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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수퍼스타 인증식 개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43명의 재학생 수퍼스타들
을 위해 지난 12월 9일 온누리홀에서 수퍼스타 인증식을 개최했
다.  

수퍼스타 인증을 위해선 Star T 프로그램의 3C 활동(도전정신
함양, 능력개발, 공동체의식함양)의 각 항목당 최소 100점 이상
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3C 활동을 통해 CP와 SP를 포함하여
500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인증이 이뤄진다. 인문대학 9명, 사
회과학대학 4명, 경영대학 1명, 공과대학 14명, 문화관광대학
13명, 사범대학 2명 총 43명이 기준을 만족해 수퍼스타 인증이
이뤄졌다.

본 행사에서는 수퍼스타 인증을 받는 학생들에게 수퍼스타 인증
서와 150만 원의 장학금, 축하 선물을 수여했다. 이후 각 단과대
교수가 인증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감상과 수퍼
스타 인증식 대표 이자산 학우(외식산업학과 16)의 소감문 발표
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폐막식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인증식을
마무리했다.

이자산 학우는 “수퍼스타를 목표로 정한 뒤 베트남 해외봉사, 공
모전, 대외활동, 각종 프로젝트, 마라톤, 학과 활동 등 다양한 경
험을 쌓으며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며 다양한 배움을 얻고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아갈 수 있
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자산 학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증식에 참가한 유승연(상담심
리학과 18) 학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퍼스타 장학 프
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받았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년이 바뀌고 코로나 상황
이 찾아온 뒤 뒤늦게 수퍼스타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CA실 선생
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라며 “많은 학우들이 수퍼스타에 도전해 마음도 채우고 장학금도
얻어가는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주영 기자(max971@jj.ac.kr)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기호 1번 ‘ABLE’

선거본부의 이환(정)·한여명(부) 후보가 당선
되며 2022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가게 되
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30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장 선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투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투표가 이루어졌
다. 온라인으로는 전주대학교 인스타를 통해
투표가 가능했으며, 온라인 투표가 어려운 경
우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투표
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체온 체크 및 출입자 명
부를 작성해야만 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한 뒤에만 투표에 참여가 가능했
다.
전체 유권자 1만 77명 중 3,359명이 투

표하여 최종 33.33%의 투표율이 집계되었
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5% 정도 상승한 수
치이다. 
기호 1번 ‘ABLE’ 총학생회 후보가 1,863

표를 얻어 기호 2번 ‘ReːAction’ 총학생회
후보를 580표 앞선 59.22%의 득표율로 당
선되었다. 무효표는 213표로 전체 표의
6.34%나 집계되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단일후보 ‘ABLE’ 선거본
부의 김승민(정)·김기경(부)은 지난 12월 1
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장 투표를 진행하
여 투표율 40.82%, 득표율 100%를 보이
며 당선되었다.
경영대학 또한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아

12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장 투표를
진행하였다. 연장 투표 결과 ‘ReːAction’ 선
거본부의 이승아(정)·강민(부) 후보가 투표율
35.75%, 득표율 94.44%로 당선되었다.
단과대학의 경우 문화관광대학만 경선으로

이루어졌다. 문화관광대학은 기호 1번
‘ABLE’ 선거본부의 권진혁(정)·송자경(부)

이 255표(51.72)를 얻어 당선되었다.
단일 후보로 나온 인문대학(ABLE)은

92.66%, 사회과학대학(ABLE)은 95.12%,
공과대학(ReːAction)은 93.38%, 문화융합
대학(REːMake)은 94.46%의 찬성표를 얻
어 모두 당선되었다.
한편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등록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 4
월 중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 지난 9일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퍼스타 인증을 받은 학생들의 모습이다.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총장 논란, 잠시 꺼졌다
다시 켜진 혼란의 불씨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학 본관
과 학생회관 및 스타센터 일대에서 총장 퇴진
관련 시위가 재개되었다.
총장 사태의 발단은 2학기 시작 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홍순직 총장이 이전 비전대 총
장 재임 당시 각종 회계 비리와 교직원에 대
한 갑질 논란 의혹이 있었던 사실을 문제 삼
아 교수와 직원 등 전주대 구성원이 홍 총장
임명을 반대했던 것이다. 
홍 총장이 선임된 후 2학기 들어 주요 보직

교수 및 각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들이 사직서
를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등 홍 총장 선
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며 정상
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신동아학원 재단(이사장 홍정길)은 10

월 22일에 이사회 회의를 열어 홍 총장의 명
예 회복을 전제 조건으로 홍 총장의 자진 사
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이 공개되었음에도 홍

총장은 한 달이 넘게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회 결정은 협의가 아닌 이사장의 일방적인
제안이었을 뿐이라며, 여전히 그간의 퇴진 운
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주대 교수회와 교수노조 등은 총장

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시 발표하고 퇴
진 운동을 재개했다.
새로운 총장 임명과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양쪽 의견 충돌로 인
해 총장 퇴진 운동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
인다. 
홍 총장 사례와 비슷한 타 대학 비리 논란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의 중심은 학생이
니 ‘비리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게 급
선무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싸움일지라도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
이 다니는 대학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체계가 적극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면에 계속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12월, 다시 시작된 총장 퇴진 운동
신임 총장 선임은 언제? 어떻게?
총장 자진 사퇴 조건이 금전적 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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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계 현장실습 학기제가 지난 20일부로 시
작했다.
현장실습 학기제란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이
협력해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 적용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다.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동계
현장실습 학기제는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
되며, 실습을 마친 참여 학생에게 6학점을 부
여한다. 
현장실습 학기제는 운영기준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습 지원비 지급 방식 또
한 차이점이 있다.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는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따른다. 또

한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실습 지원비를 지
급하며 유급 휴일을 적용한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의 운영 기준은 학교별 자율성에 따라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자율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과 달리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지급
한다. 
실습 지원비 미지급, 신청 직무와 무관한 실
습, 열정 페이 등 논란이 있었던 현장실습 학
기제는 올해 하반기 교육부 하에 개편되어 실
습 지원비를 75% 이상 또는 ‘무조건 유급’으
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의 권리를 되
찾은 만큼 현장실습 참가 학우들의 적극적인
실습 활동과 직무 능력 향상이 예상되는 바
이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동계 현장실습 학기제 실시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가 인문학적 관점
에서 보험의 가치를 새로이 조명해 줄 책, ‘보
험, 인문학에 빠지다’(바른북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을 독자층으로 하는 고급

교양도서로서, 발간 후 4주 연속 베스트셀러
에 올랐다.
보험은 흔히 우산에 비유된다. 우산은 평상

시에는 전혀 필요 없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절실하게 필요해진다. 이 교수는 우리나
라 정형시조 형태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
을 던짐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인문학적 사고
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 준다. 

“길 가다 비를 만나 온몸이 다 젖었네
사고 후 후회한들 되돌릴 길이 없네
인생에 비를 막아줄 우산 준비했나요”

이경재 교수는 ‘보험 재테크 70가지’(더난출
판)를 비롯한 많은 보험 및 인문학 관련 서적

과 학술논문을 저술했다. 또 서울문학과 한국
문단을 통해 시인이자 시조시인으로 등단하
였으며 2022년부터 교양과목으로 ‘보험인문
학’을 개설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발간

제4회 인문대학장배 ‘멀티링구얼(=multi-
lingual, 多言語) 스피치 콘테스트’가 지난 1
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멀티링구얼 스피치 콘테스트’는 영어와 일

본어를 번갈아가며 발표하는 대회로, 우리 대
학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도한 다언어 말
하기 대회다. 우리 대학은 이 대회를 2017
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를 못하였으나 올
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제4회 대회를 열
었다.  
본선에서는 총 6팀이 일본어 및 영어 프레
젠테이션을 통해 외국어 말하기 기량을 뽐냈
으며 ‘오징어 게임: 일본 작품의 표절?’, ‘코로
나 시대에 생겨난 신조어’, ‘한일 관계 개선 방

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구민경(일본언어문화학과 3)

학생은 “이제 우리 한국도 다문화·다언어 시
대를 맞아 2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는 필수가
된 것 같다. 또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까
지 갖추게 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
는 것을 체감한다. 지금 일본IT융합 전공을
병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일본언어문화학과장 박강훈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다언어 습득 그
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다언어·다문화 정
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다”라고 말했
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인문대학장배 日 ●  英 멀티링구얼 스피치 대회 성료

