 가
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사실 가구주의 나이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과 같
은 부분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힘들거나 바꿀
수 없는 상대적으로 고유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은 청약통장을 최대한
일찍 가입하는 것뿐이다. 15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긴 시
간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이른 나
이에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 복권과 적금보다 돈 벌기 쉬운 부동산 시장 -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분포(총84점)

1. 무주택 기간(32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2. 부양가족 수(35점)

1년미만 2점
1~2년  4점
2~3년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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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년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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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3점
2~3년 4점
3~4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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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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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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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ZZ세세대대의의  마마지지막막  동동아아줄줄,,  주택청약MZ세대의 마지막 동아줄,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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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의 여파도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15일 기준 현재 우리
나라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전국 1차 접종률은 67.3퍼
센트이며 전국 완전 접종률은 40.3퍼센트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OECD 최하위권에서 17번째로 껑충 뛸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코로나19 완
전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과
사람이 없어 휑하던 여행지들도 차츰 상황이 나아지고 있
다. 또한 코로나19로 지금껏 답답했던 우리들의 마음도 점
차 풀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
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변이에 따라 전파력과 치사율,
증상조차도 모두 다르다. 심지어 백신 회피 여부도 달라 백
신을 접종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심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종류는 적지만 언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

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 중 아
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무증상자도 많다. 이 같은 경우도
생각해서 조금 더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많
다. 대표적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 ‘미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일본ㆍ브라질 변이 바이
러스’등이 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는 그 종류에 따라 특징이 제각각이
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들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우리
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점과 백신을 회피하는 바이러스 변이
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B.1.351 계통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
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요즘 계통 B.1.617.2인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일명 ‘델
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확진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이상원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은 “최근 1주간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8.8%,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98.5%로 나타났다”라고 밝힌 적
있다. 심지어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
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빗발치
고 있는 추세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세계보건기구가(WHO)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거나 저하시키는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염성 및 치사율은 조사 중에 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보
다 68퍼센트 더 감염력이 세고 치명률이 85퍼센트 더 높
다는 통계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과 치사율을 떠나서 우리
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이후
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
다. 2차 백신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
기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라고 생각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을 지켜도 아직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
염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는 지금은 방역 수칙을 준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
일하게 생각해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그저 백신을 다 맞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손소독제와 발열체크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이 완료되
었다고 해도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 이후 우리들의 코로나19
로 인한 갑갑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미래를 그리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
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 행복했던
나날들을 돌아보며 다시 그런 날들이 올 거라는 기대감에
설렜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희망 섞
인 바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코로
나19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방역 수칙을 안일하게 생
각하거나 팬데믹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루빨리 우리가 꿈꿔왔던 일상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지켜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꿈꿔오고 그리워하던 일상들은 우리의 노력
으로 되찾을 수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변이 바이러스 시대,
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변이 바이러스 시대,변이 바이러스 시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미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일본·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계통 B.1.1.7 B.1.429, B.1.427 B.1.351 P.1

전파력 74% 20% 50% 152%

치사율 64% 조사중 조사중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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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원활한 의사소통의 시작
공공언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언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공
공의 목적을 지닌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공공 매체나 공
공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공공언어에 속
한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
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공공언어의 잘못 사용된 예를 들면 “지구대를 개서(開署) 하였
다.”, “물건을 편취(騙取)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장거(壯
擧)는”, “A.E.D”, “GREEN FOOD ZONE” 등이 있다. 이 문
구들은 모두 공공 매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된 문구이다. 위
문구들에서 사용된 ‘개서(開署)’, ‘편취(騙取)’, ‘장거(壯擧)’ 모두
한자어이고 “A.E.D”, “GREEN FOOD ZONE”은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어 영어를 모르거나 한자를 모르는 이들은 단번에
내용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이러한 표현은 각각 “지구대를 신
설하였다”,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랑스러운 그
의 거사는”, ‘자동 제세동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같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로 다듬어 사용해야 한다.

2. 공공언어가 간단해야 하는 이유
공공언어는 정부 문서를 비롯해 민원서류와 보도자료, 법령 및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는 글에 주로 사용된다. 만약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잘못된
외래어 또는 한자어 등 어려운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단어
의 뜻을 모르는 국민은 단번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
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국민의 생활과 경제
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시간 비용은 118.3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은 51.8억 원으로 매년 총
170억의 손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언어는 공공의 목적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표기
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 사회 구성원에게 내용을 전달할
목적을 가진 ‘공공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핵심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해하기 쉬운 ‘용이성’ 총 5가지 요소를 지녀야 한다. 아래는 국
립국어원이 제시한 ‘공공언어의 요소와 항목’을 정리한 표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공언어 요소’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은
35.9%가 ‘용이성’을, 공무원은 32.2%가 ‘정보성’을 공공언어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답했다.

3.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 올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 누리집 ]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잘못 표기된 채로 쓰이
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언어의 표기 방법이나 올바른 외래어
표기 방법이 고민될 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누리집을,
공공언어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공공언어 통합지원’ 누리집을 이
용하길 추천한다. 특히 ‘공공언어 통합지원’과 ‘우리말샘’에서는
각각 새로운 공공언어와 어휘 추가 및 수정 요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직접 어려운 표기를 공공언어로 바꾸거나 잘못된 어휘
를 수정하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문화 ]
공공언어는 공문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변화가 생겼다. 줄임
말과 신조어 등이 늘어나면서 언어가 더욱 간결해질 뿐만 아니
라 새롭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과 혼용, 줄임말 등의 증가로 인해 연령대별 의사소통 격
차를 비롯해 비슷한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
다.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우리 한글의 보존을 위해 누구
나 쉽게 알 수 있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개강 후 과제와 수업 때문에 급격히 많아진 일정으로 학생들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하지 못한 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학교 주변 카페에도 공부를 위해 많은 학생이 찾고 있다. 하지만 카
페가 본래 차 한 잔의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니만큼 ‘공부하는 곳’이 아닌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언제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여러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전주의 이색카페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영역 요소 항목

정

확

성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갖추었는가?

소

통

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성,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로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일상 속 힐링을 위한 이색카페

말 그대로 오래된 정미소를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카페다. 양옆의 풀과 꽃이 우거진 길을 지나면 잔
디밭 위의 빨간 콘크리트 지붕을 가진 건물이 바로
색장정미소다. 외부에는 투박하게 놓인 장독대들과
빛바랜 의자, 다양한 화초들과 잔디가 손님들을 맞
이한다. 내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과
3층은 한 팀씩 앉을 수 있는 작은 다락이다. 이 2
층 다락이 포토존이다. 2층 다락 창문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 곳곳에
놓인 평소에 보기 힘든 골동품들과 옛날 영화 포스
터들이 오래된 정미소의 모습과 잘 어우러진다. 주
문하고 자리에 앉으면 주인아저씨가 툭툭 무심하게
농담도 던져주신다. 벽마다 빛바랜 포스터들과 눈
길 닿는 곳마다 있는 다이얼 전화기, 라디오 등 덕
분에 1950년대에 와있는 기분이 든다. 근처에 다
른 건물 없이 작은 동네로 이어지는 입구에 있는 카
페라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곳의 대표 메뉴로는 배즙에 쌍화탕 한약을 넣고 대
추와 잣을 얹은 ‘이강주 차’, 통 자몽을 얹은 ‘자몽보
숭이’, ‘쌍화탕’, ‘오미자차’, ‘가래떡 구이’ 등이 있다.

*전화 : 063-272-2460          *영업 : 매일 11:00~21:00
*주차 : 무료주차 가능 (50m 직진 왼편 또는 카페 앞마당)
*와이파이, 충전기 사용 가능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색장길 2-15
*찾아오기 : 전주한옥마을에서 남원 방향으로 차로 약 5분 거리 색장동 버스정류장 입구

첫 번째, 완산구 색장동 소재 ‘색장정미소’

이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치지 않았다. 이곳은 강아지를 직접 안아보고 만져볼 수 있는 강아
지 카페이다. 꼭 강아지를 동반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 강아
지를 동반할 시 3차 접종까지 끝난 강아지들만 입장할 수 있다. 독
타곤은 강아지 카페뿐만 아니라 강아지 호텔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미용도 겸하고 있다. 20~25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이 지내고 있는
데, 안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많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
준다.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있다. 먼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입장해야
하며, 외부 간식 급여를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이 적힌 표지판이 출
입문 앞에 세워져 있다. 치와와나 말티즈 같은 소형견부터 웰시코
기나 푸들 등의 중형견, 도베르만이나 골든 레트리버 같은 대형견
까지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다. 대부분의 강아지가 친화력과 사교성
이 강해 무릎에도 올라오고 옆에서 잠들기도 하지만, 가끔 말을 듣
지 않거나 짖음이 심한 강아지는 잠시 밖의 테라스에 격리하는 등
직원이 행동교정도 한다. 입장료 7천원에 음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음료는 강아지가 함부로 먹으
면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음료 보관함
에 보관해두고, 마시고 싶을 때 꺼내서 마시면 된다. 독타곤은 강
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여건이 안돼서 못 키우거나 본인 반려견을
카페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모두 만족할 만한 카페이다.

*영업: 매일 8:00~24:00 연중무휴  
*1인 7,000원/5세 이하 어린이 5,000원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35-3 H열애빌딩 7층

두 번째, 완산구 효자동 소재 ‘독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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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이유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이유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이유
근로장학생이란?
도서관이나 박물관, 선교지원실 등 학교 내의
시설을 방문하면 ‘근로장학생’이라는 명찰을 매
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매 학기가 시작
될 때쯤 에브리타임을 장악하는 키워드, 근로
장학생은 대체 뭘까?
근로장학생은 말 그대로 근로하는 장학생이
다.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는 기관에서 일하
고 장학금을 받는 형식인데, 이 기관에는 교내
와 교외가 있다. 교내는 시급이 9,000원, 교
외는 11,150원으로 교외가 더 높다. 하지만,
학기 중 강의를 들으며 근로하기에는 교내 근
로가 더 편한 점이 많아 대부분 학생이 교내를
선호한다.
근로장학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장학금 신청
을 한 뒤, 근로지 신청 기간이 되면 원하는 근
무지에 지원서를 넣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장
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까다로운 편이다. 먼
저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이고,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요
구하는 우선선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건이라도 우선선발 될 수 있다.
보통 지원구간 50%, 직전 학기 성적 50%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기관마다 지원자
의 평균 성적이 달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
지만, 도서관은 보통 지원구간과 성적을 점수
로 환산했을 때 92점 이상인 학생들이 근로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매 학기 다르
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2학기 근로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기 중
근로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방학 집중근로 프
로그램이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중이며, 선

발된다면 동계 방학에 근로장학생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
사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좋다. 에브리타임에서는 “근장 어디
가 꿀인가요?”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답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
는 곳이 꿀이다.”이다. 근무지 신청 기간에는
기관마다 주요 업무와 우대사항을 올려준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생, 카운슬링센터에서는 상담심리학과를 우
대한다. 꼭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요 업
무가 문서 작성, 포스터 작성, 엑셀 등이라면
그 분야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추천한다. 필자는 문헌정보학과를 복수
전공 중이고 평소에도 도서관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장학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근로장학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강도
가 낮기 때문이다. 보통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편의점, 홀서빙,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는 쉴
틈 없이 바쁜 경우가 많고, 서비스직이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다. 그러나 근로장
학생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업
무 강도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낮고, 교내에
서 근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상’을 만날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높지
않은 업무 강도에도 괜찮은 시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교내 근로장학생의 시급은 9,000원

으로 최저시급보다 높다. 무엇보다 교내에서
근로하니 수업을 듣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애매한 공강 시간에도
근로할 수 있고,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업에도 지장
이 없다. 이런 다양한 장점 때문에 근로장학생
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도서관 근로장학생은 무슨 일을 할까?
필자는 도서관 연속간행물실에서 근로했으며,
현재 도서관 사무실에서 근로하고 있다. 부서
마다 업무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업무는 사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다. 청구기
호 스티커 붙이기, 도서 감응 작업, 이용자 안
내, 비품 확인, 문서 작업 등의 간단한 일이 근
로장학생의 업무다. 도서관 근로 장학은 특별
한 엑셀 능력이나 피피티 능력을 요구하지 않
고 일이 없는 시간에는 개인 공부를 할 수 있

어 매 학기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특히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 번 도서관에서 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배우는 것
필자는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
다. 배운 내용을 수업에서 활용하기도 했고,
사서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보며 꿈을 더욱 키
울 수 있었다. 월급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이지
만, 학교 기관이라는 특성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보존
서고라는 곳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이며, 책에
붙여진 별치기호의 뜻도 몰랐을 것이다. 경험
이 재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뭐든 해보면 얻는
것이 있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일러스트:김은지 기자(dmsw11259@jj.ac.kr)

축복은 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느낀 하루였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가 되리라
생각한 하루였다. 하늘에 대고 목 놓아 울어본
하루였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보고
더 뭘 어쩌라고요. 물론, 하늘에선 아무런 답
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하루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는, 도무지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
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 혼자 사는 거라지
만, 그래도 진짜 혼자가 되니 이거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다. 과거에서는 고통에 빠져 숨
이 가팠다. 현재에서는 일터에서 온통 깨지고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내 인생은 빨간불, 비
상등, 사이렌 천지였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나에게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나의 상처를 그들
에게 털어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
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내 ‘그래, 이
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
는 그 생각을 밤새 집을 벗어나 자취를 시작해
도 이런 지옥 같은 날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술이 날 재우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은 날도 있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