지역혁신센터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에게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
설팅을 통한 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2021 창업캠프’를 추진했다.
on-STA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는 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창
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했다. 창업캠프는 사전
교육 후에 실시되었다. 사이버캠퍼스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사전교육은
대학생 창업과 기업가 정신 특강, 비즈니스 모
델 도식도 사례분석 및 제작 방법에 대해 다루
었다. 
창업캠프는 12월 4일, 자유관 307호에서

당일 캠프로 진행됐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부
터 프레젠테이션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팀

별 아이디어 발표까지 현직자 멘토와 함께 하
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창업 외 문제해결, 논리
적 사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021 창업캠프’는 선착순으로 재학생 20
명을 모집했다. 창업캠프 관계자는 예비창업
자, 시제품 제작자 외 창업에 생소한 학생들,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20학번, 21학번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캠프 참가비
는 무료로 교재와 식사, 간식까지 제공되었다.
이번 창업캠프에서 발표한 아이디어가 선발

된 팀에게는 특전이 주어진다. 내년 창업동아
리에 지원할 경우, 창업동아리 선발 시 가산점
이 부여된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지역혁신센터 ‘2021 창업캠프’ 운영

도시재생센터는 올해 12월 7일부터 11일까
지 진행한 ‘내일의 전주’ 행사를 끝으로 6년간
운영했던 원도심 컨퍼런스 사업을 마무리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환경
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
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전주원도심(남부시장, 웨리

단길, 객리단길, 동문거리 등) 일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원도심 안에서 활동
하는 주체들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시
민 활동 생태계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방향

으로 기획되었다.
본 사업은 예산 55조 원과 40만 평 규모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었다.
전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소영식)는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사업 기간이 지나면 해
체될 조직이다. 센터 해체 이후의 원도심 재생
을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동안 주체들의 활
동을 지원하여 센터가 떠난 후에도 민간 주체
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행사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총 12개

의 프로그램과 특강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도시재생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영식 센터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준 구성

원들에게 원도심 활동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해줘서 감사
하다”며 “다음 컨퍼런스 기간 동안 펼쳐지는 세
션과 참여 활동을 함께 하며 원도심의 모습을
모두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일의 전주’ 행사 기획자(부센터장 김창하)

는 “원도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자리와 다양
한 참여 행사를 통해서 미래의 원도심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분들은 가벼
운 마음으로 원도심을 맘껏 누렸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

그(blog.naver.com/jeonju_urban)와 원도
심 컨퍼런스 홈페이지(tomorrowjeonju.bo-
muljid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전주의 새로운 소통과 활동 공간, 
도시재생 컨퍼런스 ‘내일의 전주’

우리 대학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김은수 교
수가 한국선교신학회로부터 우수논문 연구자
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올 한 해 신학회 학
술연구 부분에서의 업적과 활발한 연구 및 학
회 활동을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할 수 있

었다. 
김 교수의 이력을 살펴보면,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Dr.
theol.), 북독교회 협력선교사와 한인교회 목
사로 일했다.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장을
지냈으며, 선교지원처장 재직 시에는 캄보디
아국립기술대학(NPIC)을 위탁받아 운영했
고, 한국선교신학회(KSOMS) 회장과 학회지
「선교신학」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논문상(KAATS), 학술상(기독교학회) 그리고
우수연구상(전주대)을 수상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한국

선교아카데미(KMA)와 전주애린교회를 설립
하여 섬기고 있고, 로잔교수회와 전국초교파
신학대학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김은수 교수, 우수논문 연구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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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내 버스 운행 안내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와
거리두기 조정안

반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싸움, 교내 플래카드의 정체

다시 시작된 퇴진 운동에 대한 배경은 올해 7
월 23일 홍순직 총장 임명 결정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홍 총장의 과거 비리 이력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수와 직원은 물론 부총장, 처장
급 인사들까지 홍 총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
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

동아학원 재단에서 홍 총장 임명을 강행하자 8
월부터는 플래카드를 교내 곳곳에 걸어 시위를
했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 교수노조, 직원노조뿐 아

니라 ‘학생협의회’라는 단체까지 전북일보 등 외
부 언론 기사에 거론되면서 총장 퇴진 운동에 학
생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전주대 오길환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는 아
무런 관련이 없다”며 “학생회나 학생 명의 사칭,
도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문
을 발표하여 당시 학생회가 총장 퇴진 운동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플래카드 시위와 반대 의견 표명은 총장 퇴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8월 21일부
로 홍순직 총장의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학기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

었다. 교수노조, 교직원노조, 교수회 등에서 지
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었으나 재단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더욱이 10월 1일부터는 주요 보
직 교수들이 결재를 거부하면서 행정 공백의 우
려가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이후 10월 22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 회의를 개회하였다. 이 회의는 홍정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 감사 2명이 참석하
여 ‘홍 총장은 명예회복을 전제로 한 사임의 의
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했고, 플래카드, 문서
등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을 행한 구성원
들의 대표를 만나 사과문의 작성, 플래카드 수
거, 사표 철회 등을 요청하여 홍 총장의 명예회
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 이후, 교수회,

교수 및 직원 노조는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등 홍 총장의 명
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플래카드가 걸

렸다. 교수와 직원들이 이사회 결정을 이행해야
할 홍 총장이 본관 총장실에 출근한 모습을 목
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퇴진 운동이 부활하고
12월 15일부터 피켓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 속에서 재학생들은 철

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 외에 재학생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우리 대학이 심
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따름이다.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학생은 총장 사건

에 대해 “학교의 중심은 학생인데 잇따른 논란
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일을 처리
하려는 행위는 전주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구성
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대학의 위
상과 학생들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
확히 사건을 설명한 후에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
리를 모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제인아, 우리 크리스마스에
친한 친구들 5명이 놀기로
했는데 같이 놀래?

시행 일자: 2022년 2월 중

[운행 노선 안내] 

4000번 버스 (순환)
전주대 내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완산구청 - 예수병원 - 충경로 객사 -
동부시장 - 기린대로 병무청 - 전주 제
일고 입구 - 인봉초교 - 고용노동부 -
중앙여고 - 인후부영3차 아파트 - 아중
제일2차 아파트 (이후 역순으로 순환)

6001번과 6002번 버스 (순환)
비전대학교 - 영생고 전주대 사대부고 -
서곡지구 - 온고을로 - 전북대 - 기린대
로 금암광장 - 전주시청 - 충경로 객사
- 예수병원 - 완산소방서 - 효천지구 -
비전대학교

교내 순환버스
전주대학교 정문 - 망고식스(승차: 망고
식스 맞은편, 하차: 망고식스) - 진리관 -
학생회관 - 회차장(대한관광버스 주차장)

[신규 버스정류장 안내] 

망고식스 
회차장(대한관광버스 주차장)
※ 버스 운행 관련 추가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대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
정입니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우리 다 같이 
못 만날 것 같은데..

왜? 그때 약속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12월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중지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대

뭐..? 언제까지?

12월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이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허용된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도 혼자 이용해야 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아. 맞아, 친구들한테 

말해줘야겠다.

-23일, 홍순직 총장 선임
-교내 구성원 단체 홍 총장
임명 반대 의사 표명

-교수, 직원노조 등 플래카드 시위 시작
-21일, 총장 임기 시작
-총학생회는 총장 시위와 관련 없음을 밝힘

-15일, 교수회 회장 탄핵 -교수, 직원노조 플래카드
전부 수거

-후임 총장 임명은 언제?
-임명 방식은?

-22일, 이사회 회의 진행 홍 총장 사임 결정
-교수, 직원노조 등 교내 플래카드 수거결정
-1일, 부총장, 학장, 처장 등 사직서 제출 및 파업 시작

-15~17일, 교수회, 노조 플래카드 및 
피켓 시위 퇴진 운동 재개

-계속되는 홍 총장의 전주대학교 본관 출근

7월 9월 11월 1월8월 10월 12월
2021 2022

학생들을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망치는 싸움인가

재정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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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나 취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급여일 것이다. 결국 일은 돈을 벌기 위

한 목적이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등장하고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도에 최저임금 462원을 첫 시

작으로 34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내년 2022년에는 최

저임금이 9,160원으로 드디어 9천 원대로 진입할 전망

이다. 대한민국은 ‘시급 만 원으로 올리기’라는 비전을 가

지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만 원으로 올리는 과정은

말 만큼 쉽지 않았다. 근로자로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며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에 숨겨진 의미와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효를 거두지 못한 과거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생기고 이 제도

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1990년대에 근로기준법이 추가

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무

시할 수 없는 징계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법 준수

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최저시급이

4,580원이었는데 모 편의점에서는 시급 3,700원, 모

마트에서는 시급 4,000원 등 고용주가 임의로 조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게 10% 감액을 적용한 금액인 4,122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실질적

으로 법이 지켜지지 않았었다.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에 대

해 모르고 있었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첫 번째는 고용주가 법을 모르는 노동자

를 이용해 시급을 내려 지급한 것이다. 심지어 근로계약

서 작성을 무시하고 구두계약으로 고용하기까지 했으니

노동자는 최저임금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리 만무하다. 두

번째인 노동자가 알아도 어쩔 수 없었던 경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며

다른 일자리 알아보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

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저 다른 일손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런 불법 행동이 계속되어 오

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고 누적과 법적 항의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이슈가 됐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

서 근로자들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차리며 제정

후 30년 정도가 흐른 뒤에야 현재는 누구나 아는 흔한

법이 되었다.

-어려운 선택지, 최저임금 결정

대학생 신분으로 사는 우리는 대부분 고용자보다는 노동

자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한 듯

웃음꽃이 피게 된다. 시급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

려 지급해주겠다는데 좋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도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무작정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에서 최

저임금을 결정할 때 호불호가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 중 한 분을 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

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이론과 의견이 제

시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표적으로 제시되

는 의견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이 왜 분분한

지와 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 변화가 주는 경제적 영향

제시된 표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인상률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

되고 있다. 인상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최저임금 인

상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경기침체를 예상할 것

이다.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 더 많은 소득을 얻

게 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노동 가치)은 더욱 오를 것이

고, 소득이 올랐으니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상승되어 경제

순환과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매해 반복

되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중요하

게 보는 부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짜장면 한

그릇에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일상 급여가 그대로면 내년에 먹을 수 있는 짜장

면을 10그릇에서 8그릇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

문에 올해보다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들의 생활 속 소비를 지원해야 한

다. 세 번째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불리는 소득

양극화를 막아주는 역할(소득분배)을 한다. 임금이 오른다

는 것은 근로자의 월급이 오른다는 것이고 고용주의 소득

은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계층인 약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것이다.

대학생 남성들의 관심사, 군인 월급을 예시로 들어보자.

군대라는 조직도 예산과 계급 그리고 지휘체계가 존재하

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하

신 말씀 중에서 ‘나 때는 병장 월급 6천 원 받았다’는 말

을 들어 봤을 것이다. 지금 6천 원 준다고 하면 어느 누

가 입대하겠는가. 아마 역사책에서만 들어봤던 군란이나

봉기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군인 봉급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2009년, 2019년 같이 간혹 인상되지 않고 동

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역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

릇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2006년과 2018년 같이 급격

히 오는 경우도 있다. 2018년은 실제로 빨리 입대하고

싶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급증했었다. 또한 군 생활 하면

서 적금까지 가능하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에도 어느 정

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 소

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인사 조직부터 개편하려 할 것

이다. 기업의 주 고정지출 비용 중 1순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현직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현 상가를 둘러보면 무인 카페나 무

인 주문 같은 무인점포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인

운영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까. 또한 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시

장물가가 반응하게 된다. 내년 물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인건비가 늘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

스의 가격을 먼저 손보려 할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최저임

금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져 임금 상승에 대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일단 신생 기업이 많이 창업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곧 창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창업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

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국민들은 사실 통보를 받을 뿐이

다. 노동자와 고용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임

에도 말이다. 임금 인상이 무조건 노동자에게 좋은 것도,

임금 인하가 항상 고용주에게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들

은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인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더 나

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 또한 같은 방향으

로 우리나라를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헌빈 기자 (hans8150@jj.ac.kr)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자 자존심

최저임금 인상 찬반 의견

최저임금 인상 찬성

1. 노동 가치의 증가

2. 임금 양극화의 개선

3. 시민 생계 보장

4. 생산력 및 투자 능력 증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1. 고용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소

2. 장기적 물가 상승

3. 기업비용 증가

4. 창업 수 감소



5사회제916호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zone ‘노○○존’

나이에 따른 금지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매장도
있다. 매장 내에서 공부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해둔 노
스터디존과, 개인방송 촬영을 금지하는 노유튜버존이 그런
경우이다. 노스터디존은 매장을 도서관처럼 생각해 다른 사
람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카페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격증 시험 준비생
등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 방문한다. 카페에서 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고객들과 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종일 카페에 앉아있어 매장의 회전율을 낮추거나, 자
리를 맡은 뒤 외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또,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공부하는
데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다
른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일부 카페에서 노스터디존
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노유튜버존은 매장 내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찍거
나 개인방송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늘어나는 추세다. 이
런 유튜버들로 인해 점주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피해를
본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다 나오게 촬영하고 제
대로 가리지도 않은 채 인터넷에 올리는 탓에 고객들이 불
편함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
버가 허락 없이 매장 내에서 촬영하고, 맛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가게에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유명한 맛집을 위주
로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로

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 

‘노○○존’을 지정하는 매장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사
람들은 뛰어다니는 어린이와 그걸 방임하는 부모가 사람들
한테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찬성한다.
또 일부 중장년층의 고성방가와 무례한 언행을 당하는 것보
단 노시니어존을 만들어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렇듯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면서
더 쾌적한 매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존’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요
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겐 쾌적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대우
다. 누구도 당연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일부 진상 고객의 몰상식한 행동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나
이를 기준으로 ‘노○○존’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쾌적한 매장 이용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과잉 대처일까?
오히려 노스터디존과 노유튜버존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
을 얻는다. 노스터디존과 노유튜버존은 특정 나이인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특정 행동을 제한한다. 한림대의 한 교
수는 ‘밤 10시 이후 스피커 사용 금지’나 ‘흡연 금지’ 등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집단

의 출입을 막는 곳이 늘어난다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에 있던 사례를 들어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나
이대라는 이유만으로 매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다. 꼭 어린이라고 해서 모든 어
린이가 가게에서 뛰어다니고, 종업원에게 달려들지 않을 것
이다.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
희롱하고 고성방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라고 해서 모두가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지 않을 것
이다. 또 이러한 특정 집단을 제외하기 시작하면 ‘노장애인
존’, ‘노임산부존’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존’이 늘어나는 것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서로 간
의 갈등을 빚어내는 꼴이다. 각 개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나와 다른 집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비롯된다.
더 이상 차별적 공간이 더 생겨나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노키즈존이란 카페나 음식점에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되는 나이대는 매장마
다 5세 미만부터 중학생 미만까지 다양하다. 이미 노키즈
존은 오래전부터 어린이에 대한 차별 여부로 많은 화제가
되었다. 2011년, 한 식당에서 10세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
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는 사
고가 일어났다.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부산
지법은 식당 측의 과실로 판단했고,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전국에 노키즈
존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키즈존 반대 측의 입장은 이 노키즈
존 정책 자체가 아이들은 무조건 매장 내에서 뛰어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

를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한다. 덧
붙여서 그러한 인식은 어린이와 그 부모를 차별하는 행위라
고 주장한다. 어린이에게도 매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노키즈존 찬성 측 입장은 다르다. 일부 어린이의 부모가 매
장 테이블에 사용한 기저귀를 놓고 가기도 하고, 컵에 아이
소변을 받기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목격
한 사람도 많다. 물론 모든 어린이가 몰지각하게 행동하진
않지만, 매장 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에 미리 방
지하는 것이 점주에게도, 다른 손님에게도 편하다는 입장이
다. 또 어린이가 매장 내를 돌아다니다가 뜨거운 음식 용기
에 데이거나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매장 측에서 보
상해야 하므로 노키즈존이 점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라
고 말한다.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점주의 재