루하루 해가 지고 뜨듯이 살고 있는 어느 날,
심심해서 산책이라도 가야지 생각했다. 그냥
갑자기 심심해서였다. 기왕 가는 거 조금 차려
입어 보고 싶었다. 머리를 감고, 수염을 밀고,
양치를 했다.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는 선크림
도 바르고 아끼던 향수도 뿌렸다. 문득 이 향
수는 누가 준 건지 고민했다가 그게 뭐가 중요
한가 하고 칙칙 뿌려댔다. 너무 많이 뿌렸는지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여태껏 방안을 가
득 채웠던 적막한 공기가 그나마 산뜻해진 듯
했다.
밖에 날씨는 완벽했다. 사실 며칠 동안 어두

운 천장만 보고 살아서 적당히 맑은 하늘이라
도 완벽한 날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어폰으
로 노래를 들으며 동네를 걸었다. 목적지는 천
변.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다. 커
피를 하나 사들고 생각 없이 걸었다. 마시고
걷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천변에 도착해
있었다.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 조깅과 달리기
를 하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어색한 그림으로
합석을 시도했다. 운동복과 트레이닝복 사이
에 블레이저를 입은 남자가 혼자 덩그러니 껴
있다니,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프다. 암튼 혼
자서 기념사진도 찍어보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었다. 슬슬 다리도 아파져서 집에 돌아가기

로 결정했다. 마시고 걷다 보니 해가 저물었
고, 등은 땀 때문에 축축해져 있었다. 아무리
초봄이라지만 그렇게 껴입고 몇 시간을 걸으
면 다 젖는 것이 상책인 것을 나는 몰랐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다시 어둠을 맞이

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옅은 어
둠을 맞이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드문드문
천장의 원래 색깔이 보였다. 천장의 벽지가 저
런 색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기분이
묘했다. 해방감은 아닌데, 어떠한 의지가 생기
는 것 같았다. '내일도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방금 내 삶에 의문이 들기 시
작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볼까
'.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방금 내 삶에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찾은 듯했다. 방금, 순간에 내가 존재했
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살
아있음을 느꼈다. 이내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 그곳을 향
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혹시 나와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

다면 전하고 싶다. 얼마 전까지 나는, 아니 어
쩌면 지금도 나는 늘 겁을 내고, 무기력하고,
자만하고, 게으른 삶을 산다. 더 나아가기는커
녕 세상 앞에서 물러서고, 형체 없는 것에 두

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축복
이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에 한 번쯤 반
전은 있다는 말이다. 그날 내가 뿌린, 누가 준
지 모를 향수처럼. 산책을 하고 나서 우연히
나를 찾고, 그렇게 내 주변을 다시 찾게 된 그
날처럼.
물론 쉽지 않다. 당신의 시나리오가 보기 좋

게 빗나가고, 바라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날 수
도 있다. 아니, 어쩌면 깨진 조각조차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애초에 당신에게
는 깨질 축복 따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축복은 문득
당신을 찾아간다. 약속한다. 때문에 당신은 준
비를 해야 한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
고, 깔끔하게 얼굴을 씻어야 한다. 누가 준 건
지도 모르는 향수가 있다면 뿌리며 기분을 내
야 하고, 목적지를 정하던 정하지 않던 일단
걸어 나아가야 한다. 이 글 또한 당신을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끝내 바라던 곳에 도착하
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우리는 마땅히 살아
야 하니까. 내가 '그날'을 살아냈던 것처럼.

장승종(상담심리학과 17)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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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확인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한 가
지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성 갈등’이 나올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
공의창’에 따르면 20대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성 갈등’을 꼽았다. 더군다나 이 조사는 2018
년도 자료이기 떼문에, 성 갈등이 더 고조된 지금은 이때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둔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들이 ‘여성가족
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
다. 표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 갈등’이 크게 관
련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
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가족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가부의 정책 방향은 남녀 모두가 조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녀 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성
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
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다. 즉 성 갈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요구되는 성 평등을 위한 활
동을 하는 정부 부처이다. 지금 같이 성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부 부처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 갈등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가부 무용론, 더 나
아가 폐지론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평등을 지향하는 정
부 부처가 성 갈등을 조장하는 이미지가 된 것은 인터넷
에서 무차별적으로 여가부에 대한 루머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루머들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
여성에 대한 권리만을 위한 정부 부처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했던 1995년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국제연합이 베이
징에서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한 이후 노무현
정부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현재의 ‘여
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 대한 루머는 끊이질
않았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이다.’ 혹은 ‘여성가족부의 직원들도 대부분 여성 단
체 등에서 특채되었다.’등 여러 루머들이 지금까지도 돌
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성 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여가
부의 이미지가 성 갈등을 조장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

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이미지를 악용
하여 선거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근거
만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여가부의 존폐 유무를 주장한다
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을 듣는 사
람들의 여가부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발언이 뜻하는 이미
지가 크게 상반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성 갈등을 조

장하지 마세요.’라는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말이 사실 성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같
은 공약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
는 방향으로 투표할 수 있을까? 우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관점으로 바
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른다면 다양한 정보의 수용이 가
능해져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부는 진짜 어떠한 일을 하는 정부 부처일까? 여가부
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았던 90년대 베이징 선언을 통
해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장관급 여성 정책 관할 부처가
지금껏 이어져 온 것으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
부처가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 부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가부 같은 정부 부
처가 전 세계 97개의 국가에 설치되어있다. 90년대에
비해 여성의 권리 증진이 완화되고 이슈화된 지금은 여성
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성 평등이나 가족 업무 등 다양
한 일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
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등이 있
다. ‘청소년체’라는 글꼴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ㆍ교육 센터 및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활
동도 수행하였다. 또한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성폭력 관련 법률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시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시켰다. 또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등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
왔다. 이처럼 여가부는 혁신적인 방법을 정책 입안을 인
정받아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아
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2등으로 여성가족부는 자랑스
러워할 만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이다. 이렇게 여성가족
부는 90년도부터 여러 가지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만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대학생들, 20대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대를 이끌어
야 하는 시기에 출발선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 갈등으로 겪을 문제들과 앞으로 헤쳐나아가야 하는 겪
은 문제들을 다음 세대의 숙제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
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
로 편견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
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
은 우리 사회와 스스로를 위해서 멋지게 쓰일 것이 분명
하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가장 심각한 한국사회 갈등 (%)

이념갈등     세대갈등      성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기타           모름

응답자 전체

20대



9기획제913호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1년 창업선

도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11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있는 예비·
초기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고, 시장 지향적 맞춤형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성공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업가정신 함양, 리더십 고취 등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도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은 대학생 창업 상담,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장학금, 자금·공간 등의 창업지원, 멘토
링 등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
다.

창업지원단에는 다양한 센터가 있는데, 각각의 센터에서는 어
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창업지원단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비

창업지원센터’, 초기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창업드림학
교’, 고등학생, 지역 창업가, 지역 창작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센터’, 창업보육 공간 및 이노폴리스 캠퍼스를 운영하
는 ‘창업보육센터’, 교수 및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는 ‘실험
실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장학금을 지원하는 ‘창업확산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확산센터’에는 전주대학교 학생만을 위한 프로

그램이 있습니다. 창업 인재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
는 창업특기생 제도, 벤처창업과 연계하여 창업학사를 취
득할 수 있는 벤처창업 연계전공,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 학점제, 창업 활동을 창업장학금으로 돌
려주는 창업장학금제도, 창업강좌, 창업캠프,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거창한 계획이나 자세한 정보가 없는 사람
도 창업을 할 수 있나요?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창업은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합니다. 창업을 단번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단계별 창
업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충분히 준비하고, 창업을 진행해
야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창업강좌, 창업캠프, 창업
동아리, 창업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만 29세 미만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
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천합니다. 창업 시작 단계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를 통
해 시제품 제작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창업 성장단계에서는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최
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판로개척지원사
업’이나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EXIT 전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이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나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

원사업을 통해 24개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 276억, 신규
고용 164명을 달성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는 예비창업패키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규 주관기관,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 등
에 선정되어 2021년 78억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상반기
에 마감되었고,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
지 ‘벤처 주간’으로 다양한 창업 행사가 열립니다. 판로개
척 지원사업 ‘라이브커머스’, 연합투자 IR, 비대면 해외시
장개척단,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창업세미나 등 다양한 행
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향상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에서는 2021년에 9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1,200명의 학생이 강좌를 듣고 있
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아이템이 과연 사

회에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이
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화한 창업 아
이템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학생들도 1:1 멘토링을 통하
여 멘토와 함께 창업 아이템을 고민할 수 있으며, 아이템
전문분야의 교내 교수님들과 함께 아이템을 고민해보는 프
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보자를 위해 창업은 무엇
이고 창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육하는 ‘실전창업교
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가진 학생
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지원단은 대학 본관 2층 218호에 있으며, 창업보

육센터는 벤처창업관 103호에 있습니다. 또한 자유관
307호에는 코워킹스페이스, 교수연구동 지하에는 창업동
아리실이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
시다면 창업 소통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
널,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원스톱 창업상담창
구(063-220-2840)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창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 역동

적인 일이 많습니다. 다양한 창업자들을 만나다 보니 정형
화되지 않은 일이 많아 생동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한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를 창업매니저로 결정하고, 훗
날 같은 공간에서 창업매니저로 다시 만나 함께 고민을 나
누고 파트너로서 일할 때 묘한 설렘이 있습니다. 내가 누
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길을 제시하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찾는 시간

입니다. 남들이 하는 길을 따라가느라 급급해하지 않고 공
부뿐 아니라 게임,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나의 관심사 속
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코로나와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개인의 경쟁력과 전

문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
아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CEO를 꿈꾸고 도
전한다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
려움, 성공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할 텐데 이를
넘어서서 과감히 도전하고, 또 현실적으로 목표한 바에 이
르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음 도전을 위한 큰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는 무엇이 있나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창업아이템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
비스가 무엇이든 당장 시작해도 출시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연구 개발이 중요
한 제조업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을 선정할 수 있
습니다. 기획한 창업아이템이 지금이 아니라 6개
월이나 1년 뒤에도 유효한 아이템인지, 이미 너
무 늦은 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
리고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호하는

아이템인지 대표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
라보고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제품들은 꼭 나빠서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
며, 내 제품/서비스가 최고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
니다.

창업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행력과 속도는 스타트업의 생명입니다. 실행력의 첫째

요소는 구현 능력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가상의 것을 손
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천상의 이
미지를 이 땅의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뭔가 만들
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타트
업의 생명 같은 실행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행력의 둘째 요소는 사람을 움직이고 설득해 지지자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좋은 평판과 입소문을 얻어야 합니다. 주장과
부탁만으로는 설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행력의 셋째 요소는 딜레마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에

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CEO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창업가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에 대한 사랑이 곧 에너지입니다. 창업의 성공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력, 정신력,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
다.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게 열정입니다. 인격과 에너
지가 있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단을 올라가듯
한 걸음씩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대학, 창업유관기관, 사기업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

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에게 적합
한 교육·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선별하여 도움을 적극적
으로 받으시고, 성공한 창업자가 되어서 후배 창업가를 양
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CEO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노경민 팀장 인터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 최대 명
절인 한가위에는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이 절정에
이른다. ‘불황이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한탄
이 끊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추절을 맞는 마음은
언제나 동심이다. 평소 잊고 지냈던 고향이 마음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이다. 
▼ ‘한 가운데 있는 큰 날’인 ‘한가위’에는 알알이
오곡백과가 여물고 보름달이 꽉 찬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와 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을
생각하면 그저 설렌다. 일가친척이 한 데 모여 예
배하고 선조들의 믿음의 본을 기리고 서로를 격
려할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하니
만 풍요의 계절인 가을에 맞는 추석이 모두에게
기쁜 날은 아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향을 찾
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시설에서 쓸
쓸히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 지척에 고향을 두
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 홀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코리언 드림을
안고 이국땅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탈
레반을 피해 낯선 땅에 숨죽이고 지내는 아프가
니스탄 사람들에게 이런 명절은 그저 서글플 뿐
이다. 이렇듯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무척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관심과 사랑의 손길
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추석이라고
는 하나 송편 구경 못 하는 소외된 이웃, 아무도
찾는 이 없거나 갈 곳 없는 노약자와 나그네 외국
인을 마음으로 품는 일이다. 가족들조차 마음 편
히 모이기 어려운 시절이기에 후원금과 선물과 과
일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
는 이들을 온라인과 통신매체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한 깊은 만남으로 격려해주면 더욱 좋을 것
이다. 
▼ 모든 사람이 가슴 따뜻한 한가위를 맞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주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
다. 그래서 칭찬받는 공동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대학,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
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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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1-2
학기 교직원 예배를 실시한다. 올해도 작년
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전체적인 진행과 메시지는 한병수 목사(대
학교회 담임)가 담당한다. 2021-2학기
교직원 예배는 9월 8일 개강예배로 드려
졌으며, ‘죽음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었다.
<죽음의 목소리_전도서 4장 2-3절>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을 나에게는 다가오