량이기 때문에 노키즈존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
지만, 더 이상의 노키즈존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고
민해볼 필요가 있다. 
노키즈존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동반해 입장 시 본인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에는 신경 쓰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시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
니는 상황을 보고도 제재하지 않고 식사하는 부모의 무책임
함을 들 수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어린이에
게 공공 예절을 알려주고 제재를 단호히 해야 한다. 매장 측
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매장 내 안전사고 예방 규칙을
어린이에게 숙지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을
시 퇴장을 권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시니어존’은 노키즈존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노시니어존
이란 중장년 이상은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일컫는다. 한 전
문가가 노키즈존이 확산하게 되면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문
화가 불가피하게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한 경우이다. 
최근 한 카라반 업체에서 40살 이상의 고객은 받지 않는
다는 문구를 기재해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지
속되자 업체 측에서는 20대, 30대가 아닌 그 이상 나이대
의 고객은 해당 카라반 콘셉트에 맞지 않으며, 캠핑장 특성
상 다중 이용시설이고, 방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성방가
및 과음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하
지만 이 카라반 업체만 노시니어존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해당 포장마차의 문 앞에는 “만 49세 이상은 출입을 정중

히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가게 점
주는 여성인 본인 혼자 영업을 하는데 유독 중장년층이 무
례하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노시니어존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노시니어존에 찬반 의견을 가질
까? 노시니어존 반대 측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존에 대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
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 것을 근거로 노시니어존
도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나이를
기준으로 고객을 배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앞으로도 차별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반대로 찬성 측
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손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가게 운영 원칙에 사회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의견
이다. 일부 중장년층의 고성방가, 성희롱 등의 이유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따라서 에티켓 교육
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 외에도 ‘노스쿨존’이 있다. 노유스(Youth)존이라고도 하
며, 12세 이상 중고생 청소년을 제한하는 매장이다. 노스쿨
존을 시행하고 있는 매장 점주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해 소란을 피우거나 몰래 흡연을 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부모님이 아닌 또래 친구들과 같이
다녀 제재가 쉽지 않고, 미성년자인데도 본인에게 술을 팔
지 않는다며 점주를 폭행한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일부
매장들이 재량하에 노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곳이 많다.

노키즈존에서 그치지 않은

‘노○○존’
노키즈존에서 그치지 않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 년 전부터 문제시되고 있는 노키즈존과 더불어 최근 일부 카페나 음식점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은 들어올 수 없도록

‘노시니어존’을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노시니어존’을 시작으로 카페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카페 자체를 ‘노스터디존’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최근 유튜브 등 많은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생긴 ‘노유튜버존’도 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의 출입을 막는 ‘노○○존’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들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노키즈존

“40대 이상 손님들은 다른 곳을 이용해주세요.” 노시니어존

‘공부 금지, 개인방송 금지’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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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픽션 사이, 사극(史劇) 
역사와 픽션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배우 김명민을 떠올리고, ‘선
덕여왕’ 하면 배우 고현정이나 이요원을 떠올린다. 이처
럼 사극 드라마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든다. 특
히 조선 시대는 비교적 현대와 가깝고, 사료가 많이 남
아있기 때문에 사극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는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극이라 하더라도 허구의 사실이나 인물 등 픽션이 들
어간다. 그러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을 훼손하는 내용은 비난을 받는다. 이번 문
화면에서는 사극 드라마 속에서 역사와 픽션을 찾아보
려고 한다.

조선 시대 여성의 저고리 변화
사극 드라마 속 인물은 조선의 의복인 한복을 입는다.
현대의 미를 적용해 한복을 재해석한 작품도 많지만, 고
증을 따져 시대에 맞는 의복을 입은 드라마도 있다. 조
선 시대 여성의 저고리는 전기, 중기, 후기에 걸쳐 변화
하는데, 이러한 저고리의 변화를 사극 드라마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먼저, 조선 전기이다. 2011년 JTBC에서 방영한 사극
‘인수대비’ 속 여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복보다
품이 넓고 기장도 긴 저고리를 입고 있다. 소매길이 또
한 길어 활동하기 편한 모습이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던 저고리는 조선 중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03년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왕의 여자’ 속 아역배우는 앞서 소개한 ‘인수대비’보다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이는 17세기와 18세기를 지
나며 저고리 길이가 허리 아래에서 가슴 아래까지 급격

히 짧아졌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저고리는 신체와 보기
좋게 딱 맞는 정도의 품을 보이며, 종류도 축소되고 적
은 양의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등 실용적인 변화를 보인
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
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저고리이다. 2018년 tvN에
서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은 조선 후기 고종 시대를 배
경으로 한 드라마다. 조선 후기의 저고리는 길이가 매우
짧고 품도 작아졌으며, 소매 또한 더욱 좁고 짧아졌다.
가슴까지 짧아진 저고리에 조선 여인들은 가슴을 가리
기 위해 저고리 안에 가슴가리개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녀들 사이의 유행이 양반 여인들에게로 퍼진 것
이다. 조선 후기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짧은 저고리
와 풍성한 치마는 현재 20대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과도 닮아있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 시대 남성의 패션 아이템, 갓끈
사극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모두 갓을 쓰고 나온다.
갓은 조선 시대 성인 남자가 쓰던 관모로, 원래 햇볕이
나 비와 바람을 막는 용도였으나 재료·형태·제작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성을 가지는 관모로 되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갓끈이다. 갓끈은 원래 갓을 머리
위에 고정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가진 부분인데, 갓끈
을 꾸미는 재료가 다양해지며 장식적인 목적이 늘어났
다. 사극 드라마 속 남자 배우들은 대개 실용적인 목적
을 가진 헝겊보다는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갓끈을 착용
한다. 미적 목적을 가진 갓끈은 옥, 마노, 호박, 수정,
금, 은 등 온갖 종류의 보화로 꾸며졌다. 소박한 대나무
따위를 엮어 걸던 구슬갓끈은 시간이 지나며 치장한 보
석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조선 사대부의 사치품이 되었
다. 이러한 사치를 보다 못한 정조가 “호박 갓끈은 당상
관이 쓰는 것인데, 요즘 사치 풍조가 나날이 심해져 문
관·음관·무관이나 당상관·참하를 막론하고 호박이
아니면 쓰지를 않는다”라며 질책했을 정도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조선의 왕들은 다양한 드라마로 알려졌다. 특히나 태종,
세종, 정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왕을 주인공으로 한 작
품은 매우 많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사관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다. 2019년 MBC에서 방송된 ‘신입사관 구
해령’이다. 이 드라마는 ‘조선 시대에 여자 사관이 있었
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
르면 중종 14년 동지사 김안국이 중국에 여사(女史)가
있어 황제와 후궁의 동향을 기록한 바 있다는 사례를 들
어 중종에게 여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중종은
여사 제도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러한 역사에 ‘조선에 여
자 사관이 있었다’라는 픽션을 가미해 드라마를 만든 것
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조선 최초의 여자 사관이다. 실제
조선에는 여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픽션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사관의 역할은 실제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관은 역사의 초고를 담당하는 관원
이다. 이들은 왕이 신하를 만나는 모든 곳에 동석하며
대신들 간의 정사, 논의 등의 모든 것을 사초(史草)에 남
겼다. ‘신입사관 구해령’에서는 왕이 사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의 왕들이 사관
을 두려워하며 의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드라마 속
사관들이 ‘직필’을 다짐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
관이 직필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태종 4년, 태종이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다. 태종은 급히 일어나서 좌우를
둘러보며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
으나, 사관은 태종이 한 이 말까지도 사초에 기록했다.

사극 드라마의 역할
이처럼 사극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역사를 가르쳐주기
도, 픽션을 가미해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역사 속 인물
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고증에만 신경을 쓰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역사를 훼손하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사극 드라마의 역사와 픽션의 경계는 오로지 창작
자의 기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더욱 신중하게
역사와 픽션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시청자 또한 드라
마에서 역사와 픽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사극 드라
마 속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극 드라마는 고증이 까다롭고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보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역사를 가장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방법이다. 시대의 호응에 따라 정통 사극에서 퓨
전 사극, 픽션 사극으로 역사를 그리는 방법은 변하더라
도 역사를 쉽게 알리고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보여주는
사극 드라마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양예은 기자(ong8304@jj.ac.kr)

▲ 출처: JTBC ‘인수대비’ 속 장면

▲ 출처: SBS 공식 홈페이지

▲ 출처: tvN 공식 홈페이지

▲ 출처: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장면

▲ 출처: MBC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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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가 사랑한 책 TOP 10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도서들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도서들로 마음의 양식을 채웠을까? 우리 대학 학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은 받은 도서 TOP 3
는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전주대학교 도서관 대출 기록을 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가장 많이 대출한 인쇄도서, 전자책 TOP 10을 뽑아 알아
보려 한다.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2021년 도서대출이용통계 (인쇄도서)
No 서명 저자 출판사 대출횟수
1 아몬드 손원평 창비 106
2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팩토리나인 57
3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인플루엔셜 44
4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40
5 사피엔스 Harari, Yuval N 김영사 39
5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동아시아 39
7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36
8 달빛 조각사 남희성 로크미디어 35
9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 숲 34
9 메타버스 김상균 플랜비디자인 34