지 말아야 할 저주와 재앙, 불행, 슬픔의 원
흉으로 간주된다. 성경도 장수를 복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므두셀라는 969세를 생존했다. 그러나 성
경에서 가르치는 장수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늦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무덤으로 들어간다. 빈과 부도,
명예와 불명예도 무덤으로 들어가며 지혜
와 명예와 지식, 인기, 재물도 무덤 앞에서
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만약 우리가 하루를 살고 죽는다면 하나
님께 구하고 싶은 소원은 무엇인가? 솔로
몬은 ‘지혜’를 구하였다. 장수도 후순위로
밀어내는 솔로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칭
찬이 주어졌다. 그러나 전도자는 모든 사람
이 동일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지혜로운 인생도 헛되다고 탄식한다. 솔로
몬은 출생과 삶과 죽음을 비교한다. 솔로몬
에 의하면 출생하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
고, 일찍 죽은 자가 덜 행복하고, 아직 살
아 있는 자는 가장 불행하다(전 4:2-3) 여
기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순위가 생존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인생은
생존의 길이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
하다. 예수는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임
을 당하였다. 그의 짧은 삶은 불행인가 행
복인가? 예수는 죽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의 때’라고 해석하
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요 12:23) 바
울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
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빌

1:23)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치관은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마련된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이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
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되고 무익하다. 바울
의 말처럼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직 이 땅
에 존속하는 이유는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
로 사랑의 사명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하고, 죽으려면 욕심을 제거해야 가
능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를 선포
한다. 그의 죽음은 사랑의 회복에 열쇠였
다.“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
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섬김의 원리는 죽음
이다. 죽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
다. 
죽음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
되다는 것. 둘째, 죽지 않았다면 죽음보다
더 복된 가치를 알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
셋째, 추구하는 방법은 죽어야 산다는 것.
전주대의 모든 구성원은 이 세가지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주대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구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한다.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말로 시시비비 따져서 해
결될 문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

으셔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죽으셨다. 주
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
해야 한다는 것은 유일한 주님의 새로운 계
명이다. 이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주님
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계명이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
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
하고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처럼 죽음
이다. 누구든지 죽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면 자신의 죽음
이 강력한 목소리가 되어 자신이 속한 공동
체는, 세상은 변화된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교직원 예배 - 죽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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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9, 새번역)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대학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
니 감사합니다. 진리, 자유, 평화의 가치를 따라 전주대학
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
육의가치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아침이 되면 사
라지는 밤안개처럼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식 탐구의 현
장인 강의실에서,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
남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니 감
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꿈이 우
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전주대학교에 몸담고 그 시간의 한
페이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꿈이 심어지고 자
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변해야 살아남는
다는 소리에,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현실의 무게 앞에 하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을 지켜가게 하옵소
서. 타협을 말하고 합리화하는 소리 앞에서 우리 대학이 지
켜가야 할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
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

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성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학생
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학생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그
들의 성장을 힘써 돕는 교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우리 대학이 각자 다른 삶의 여정과 인생의 경험 속에
청년의 푸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삶의 목적과 방
향을 잃고 헤매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수고하여
소망의 길을 찾아가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계절마다 다시 찾아오는 학교의 일정 속에
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멈
추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은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
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생
명 열매를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대학이 왜 여기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날마다 다시 새기며 하루하루의 여
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따라 동행하며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대 중에 희망을 심는 대학으로 존재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고 축
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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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문

이동현 목사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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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징계는 유익하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 그러나 징계를 무시하면 짐
승으로 전락한다. 징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
침은 이렇게 단호하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
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
12:7)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지적한 말씀

이다. 징계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대우
하는 것이기에 참으란다. 참을 때에 징계의
고난은 연단이 되기에 참으란다. 아들을 고
난으로 연단하는 이는 아버지다. 그런 연단
과 훈련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징
계하는 분은 공포의 아버지가 아니다. 징계

의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법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의 농도는 짙어진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
으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농도도 측량을 불허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자의 반열에 곧장 등
극하는 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
들로 거듭난 자들은 서서히 성장한다. 그런
성화의 필수품은 징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가리키기 위해 헬라어 "파이데이아
"(παιδεια)를 사용한다. 교육이나 훈련을 가리
키는 단어이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파괴를 겨냥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
자가 밝혔듯이 거룩에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빚는
조각칼과 같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
지가 않다. 그러나 징계로 연단된 사람은 의
의 평온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가 풍기는 고유

한 향기를 경험한다. 그들 중에는 시기심이
생길 정도의 안정된 의가 느껴지는 도전적인
사람들도 있다. 처음에는 부요한 가정에서 좋
은 부모 밑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삶의 기구한 사연
을 들어보면 연단의 결과라는 사실이 금새 확
인된다. 인간은 원래 미련하다. 이것을 지혜
자는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함이 있다는 말로
묘사한다. 훈련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어
리석음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단언한다.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인내이다. 우

리를 아들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의 증거이

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한다. 우리
의 본성을 뒤덮은 미련함이 벗겨지고 삶에 박
힌 우매함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
된다. 성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아들의
신분 재확인과 거룩에의 참여와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
하는 고통스런 징계와 연단은 과연 경한 것
이겠다. 그리고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이다. 필히 지나간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징계는 파괴

의 수단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없는 분
노의 출구로 동원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
사도 학생을 징계해야 하겠으나 부모의 사랑
으로 그리해야 한다. 학생의 파괴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아비의 심정으로 눈
물이 묻은 사랑의 매를 사용해야 한다. 목회
자도 동일하다. 성도를 권징해야 한다. 그러
나 재판관의 차가운 판결이 아니라 아비의 마
음으로 파괴가 아니라 성화의 방편으로 그리
해야 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

12:1)
징계는 강한 책망과 거절의 언사를 의미하

고 때때로 수정을 위해 처벌도 수반하는 개
념이다. 징계를 싫어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대
체로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나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완전주의 교만이 바로 그
것이다. 이는 짐승의 징표란다. 짐승은 자신
의 본성을 수정하지 않는다. 불변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며 일평생 살아간다. 그
런 짐승을 징계하면 본성마저 파괴된다.