2021년 도서대출이용통계 (전자책)
No 서명 저자 출판사 대출횟수
1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허휘수 알에이치코리아 148
2 달의 코르크 마개가 열릴 때까지 진수미 문학동네 125
3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심리 갤리온 105
4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101
5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이도우 위즈덤하우스 100
6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데이비드S,키더외 1명 위즈덤하우스 98
7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놀 94
8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신미경 뜻밖 87
9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위즈덤하우스 85
9 아가미 구병모 위즈덤하우스 85

이 책, 읽어보는 건 어때요? - 인쇄도서 TOP 3

우리 대학 학생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인쇄도서 1위
에 선정된 <아몬드>(창비/2017)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소년 ‘윤재’와 그 앞에 나타난 소년 ‘곤이’의 우
정 속에서 변화하는 내면을 그린 소설이다.
‘윤재’는 ‘아몬드’라고 불리는 뇌의 편도체가 작아서 분노나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 ‘윤재’를 사람들은 ‘괴물’이
라고 불렀다. ‘윤재’의 열여섯 번째 생일이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극적인 사고로 ‘윤재’는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기까지 한다. 홀로 남겨진 ‘윤재’앞에 ‘괴물’이라고 불
리는 또 다른 인물, ‘곤이’가 나타난다. ‘곤이’는 어릴 적 부

모의 이혼으로 사랑받지 못했다. 13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품
고 있다. 분노가 많은 ‘곤이’는 ‘윤재’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만 ‘윤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사랑받고 자랐지만, 사랑을 모르는 ‘윤재’와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아는 ‘곤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두 아이의 우정 속에서 내면의 변
화를 느낀다.

2위를 차지한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2020)
은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 그리
고 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소설이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잠들어야만 입장 할 수 있는 상점
가 마을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으로 온갖 꿈
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5층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마다 판매하는 꿈의 종류가 다르
다. 1층은 고가의 인기 상품과 한정판, 예약 상품들만 소
량 판매한다. 2층은 평범한 일상의 꿈을 판매하고, 3층은
액티비티한 꿈을 판매한다. 4층은 낮잠용 꿈을, 5층을

1~4층에서 팔다 남은 꿈을 할인 판매한다. 주인공 ‘페니’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1층 프런트에서 일하며 다양한 꿈을 사는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찾는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어떤
꿈을 사고 싶었을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때일
지도 모르죠… 그런 시간을 지나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손님들
께서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달러구트 꿈 백화점 중)

3위에 뽑힌 <미움받을 용기>(인플루엔셜/2014)는 심리학
의 3대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
와 세상에 부정적이고 열등감 많은 청년의 대화를 쉽게 풀
어쓴 책이다.
철학자와 청년은 다섯 번의 밤을 지내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물으며, 그 물음에 대답을 얻는다.
청년은 철학자의 말에 반박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철학자는 이에 대해 대답을 건넨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뿐이야. 그 선택에 타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

는 것은 타인의 과제이고,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세.”(미움받을 용기 중)

이 책, 읽어보는 건 어때요? - 전자책 TOP 3 

우리 대학 학생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전자책 1위에
선정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알에이치코리아
/2021)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지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허휘수’가 자신과 같은 노력을 하는 여성에게 보내는
공감과 용기를 담은 에세이다. 
‘허휘수’는 20대 초중반까지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며 살
았다. 그러나 30대를 코앞에 두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살
다간 꿈 많던 과거의 자신에게 몹쓸 짓 하는 것 같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사회가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살자고.
“강연에 가면 종종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먹고살기 위한 일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 책임질 수만 있다면 둘 중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중략) 과감하게 선택하다 보면 선택
에 책임질 수 있는 맷집이 생긴다. 점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기
도 할 것이다. 또 고통을 참는 법을 알게 되고 심지어 고생을 피하는 법을 깨우치기
도 한다.”(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중)

2위를 차지한 <달의 코르크 마개가 열릴 때까지>(문학동
네/2020)는 자신의 시선과 언어를 빼앗긴 여성의 고통의
비명과 인내 그리고 이를 되찾는 과정을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시집이다.

3위에 뽑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갤리온/2020)는
기분을 숨기지 못해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
게 감정을 표출해버리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는 심리학 에세이다.
저자 ‘레몬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이다.
수년간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자신의 나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타인에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 행동의 굴레는 결국, 자신에게 돌
아온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상유심생(相由心生).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산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
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기분이 태도가 되
지 않게 중)
우리 대학 학생들이 사랑한 많은 책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와 비슷
한 혹은 다른 이의 이야기,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이야기, 나를 공감해주는
이야기, 단단한 용기를 주는 이야기 등 위에 소개된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
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가?

인간이 모자를 만든다.
미켈란젤로도 만들고
케테 콜비츠도 만들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모자다.
쓰면
‘내’가 사라진다 했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달의 코르크 마개가 열릴 때까지 - 인간이 모자를 만든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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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1.1.529)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그리스 문자 알파벳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 ’이라 명명하고 우려 변이
(variant of concern)로 지정하였다.
우려 변이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
다 전파성과 중증도가 높은 경우와 백신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지정
된다. 

‘오미크론’은 총 16개의 돌연변이를 보유
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 2배 높은 32개
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전 감
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반응을 모두 회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델타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이 2개인데 반해 ‘오
미크론’은 그러한 도메인이 10개에 달한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
에 튀어나온 돌연변이를 통해 숙주 세포
로 침투하기 때문에, 만약 스파이크 단백
질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감염력이 훨씬
높아지고 백신의 내성 또한 나타날 수 있
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위험하
다. 

‘오미크론’은 지난 11월 9일 수집된 표본
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15일이 지난 11
월 24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됐다. 아프
리카 보츠와나와 남아공 등에서 확인된
해당 변이는 남아공에서 교통의 요지인

가우텡 지방을 중심으로 남아공 전 지역
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오미크론’
은 남아공을 방문한 뒤 귀국한 홍콩인에
게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며 아시아에도
확산되었다. 또한 유럽도 벨기에에서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고, 채 3일이 지나
지 않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며 ‘오미크론’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총
36명이나 되었다. 국내의 경우 ‘오미크
론’ 감염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례가 발견돼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만으로 아
직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정확하게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델타 변이 보다 전파력
이 높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

견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오미크론’
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2 이상이고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3~6배 높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세계보건
기구는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
크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을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
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
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
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한 검역조치
또한 강화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위험국가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 생
활시설에 즉시 격리된다.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되면 국내 예방접종 완료 자
도 격리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항공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입국이 불허된
다. 이에 따라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
리 대상이 되었다.

잠시 동안 잠잠했던 것처럼 보였던 코로
나19는 다시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
히 종식되기 전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에
익숙해져 편하게 지낸다면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오미크론, 팬데믹의 새로운 이름

우리가 흔히 ‘위드 코로나’라고 알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
복’은 2020년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
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개념이다. 도입 목적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
하고 방역수칙에 지친 우리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의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결단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의 백신이 개발되어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19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잠깐 묻혔었다. 하
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
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 심지어는 백신 접
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
면서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자는 개념인 ‘단계적 일상회
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올해 11
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하였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이후 방역상황을 보고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으로 인해 지친 우리들의 삶에 ‘단계
적 일상회복’은 긴 가뭄 이후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던 자영업자들에

게는 더욱 달콤했을 것이다. 처음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이 실행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19의 감염을 걱정하
는 추세였지만 점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매출 하락에 신음하던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회복
조짐을 보였고, 우리 같은 대학생들도 완화된 제한으로
대학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연말을 맞아 소규모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
로 인해 손을 놓고 있었던 여행사업도 천천히 재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마치 코로나19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
럼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풀어진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수
칙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새로운 변이 바이
러스의 출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한 달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지난 7일을 기
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
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등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난 6일부터 사
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6명으로, 비수도권 지
역은 8명으로 제한하였다. 16일에는 전국 사적모임 인원
이 4명으로 줄어 들기까지 했다. 이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속되며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보고 미리 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숙소까지 예약

해 두었지만 위약금을 물면서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만 하
는 사람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적 모
임 제한 기준 강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조차
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의 강화된 사
적 모임 제한 기준 또한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할 때와 비
교해 본다면 꽤나 완화된 수준이다. 그렇게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금 우리가 다시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코
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 분명하
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하루빨리 코로
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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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학생들의 개
인 SNS에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
거나 성격,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놓인 신입생
들은 새 학기의 설렘보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스트
레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다. ‘대학
신입생, 그들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대학생활적응 경
험을 중심으로(진보라. 윤소정 2017)’라는 논문에서는
대학 경험을 본질적인 주제와 드러난 주제로 나눠 설명
한다. 

본질적인 주제 첫 번째는 ‘숨 가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
공허함’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드러난 주제는 ‘힘겹게
느껴지는 일상, 자유에 대한 부담감, 정처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만 가
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다. 고등학교 때도 했던 끝없는 고
민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스스로 책
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본질적인 주제 두 번째는 ‘자유롭게 홀로서기 힘겨움’이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드러난 주제는 ‘자유를 갈구하지
만 통제받는 현실, 어른 흉내 내기, 기대에 대한 실망과
마주한 자아’였다. 수능을 마치고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학생들은 자유에
대한 기대를 느끼고 대학 생활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갖
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어른 흉
내를 내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걱정
되기 쉽다. 또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
은 체험을 하고 하나의 명확한 자기 정의를 수행하는 과
정, 바로 대학생의 사춘기인 ‘대춘기’ 과정을 겪게 된다
는 것이다. 

본질적인 주제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막함’이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드러난 주제는 ‘혼란스러운 대학
수업, 조직과 자아의 충돌 그리고 혼란, 새로운 관계 형
성의 어려움’이었다.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
들은 대학 수업에 적응하는 것에도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수업 자체를
회피해 버리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조직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을 겪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하나에
도 계속된 불안과 걱정에 놓인다는 것이다.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계속해서 겪는 문제들이
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
은 커져만 간다. 해둔 게 없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스펙이 좋다는 선배들마저도 취업의 문턱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 방치되어 심해지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발전해 대인기피나 현실도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증상과
털어놓기 힘든 개인의 고민, 쌓이는 스트레스 등을 해결
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각 대학교에서는 교내
에 전문 상담 기관을 두기도 한다. 우리 전주대학교에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전문 상담 기관인 ‘카운슬
링센터’가 존재한다. 

[ 전주대학교 정신건강 지킴이 카운슬링센터 ]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
교적응, 대인관계,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등의 문제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교내 전문 상담 기
관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우리의 학교생활을 도와줄 카운슬링센터의 프로그램 ]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에서는 개인상담프로그램, 상담

실습인력교육, 학교적응프로그램, 정신건강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좋은친구 또래상담
‘좋은친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심리·정서적 긍정 모델이 될 수 있는
2~4학년을 또래상담자로 선정하여 학내 상담자를 발굴
및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래상담자들은 학기 중에
멘티인 학생들에게 심리·정서 지원과 대학 생활에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1:1 멘토링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2. with GRIT (마음근력 강화 프로그램)
GRIT은 성장, 회복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를 의미한
다. ‘with GRIT 프로그램’은 이 4가지 요소에 관한 재
학생의 비인지적 역량 GRIT 강화를 통해 마음근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 탐색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
학 생활 적응 능력 향상과 이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
기 위해 개발 및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이다. 

3. 집단상담 프로그램
카운슬링센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들
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문제 맞춤형 집단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유학생 등 학
내 소수자를 위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재학생의 학
습 및 시험불안 관리를 위한 학습 명상 프로그램, 생애
중심 진로교육 및 집단상담으로 구성된 진로 심화 프로
그램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집단상담은 비슷한 관심을 가
진 4~8명의 학생이 상담 전문가와 상호작용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상담
의 한 종류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등 다
양한 정서조절 및 학교 적응을 도울 프로그램이 구성되
어 있다.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는 매 학기 재학생들의 요
구조사에 따라 변경이 되기도 한다.

심리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및 진로 등
을 탐색하기 위한 심리검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심리검사에는 성격·기질·정서·대인관계, 지능·학업,
진로·적성, 종합심리평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검사 유형을 골라서 진행하면 된다. 심리검사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이 원할 경우 검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의 해석 상담
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 및 성장에 도움
을 준다.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카운슬링센
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SNS(인스타: jj_coun) 그리
고 카운슬링센터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상담, 심리검사의 경우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카운
슬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친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생들은 카운슬링센터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자.

[ 카운슬링센터 100% 활용 방법 ]
카운슬링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맞
게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알기 위해 카운슬링센터
센터장인 상담심리학과 김연수 교수에게 효율적인 센터
활용 방안을 직접 들어보았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운슬링센터 홈페이지와 SNS(인스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소식을 알아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둘째, 카운슬링센터에서 발송하는 카카오톡 ‘푸시’ 및 문
자메시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셋째, 카운슬링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은 비
대면으로라도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
니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고 참여하기 
넷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CP 및 역
량점수 받기
다섯째, 좋은친구 또래상담 멘토 참여를 통해 교육 이수
비·활동 장학금 100만 원 받기 
여섯째, 카운슬링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참
여 소감(우수사례 공모전)을 나누고 장학금 받기

카운슬링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간
과의 연계협력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카운슬링센터에
서는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 학생들 중 정신건강 고위험
군에 해당하거나 도박 등 중독 관련 전문영역 상담이 필
요한 학생들과 전문기관을 연결해주어 무상치료 및 추가
적인 전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카운슬링센터와 협력 기관의 합동 정신건강 캠페인
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정보를 전달해준다. 

김연수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카운슬링센터에서 활
동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거친 인력임을 강
조하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털어놓으면 훨씬 더 문제
가 쉽게 해결이 된다. 전문적인 상담사분들과 얘기를 하
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 카운슬링
센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문해 줬으면 한다”
라는 바람을 전했다.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킴이 ‘카운슬링센터’



재확산되는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판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황폐하게 하는 것 같다. 칭찬
보다는 비난이, 격려보다는 힐난이, 대안 없는 비판이
난무한다. 그래서인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을 만
나기 어렵고, 숲을 거쳐 온 바람처럼 청량한 말을 듣기
가 어렵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
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전 1:8)는 전도자의 고백이
너무나 생생하다. 

▼ 말은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한 사람의 인품과
영성이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
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마 12:35). 지혜롭지 못
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입이 우유 기름
보다 미끄럽고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그가 하는 말은 뽑
힌 칼(시 55:21)과 같고 찌르는 칼(잠 12:18)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세상을 갈라서
게 한다. 세상에는 날카로운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
하는 자가 있거니와 양약과 같은 혀를 가진 지혜로운 사
람도 있다(잠 12:18).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약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 입을 슬기롭게 하여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지식이 더해진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
한 말이 나온다. 선한 말은 마음을 찌르는 악한 말과는
달리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힘든 마음,
잘못된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격려하여 회복시켜 주
고 변화하게 한다. 선한 말은 마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같아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잠 25:25). 지혜로운 사람의 슬
기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좋은 약이 된다(잠 16:23~24).  

▼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요즘은 할퀴
고 상처 난 자국을 치유하는 말, 분노하는 사람에게 평
강을 전하는 말, 낙담한 영혼을 격려하며 소망과 기쁨과
비전을 심어 주는 그런 선한 말이 너무나 그립다. 이제
세모의 언덕에 선다. 새 해를 맞아야 할 우리 모두가 양
약과 같은 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
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홍색 실 같고 어여쁜 입에서 나
오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이 되기를 간구한다. “네 입술
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아 4:3).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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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은 숲속 초막 셋
이 세워진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15일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약
40일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
다.‘숲속 초막 셋’은 마태복음 17장 4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
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
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
진 예배당으로 전주대학교 스타정원에
서 대학본관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학생들과 전주시민들에게 기
도의 공간으로 개방되어있다.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레이 기도는
40일간 40명의 기도자가 숲속 초막 셋
에서 자신을 위해, 각 부서와 학과를 위
해, 전주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
도한다.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레
이 기도를 제안한 한병수 목사(전주대학
교 교목)는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
레이 기도를 통해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레이 기도>는 비록 시차를 두고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시간
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
도 가운데에 오셔서 전주대와 동행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기도하는
대학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레이 기도>
기도제목

1) 전주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께서 전주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2) 전주대의 모든 구성원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캠퍼스가 
되게 하옵소서.