그런데 징계의 거부는 금수의 세계에서 일
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우리
안에서도 뾰족한 지적의 목소리가 고막을 살
짝만 건드려도 곧장 격렬한 불쾌와 보복의 이
빨을 드러낸다.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짐승
의 본성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낸다. 변하
지 않는 사람과 종종 마주친다. 좋은 것들은
한결 같을수록 좋다. 그러나 죄인의 관념과
습성에 가공할 천착을 보이는 불변의 사람들
은 혹시 어리석은 짐승에 가깝지는 않은지 돌
아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성찰의 눈으
로 나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게 된다.
한 사람이 바뀌는 건 기적이다. 한 가정의
변화도 기적이다. 교회의 변화,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 세계의 변화도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징계를
싫어하고 수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칭찬과
고집은 인간의 본성적인 기호이다. 이와는 달
리 수정과 변화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는 지
식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혜자는 규정한다. 나
는 불완전한 자이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자
이고 배운 바가 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주를 향하여 나날이 자라가는
자가 지혜자다.
변화는 익숙하던 것들과의 이별과 생소하던

것들에의 적응을 요구한다. 당연히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변
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시라. 징
계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첩경이고 거부할
때에는 짐승이 되기 때문이다.

징계의 가르침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로마의 황
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다. 그는 예수 승
천 이후 2세기에 걸쳐 로마 황제들에 의해 자
행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풀어 주었고 기독
교를 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없었
다면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계속 되었을 것이
다.
그는 출생부터 흥미로운 얘기들이 전해온다.

그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는 305년 서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가 되기 전인 271년 지
금의 세르비아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그곳 어
느 시골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여
관 주인의 딸인 헬레나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이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이
다. 하룻밤을 묵은 젊은 장군은 전쟁터로 다시
떠났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이별이었다. 수개
월 후 헬레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
을 아버지를 본 따 ‘콘스탄티누스’라 지었다.
물론 헬레나는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
고 장군 역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조차 몰
랐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장군은 승진을 거듭하여 헬레나가 사는 지역
의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어느 날 그의 장교가
헬레나와 콘스탄티누스가 살고 있는 여관에
갔다가 총독과 닮은 어린이를 보고 총독에게
보고 하였다. 그러자 총독은 모자를 데려 오도
록 하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총독과 평민 여성
의 결혼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신분상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우스는 헬레나를 아
내로 대우하였고 콘스탄티우스를 자신의 아들
로 인정하였다. 아무튼 얼마 동안 헬레나는 콘
스탄티우스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 하게 되었
으나, 이러한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유는 콘스탄티우스가 부황제로 승진할 기회
가 왔는데, 부황제가 되려면 정황제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는 제국의 규정이 있었으므로 당
시 서로마 황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콘스탄티우스는 부황제로 승진하였고 영국

주둔 로마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갈 때 십대 후반의 장성한 아들 콘스탄티누스
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
다. 동방의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18세

의 콘스탄티누스를 인질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따라가고자 했던 그에게 인질이라

는 족쇄가 채워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
복이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황제 밑에

서 군사적 정치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김동주,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린 시절(상)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1

▲ 캄피돌리오 광장 전경과 그 중앙에 있는 콘스탄티누스의 말 탄 동상(필자 촬영)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 뒤의 동상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이고 광장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필자 촬영) 

'



12 오피니언 제913호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복수 전공은 재학 중에 주 전공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복수 전공을 한다면 졸업 시 주 전공과
복수 전공 모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한다. 

이번 ‘에브리타임’ JJ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에는 ‘복수전공생의 학기 당 최대 학점을 늘려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복수 전공을 진행
할 때 학칙으로 정해진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
학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
해서이다. 한 학기당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을 늘려준다면 전공 인정을 위해서 정해진 최
소 학점을 맞추기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지
금 본교 최대 학점 시스템은 전 학기 성적 3.0
이상일 시 19학점을 최대 학점으로 하기 때문
에 만약 복수 전공 선택을 늦게 하거나 혹은
운이 좋지 않아 수업 시간표들이 많이 겹친다
면 부득이하게 학교를 더 다니거나 복수 전공
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최대 학점을 더 늘려달라는 청원
이 올라온 것이다. JJ청원 게시판은 청원 글
게시 이후 일주일 동안 공감수가 200이 넘는
글에 응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복수전공생의
학기 당 최대 학점을 늘려주세요’라는 글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219의 공감을 얻었다. 일주
일 만에 찍힌 219의 공감수는 복수 전공을 이
수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최대 학
점으로는 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 학점에 맞추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복수 전공을 한다면 주 전공과 복수 전공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할
만큼 학생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그만
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부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 당
연하게도 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한다는 것은 훨씬 빡빡
할 것이다. 보다 공부하기 쉽거나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기는 힘들다. 아마 복수 전공을 하는 학
생들의 시간표 대부분은 전공 수업들로 가득
찰 것이다. 또한 타 전공 수강 신청을 하는 경
우 수강 여석은 주 전공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담당 교수에게 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지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어렵게 수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다. 1~2학년부터 기초적인
선행 과목들을 듣는 주 전공 학생들과 달리 복
수 전공을 하면 학점과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바로 3~4학년의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를 위해 1학년 1~2
학기의 과목부터 듣는 것은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표나 학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복수 전
공을 하는 학생들도 동등하게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 졸업 작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이미
두 가지의 전공을 이수하고 두 가지의 학위를
받기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한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
들에게 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는 것은 무척 큰
고민일 것이다. 시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혹
은 경제적으로든 학생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
이다. 경제적인 면으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규정이 바뀌어 10학기까지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어 부담감이 조금은 덜하지만 장학금
을 받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 아직은
학생들에게 힘든 결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당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조금 늘려주어 학교를 더 다녀야만 하
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복수
전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수 전공자들에 한하여 최
대 학점을 늘려주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다. 빠
른 시일 내에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고충
을 이해해 주는 제도가 나올 수 있게 여러 가
지 제도들을 청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이다.

복수 전공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을 위해

윤혜인 기자
(hyeout@jj.ac.kr)

기자칼럼

백신 접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수업 방식 논란

지난 8월 30일(월)부터 10월 2일(토)까지 총 5
주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고 있
다. 2020년도부터 개강 이후 이렇게 한시적으
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 왔는데 매번 그래왔듯
이 이번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비
대면 수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비대
면 수업을 진행하지는 의견이 둘 다 나왔었다.
두 의견 다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
을 내용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비
슷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작년에는 갑자기 들이
닥친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에 대학 생활은
물론 간단하게 밖을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현실
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40퍼
센트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맞은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백신 2차 접종자가 4명
이상 있을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정부에
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백
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진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코로나19 이전의 대학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꿈
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현재 방역 정책
아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19 백
신은 보통 나이가 많은 순에서 나이가 어린순으

로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학생들 중에
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받고 있는 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한
다면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백
신을 맞아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
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도 높아 대면으
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 즉 대학 생
활을 대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다.

또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보다 더
곤란해 하는 학생들이 있다. 타지역에서 등교하
는 학생들은 한시적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더욱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특히 이번 수업 운
영 방안에서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으
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따금 사전 공지
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
을 바꿔 몇몇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에
브리타임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만약 타지에 사
는 학생이라면 처음 공지에 따라 미리 방을 얻
거나 기숙사를 신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수업 방식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또한 통학버스도 5
주 동안은 운행하지 않아 불편함과 더불어 금전
적 손실도 생기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수
업을 듣기 위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것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일 것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면 비대면으로 수
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대면 수
업을 위해 방을 얻거나 기숙사를 신청한 학생들
은 만약 전면 비대면으로 바뀐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비는 똑
같이 내는데 수업을 비대면으로만 하고 학교 건
물 사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불만
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갈등이 존
재한다. 하지만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가 시
작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대학생활과 방역
수칙을 최대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 운영 방안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
법일 것이다.

조민서 기자
(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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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75%, 완전 접
종률이 47%를 넘어섰다. 정부에서는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
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
상 회복 체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
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지난 2년 간 잃고 살
았던 우리 일상도 11월부터는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
두의 자발적인 협조와 희생이 필요하다. 먼저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
는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할 것이
다. 아직도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가
짜뉴스나 음모론에 선동되어 백신 접종을 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
증된 사실들만 찬찬히 들여다봐도 백신 접종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막연
한 불안감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기보
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백신 접종을 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
다면 말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잠시간의 방심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아온 결과를 벌써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
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만 믿고 마음을 놓았다
가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분명 온종일 마스크를 쓰
는 일은 불편하고, 어떤 공간에 갈 때마다 해
야 하는 방문기록 체크는 불편한 일이다. 하지
만 그런 불편함을 잠시 벗어나는 일이 일상 회
복이 가져올 가치보다 크지는 않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남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캠퍼스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를 준비해
야 한다. 현재의 캠퍼스내 방역 수칙 가이드라
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가 바뀌면 대면 수업이
활발해지고, 각종 모임도 재개할 가능성이 크
다. 그런 상황에서 적정하게 통제할 지침이 없
다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
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추어 캠퍼스 내에서 지
켜야 할 수칙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구성원
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
생 가능한 사안들을 최대한 폭넓게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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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신임 교원, 언제쯤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초 발생한 COVID-19 확산
은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
formation) 현상을 촉진하는 촉매제
로 작용했습니다. COVID-19 방역과
관련된 제 조치가 불러온 경제 활성화
로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연구소,
학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 거의
모든 조직에서 운영 프로세스 개혁을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 혁신 노력을 더
욱 빠르게 경주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중고

는 물론 대학과 대학원에서도 온라인
학습이 전면 시행된 지 벌써 네 번째 학
기를 맞이했습니다. 초기의 혼란스러웠
던 상황이 지난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전면
비대면 방식이라는 수업 환경 변화가
이미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메타버스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여 비대
면의 대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 치고는 참 놀라
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임용된 신임 교원 입

장에서는 비대면의 일상화라는 이 상황

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아는 것
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더 공부해서라
도 있는 걸 모두 탈탈 털어 우리 학생들
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에,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
의 의견 제시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
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인 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지
는 않은지, 수업 방식이나 진행 속도가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도 반응이 없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수
업이 화제가 되는 시대에 학생들과 서
로 눈을 마주치고 비언어적 소통을 주
고받으며 상호작용하고 싶은 마음은 ‘옛
날 사람’의 고리타분한 욕심이 되고 만
것일까요? 
아직은 어떤 기술도 대면을 통한 자연

스러운 ‘관계 맺음’을 보장하지는 못하
는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앞으로도 한
동안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갈증 때
문에 고민하고 아쉬워하는 시간을 보내
야 하겠지요. 저는 언제쯤 우리 전주 대
학의 학생들은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신임 교원, 학생들과 만나고 싶습니

다! 

정다운 교수
(경영학과)

교수칼럼

농부의 마음처럼

7월 말 최종 임용 합격 소식을 듣고
나자 그간 내가 거쳐온 학업적·직업적
여정들이 하나둘 눈앞을 스쳐 지나갔
다. 나는 국내에선 아직 개설되지 않았
던 무용/동작치료를 전공하기 위해서
다소 외로운 모험을 감행했다. 그 여정
은 내게 문화적·언어적으로 낯선 땅으
로 떠날 것을 요구했기에 정든 땅과 가
족, 친구를 두고 홀로 외국에서 유학 생
활을 해야만 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학
위를 마칠 수는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
웠을 때, 기독교를 만나게 되었다. 나의
삶에서 기독교는 늘 가까운 곳에 있었
지만, 쉽게 신앙이 생기지는 않았다. 어
릴 때부터 유학까지 스스로 성취해오면
서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
닫게 되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
친 뒤에서야 비로소 나를 어린양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모든 삶
의 영역을 의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신을 낮추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
아다니시며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해 주

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겸손, 지혜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도
해야 함을 거듭 명심하게 된다. 무용/동
작치료사는 심리적 고통이 있는 분들에
게 ‘움직임 개입’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
을 도모하며, 스스로 삶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
무리 뛰어난 치료사라고 할지라도 이론
과 기법만으로는 상처받은 영혼을 만나
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주
대에서 첫 학기,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
부의 마음처럼 작은 씨앗이 자라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로 임하
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채널
을 맞추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 가르치고 상담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본인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
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인성·지성·영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섬기고자 한
다.

고경순 교수
(예술심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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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University Business School (Dean Lee, Sang-
Woo) announced that it has signed a business agree-
ment with Coupang Fulfillment Service (CF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pang') on September
1st.

On March 26th, Coupang signed an MOU with Jeol-
labuk-do and Wanju-gun to build a comprehensive
logistics center that is expected to create more than
2,000 jobs on a 100,000m² site in the Wanju Techno
Valley area. This business agreement is considered
as a follow-up measur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logistics center, which is scheduled to be com-
pleted in 2024. In addition, the agreement signed
with JJU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practical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

signed by Coupang with a domestic university in the
field of Distribution. In this agreement, JJU Business
School and Coupang jointly develop and operate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gram to nurture
local talents in Coupang logistics.

Park Ik-hyeong, Director of Coupang, who attended
the signing ceremony, said "Through this MOU, the
early operation of the Jeonbuk General Logistics
Center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2024,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regional coexistence, and
Coupang’s corporate image as a global logistics com-
pany will hav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Lee Sang-woo, Dean of Business School said,
"Through the differentiated regional logistics, talent

nurturing program with Coupang, the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will be dramatically strengthened
by providing stable full-time employment opportu-
nities for 10 students per year, practical internships,
and field training opportunities.”