3) 전주대에 기독교 정신이 구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평화와 자유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지원실 최은혜
(greacechoi@jj.ac.kr)

숲속 초막 셋 1주년 기념 릴레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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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107편 9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
안도 놀라운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
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계속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현실 속에 놓여있
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업
과 진로에 대한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
거나 퇴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며, 전주대학교 가족 공동체
로서 잘 적응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지
혜와 덕을 쌓고,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기르며,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도
록 잘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터

득하며, 곳곳에서 희망을 열어가는 리더들
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주대학교가 열악하고
힘든 중에도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은혜를 주심
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소중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 되게 하옵
소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의 건학
이념을 바로 이해하고 진리를 잘 배우고 익
혀서 학생들이 슈퍼스타로 귀하게 세워지
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섬
김의 리더십으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총
장님에게 건강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
옵소서. 또한 모든 교직원이 마음을 같이하
여 함께 울고 웃는 든든한 동역 의식을 통
해 학교 발전을 이루는 믿음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무지 앞날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계획했던 일
들도 취소되고, 멈춤의 현상들이 빈번하여
불안과 염려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며 긍휼한 은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

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
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
하며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
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힘을 더하
여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고, 귀한 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서화평 목사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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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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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임
의로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의 특징을 모세는 몇 가지로 정리하여 가
르친다. 첫째,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
을 경우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한다. 둘
째, 자국인과 타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
게 판결해야 한다. 셋째,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한다. 넷째,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경청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의 낯에 대한 두려움은 금
물이다. 
하나님의 재판은 가족이나 친족 구성원을 편

애하지 않는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아니 되
는 재판이다. 의식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는 재판관의
자격 미달이다. 이 자리는 혈통의 경계를 넘어
서는 가치관을 요구한다. 이는 가정을 돌아보
지 않는다는 개념과는 구별된다. 오히려 가정
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가정에 머무
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혈육에 치우치지 않
은 판결은 결코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가정을
견고하게 한다. 모든 가장은 이런 재판관 의식
에 투철해야 한다.
하나님의 재판은 자국인과 타국인 사이의 차
별도 금지한다. 자국민의 우월성을 통치의 열
광적인 수단으로 삼았던 인물과 시대가 존재
했다. 일등 국민, 이등 국민, 삼등 국민 개념도
한때는 번듯한 제복을 입었었다. 비록 오늘날
그런 민족주의 폐단이 제도화된 나라가 드물
지만 실제로는 법의 정의가 국경선을 넘어가
는 경우는 대단히 희귀하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가 피부와 문화와 제도와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판결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
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십
계명 제3계명의 위반이다.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의 외모에 휘둘림이 없

다. 여기서 외모는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이 감
지해 낸 판결의 모든 요소를 총칭한다. 재판의
기준은 우리의 면밀한 관찰이나 그 관찰에 기

초한 사람들 사이의 다수결 합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듯
이 사람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의 재판은 성립
된다. "중심"은 몹시 어려운 개념이다. 나는 "
마음의 동기"가 "중심"에 가장 가까운 의미라
고 생각한다. "마음의 동기"를 읽어내는 작업
이 판결의 관건이다. 그 작업은 동기를 둘러싼
변방의 시간적 공간적 요소들을 걸러낼 때 가
능하다.
하나님의 재판은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의 발언을 경청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귀인에
게 경청의 귀를 양도한다. 이는 귀인의 사회적
신뢰도가 천인의 그것보다 높아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상의 당위는 사람
들의 저항과 의문을 잠재우는 최상의 도구로
서 적격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은 늘 악용과
오용과 과용이 군침을 흘리며 눈독을 들이는
표적의 일 순위 대상이다. 당연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검토하지 않으면 판결은 음흉한 거짓
에 놀아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당연한
현상의 틈새를 파고드는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의 낯에 대한 두려움도

가볍게 능가한다. 때때로 사람의 면상은 오가
는 구어가 없어도 상대방을 위협하고 제압하
는 공포의 수단이다. 얼굴만 보아도 위축되고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다. 재판관은 그런 자가
가진 막대한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반듯한 판

결을 주저하게 된다. 두려움은 언제나 두려움
의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두렵다는 사실의 선언이다. 판결봉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심히 두려워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입술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재판은 모든 일이 행한 대

로 갚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이다. 인
간의 법정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구
석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 사학은 하
나님의 이러한 재판을 보여주는 구별된 처소
이다. 마땅히 친족이라 해서 두둔하지 않고 국
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하지 않고 보이는
외모에 미혹되지 않고 천인의 발언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고 사람의 낯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래야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
실의 증인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러나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재판
은 엄정했다. 당시의 재판관인 빌라도 총독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손까지 씻었지만, 아버
지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진 아들에게 휘
지 않은 판결을 내리시고 지상 최대의 형벌을
내리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재판이
무엇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재판관을 이 땅에서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재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신1:17)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대학교회 담임목사)

1818년 성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스트리
아 잘츠부르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른도르
프에서 조용한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의 발원
지는 이곳의 한 성당이었다. 성 니콜라우스 성
당의 모어 신부는 오르간이 고장 난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음악이 없는 성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면 음악을 들으며 크리스
마스이브를 맞이하는 것이 이들에겐 일 년 중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모어 신부는 오르간의 고장으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오르간을 직접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츠부르크의 수리공이
오드라도 당시의 교통 상 일주일이 걸리는 상
황이라 고민하던 모어 신부는 직접 곡을 만들
기로 하였다. 그는 먼저 가난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 것을 떠올렸다. 가난한 그 집에서는 어
머니가 어린 아이를 품고 추위를 견디고 있던
광경을 떠올리며, 간결한 문체로 가사를 하나
하나 차분히 적어 내려갔다. “고요한 밤, 거룩
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
다.” 
모어 신부는 완성한 가사를 들고 친구인 음
악 선생 그루버를 찾아갔다. “여보게 지난밤에
내가 만든 노래 가사 일세 여기에 맞는 곡을
좀 급히 만들어 주게 나 그리고 또 하나, 성가
대는 연습 할 시간이 없으니 곡이 완성되면 자
네와 내가 뚜엣으로 해야 할 것 같네!” 
모어 신부가 다급히 부탁하고 돌아간 뒤 그

루버 선생은 그가 건네주고 간 종이에 적혀진
가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무엇에 이끌
리듯 떠오르는 영감을 단숨에 오선지에 그려
넣었다. 그루버 선생은 오르간 반주가 불가능
한 사실을 알고 있는 터라 기타 반주에 소프라
노와 엘토가 부르도록 작곡 하였다.
드디어 크리스마스이브에 모여든 사람들 앞

에서 모어 신부가 소프라노를 그루버가 기타
반주와 앨토를 담당하고 성가대는 후렴을 하
였다. 이렇게 해서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천사의 소리처럼 울
려 퍼졌는데, 교인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감
동하였고 어느 해 보다도 뜻깊은 크리스마스
브를 맞이할 수 있었다.

성탄 캐롤 고요한밤 거룩한밤 탄생 이야기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4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밤 거룩한밤’ 원본 악보(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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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에브리타임 ‘HOT 게시물’에

‘저희 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전문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계열

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전북 방언에 대한 인

식 비교’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는 팀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이 2명이라 설문조사

진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학우들의 도움이 필

요하다는 글이었다.

이 글을 접한 전주대학교 학우들은 “했습니

다!~~ 이제 단잠 자요!! ㅎㅎ 팀플 화이팅!!”,

“귀찮아서 이런 거 안 하는데 글이 귀여워서 하

고 갑니다ㅋㅋㅋ”, “참여완!! 근데 진짜 설문 참

여하고 싶게 글을 잘 썼다” 등의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했다. 설문은 218명의

전주대 학우들의 응답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었다.

위의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글에 담긴 글쓴이의 진심 때문이다. 본문에 적

힌 글을 읽어 본 학생이라면 글쓴이가 설문조

사와 관련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참여해준 전주대학교 학우들에게 감사

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제 댓글을 통한 대화를 예로 들어보려 한다.

설문에 참여한 전주대학교 학우는 “참여 완료

~ 설문지도 부담 없고 간결하게 잘 만들어 둔

거 같아요~ 마음 놓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설문지 얼마나 오랜만인지….” 라고 댓글을 남

겼다. 이에 글쓴이는 “ㅠㅠ 참여해주신 것만으

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글 하나씩 남

겨주시는 거 보면 뭉클하고,, 막 그르네요,,, 진

짜 어제오늘 통틀어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

고 하는 게,, 제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기도 하고 ㅠㅠ 감사합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고 대댓글을 남겼다. 