Meanwhile, Coupang and the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de at Jeonju University will jointly develop
'Coupang Logistics beSTAR (Vista)', a differentiated
logistics practical training program by the end of this
year based on this business agreement. Through this
agreement with Jeollabuk-do starting early next
year, they plan to expand and operate the ‘Jollabuk-
do Coupang Logistics Regional Talent Development
Program.’

JJU-Coupang Signed a Business Agreement for Joint Development of Local TalentsJJU-Coupang Signed a Business Agreement for Joint Development of Local Talents
Kim hyun-ha(dpdlcl@jj.ac.kr)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protect students'
health, the university admits the attendance for ab-
sence resulted from getting vaccinated. This is for
student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a
COVID-19 vaccination on their studies. Accordingly,
attendance on the day of vaccination is recognized
for those who have been vaccinated against COVID-
19. In addition, only those who have abnormal
symptoms such as headache and fever on the fol-
lowing day will be recognized as attendance.

This policy is expected to be of a great help to current
students who make the extreme choice of not getting
vaccinated because their schedule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overlaps with their academic
schedule. In particular, if the side effects are severe,
those who do not return to their normal physical
condition by the next day may not be able to attend
many classes for two days. However, according to
this excused absence acknowledgment policy, there
is no need to submit separate documentary evidence
for abnormal symptoms, which reduces the burden

on studentsd. For a proof of vaccination, students
must contact the department they belong to in ad-
vance and prepare the necessary documents.

The reason for admitting attendance is based on the
Article 16, Paragraph 1, No. 5,‘Injury or illness, etc.
of the student’in the Rules of School. In order to
process attendance, students must fill out an excused
absence request form at inSTAR within 7 days of
vaccination and receive approval after confirming
with the department. 

Implementation of excused absence due to COVID19 vaccinationImplementation of excused absence due to COVID19 vaccination
reporter Jo Min-seo(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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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Jun-hwan(Class of 18), Park Min-soo(Class of
20) in the department of Sports Coaching advanced
to the final in the America’s Got Tal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AGT) in which they participated as a
member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Demon-
stration Team.

During the interview, they said, “We should have
participated in the Tokyo Olympics, but due to Covid-
19, we had to show our talents at AGT instead.
Among Jeonju University students, only two of us
were selected for the show.”AGT is a popular audition
program broadcasted by NBC.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Demonstration Team advanced to the
quarterfinals by sounding a golden buzzer in the
preliminary round held in June 2021. The video of

their preliminary round gained a lot of attentions,
recording about 18 million YouTube views in two
months. In addition, in the announcement of the
quarterfinal results on August 26th, they were called
as one of the five teams that proceed to the next
round and advance to the semi-finals.

In the semi-finals held on September 2nd, 3 teams
out of the 11 teams were selected by the viewer's ad-
vanced vote, 1 team by the on-site vote, and 1 team
by the moderator's decision. The performance lasted
for about 3 minutes and was performed with a
‘poomsae’ and a performance under the theme of
“Don't lose hope” In this semi-final match, the four
judges gave a standing ovation and said that "It was
the best performance of the day.”

The "AGT" finals were broadcast live from Holly-
wood's Dolby Theater on September 16th, the same
day as the Academy Awards. In the final, a total of
10 teams competed against the 5 teams confirmed
in the semi-finals and 5 teams determined through
the second semi-finals.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failed to make it to the top 5
out of 10 finalists. However, they left a deep impres-
sion on the judges and the audience in this final,
saying during the post-interview that “Taekwondo is
a sport that delivers peace and hope beyond simple
martial arts, which shows the value of more than
sports and spreads hope.”

Choi Jun-hwan, Park Min-soo in the Department of Sports Coaching advance to the final of ‘America's Got Talent’Choi Jun-hwan, Park Min-soo in the Department of Sports Coaching advance to the final of ‘America's Got Talent’
reporter Kim Eun-sol(ssolk1129@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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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g thu đặc biệt!!
“Tết trung thu rước đèn đi chơi.                           
Em rước đèn đi khắp phố phường.                          
Lòng vui sướng với đèn trong tay. 
Em múa ca trong ánh trăng rằm...“
Trung thu hay còn gọi là rằm tháng Tám

là ngày lễ truyền thống của dân tộc Việt
Nam. Bắt nguồn từ nền văn minh lúa
nước của đồng bằng Nam Trung Hoa và
đồng bằng châu thổ sông Hồng của Việt
Nam, là một ngày lễ hội mừng thu hoạch
được mùa, vào lúc nông dân nghỉ ngơi
và vui chơi sau một vụ mùa. 

Mỗi mùa trung thu đến là nhà nhà đều
náo nức chuẩn bị những mâm cơm ấm
cúng để quây quần bên nhau, là những
chiếc bánh trung thu đầy màu sắc,
hương vị được thờ cúng trên ban thờ, rồi
những chiếc đèn ông sao không thể
thiếu trong ngày rằm của trẻ con với tiếng
ríu rít rủ nhau đi rước đèn vào buổi tối
trong làng xóm. Đó là trung thu trong ký
ức của tôi về những ngày thơ ấu, những

ngày ở Việt Nam. Còn bây giờ là một
người con xa quê cũng như bao du học
sinh khác, ý nghĩa của ngày trung thu với

những giá trị truyền thống vẫn còn vẹn
nguyên trong tim mỗi người Việt nhưng
sẽ là một cái tết trung thu đặc biệt- tết

trung thu bên những người bạn thân thiết
nơi xứ người. 

Một điều đặc biệt là tại Hàn Quốc cũng
đón trung thu vào ngày 15 tháng 8 âm
lịch hàng năm. Chính vì vậy mà vào ngày
rằm, mọi người có thể cùng trải qua với
nhau. Năm nay có lẽ cũng sẽ là một năm
trung thu đáng nhớ trong cuộc đời mỗi
người. Khi mà dịch bệnh covid19 vẫn
đang hoành hành thì ý thức tinh thần
trách nhiệm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trong mỗi người càng cần được nâng
cao. Kỳ nghỉ lễ kéo dài 5 ngày cũng chính
là lúc mọi người được nghỉ ngơi và gặp
gỡ gia đình bạn bè. Để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an toàn trong ngày lễ thì khẩu
hiệu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5K càng
được nâng cao và trú trọng hơn.

Trung thu chính là dịp đoàn viên, một
trung thu vui vẻ, đầm ấm, hạnh phúc và
an toàn với dịch bệnh covid19!!!



신문사에서 교육방송국과 함께 교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
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께서, 재학생들처럼 젊은 날 감명 깊게 읽고, 보
고, 들은 명작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여섯 번째 순서로 이용욱 교수님(한국어문학과)께서 RPG 게임 ‘디아블
로 2’를 소개합니다.
지속해서 시, 소설, 클래식,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고
전을 소개할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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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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