이렇듯 글쓴이는 참여해준 전주대학교 학우들

에게 글과 댓글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서로

가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에 응답했다. 그 응답에 감사함을

담은 글을 전했고, 감사함에 응원을 담은 글을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글쓴이와 전주대 학

우들은 글을 통해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글은 공감을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

을 담아 쓴 글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주기도

하고, 독자는 그 공감에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

누군가 나의 감정에 공감해준다는 것은 나를 알

아 봐주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쁜 순간에 있

는지, 얼마나 슬픈 순간에 있는지 혹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순간에 있는지를 알아 봐주고,

같은 순간을 함께 해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

미에서 오는 공감은 실제로 같은 순간에 있어

주지 않아도 글을 통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

고, 위로를 건넨다. 글에는 그런 힘이 있다.

글은 머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은 표현하

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은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입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글은

어디에든 머문다. 그곳이 종이든 핸드폰 액정이

든 모니터 상이든 말이다. 그리고 그 힘이 강한

글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옮겨가 머무른다. 설렘

을 머금은 채 머물기도 하고, 슬픔은 머금은 채

머물기도 하며, 때론 분노를 머금은 채 머물기

도 한다. 그렇게 자리를 틀어 앉은 글은 이따금

생각나 때론 풋내 나는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

고, 목이 턱 막히는 먹먹한 응어리를 선사하기

도 하며, 가슴에 내리꽂는 주먹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글은 어딘가에 머물러 이따금 존

재와 감정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글은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람에 날리

는 눈송이처럼 가볍게 흩날리는 글도, 힘을 꾹

꾹 담아 눌러 적은 무거운 글도 누군가에게 전

달된다. 생각이 전달되기도 하고 마음이 전달

되기도 한다. 글은 쓰는 이의 마음을 읽는 이에

게 전달한다.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 전달되기

도 하고,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며, 같은 슬픔에 공감하는 위로가 전달되기

도 한다. 그리고 그에 보답하는 감사함이 전달

되기도 한다. 글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의 여러 관계에 마음

을, 생각을, 혹은 감정을 전달한다. 그런 힘을

글은 가지고 있다.

글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풋풋

한 사랑 이야기에 설렘을 담은 옅은 미소를 띠

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라짐을 담은 이야기에

가슴 먹먹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야기에 투쟁의 다짐을 가지기도 한다.

글은 서서히 스며들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행동하게 만든다. 그 마음을 움직인 글은

설렘을 담은 옅은 미소에 서툰 마음을 건네고,

먹먹한 슬픔을 닦아주고, 투쟁의 다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기도 한다. 글은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으로 마음을 건

네고, 마음속에 머물러 이따금 생각나게 하고,

쉽사리 전하지 못할 마음을 전달하고, 감정을

동요시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

든다. 

이것이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

진주현 기자
(jjh8222@jj.ac.kr)

기자칼럼

대학생 참여기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대학생 프로그램 참

여기는 체험의 범위를 대학의 안과 밖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경험담을 솔직히 전했

다. 이번 호는 한 해의 마지막 호로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체험이 무

엇이 있을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학과 학생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를 소개한다.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올해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이름은 ‘해나; 온’

이다. 학생회 이름의 의미는 ‘해가 나듯 따뜻

한’이다. 해나; 온 학생회는 학교와 학과 학

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을 하고 학과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교생활

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나; 온 학생회의 부서는 집행부, 기획부,

홍보부, 문화교류부, 과 대표로 구성되어 있

다. 집행부는 학회장과 부학회장, 총무로 구

성된다. 학회장과 부학회장은 학회 구성 및

사업 구상, 총괄, 전반적인 행사 기획, 관리,

진행을 담당한다. 총무는 각 행사 비용 관리,

영수증 관리 및 회계를 본다. 기획부는 계획

표 작성, 구상, 재료 준비 등 각 행사의 전반

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PPT 제작, 물품 보

관, 판넬 제작 등 세부 사항을 준비한다. 홍

보부는 과 행사 SNS 홍보 및 포스터 제작

등으로 학과를 알리고 있다. 문화교류부는

행사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고 학과 학우들

을 위한 복지를 담당한다. 한국어문학과는

학과 내에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문화교류부

에서 유학생 행사 참여 유도 및 유학생을 위

한 행사를 기획하며 유학생과의 교류를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과 대표는 학과 공지 또

는 학교 행사 등을 각 학년에 전달한다.

-학생회에 들어오는 과정
해나; 온 학생회는 학교생활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고 싶은 사람, 학과 사람들과 친해지

고 싶은 사람, 학생회 활동을 해보고 싶은 사

람 등 학생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든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방법은 학회장이나 부학회장에게 학번,

이름, 지원 부서를 보내면 된다. 부서별로 추

후 면접 날짜를 지원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하여 공지한다. 

기획부와 홍보부, 문화교류부는 매년 면접을

통해 신입생 부원을 뽑고 있다. 기획부는 고

등학교 재학 시절 행사를 기획하거나 경험이

있는지, 평소 아이디어가 넘치는 편인지, 자

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인

지, 타인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의 질

문을 통해 부원을 뽑는다.

홍보부는 PPT나 홍보물을 만들어 본 경험

이 있는지, 홍보물 제작을 배울 의지가 있는

지,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부서 활동에

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화교류부는 학생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

행사 참여보다 기획에 관심이 있는 이유, 부

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학생회에 들어오면 좋은 점
학생회는 동기 외에도 선배, 후배와 친해질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

근엔 더욱 학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

동이 적기 때문에 동기마저 친해지기 어렵

다. 그러나 학생회에 들어오면 회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

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장점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얻는 뿌듯함이다. 학

생회는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학과 행

사를 기획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과정까지

열심히 노력한다. 학생회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는 활동이니만큼 열정을 가지

고 하게 된다. 그 열정과 노력의 결과에서 오

는 뿌듯함과 보람참은 크다.

-학생회가 이끈 학과 행사
해나; 온 학생회는 1월부터 과방 물품을 구

비하고 게시판을 꾸미면서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개강 후 1학기 개강 총회를 시

작으로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 선물 증정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이벤트를 진행했

다. 김승종 교수님의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

학기 행사는 끝났다. 2학기의 활동은 과방

청소, 한글날 이벤트로 시작하여 학기 마무

리에 진행되는 학과의 중요한 행사, 천년대

목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학술제와 더불어

이원익 교수님의 퇴임식 행사 준비로 2021

년 학생회 활동을 마쳤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필자는 2학년 과 대표로 활동했다. 주된 업

무로 학과 공지 전달을 맡았지만 과 행사에

참여하고 진행을 맡으며 학생회에 열정을 느

꼈다. 해나; 온 학생회는 대충 참여하는 사

람이 없이 구성원 모두도 책임감 있게 활동

에 임했다.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일도 스스럼없이 도

와주며 일의 능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번

학생회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과 일을 하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

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추억도 만들고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재밌는 학교생활을 만들어 준 학생회



사    설

우리 대학 총장직의 실질적인 공백 상태가 벌써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15대 홍순직 총장은
지난 8월 21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교내외 그 어디에서도 찾
아볼 수 없었다. 특히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
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에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총장직에서 초연하게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총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로 시
간만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총장의 현재 행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

기 어려운 수준이다. 만일 자진 사퇴를 말 그대로 본
인이 결정하고 약속한 사안이라면 이미 자리에서 물
러났어야 했다. 물러나지 않는 이유를 아무리 짐작
해봐도 ‘약속’에 관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 말고
는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다행히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겉으로 제시한 전제 조건 외에 드러
나지 않은 다른 꿍꿍이셈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최근 도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총장의 사
임을 두고 금전 보상을 거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홍 총장이 자진 사퇴의 전제 조
건으로 언급한 ‘명예 회복’이 결국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교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
하며 호남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우리 대
학의 총장직이 금액으로 환산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홍 총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취임사에서 “민주적

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모든 일을 시행하여 구
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을 도모하
여, 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
끼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만약 홍 총장이 어떻게든 직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적으로 해명하고 교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
려는 노력을 보였어야만 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은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돌려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런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교내 구성원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듯 현재의 총

장은 직책만 있고 실질은 전혀 없는 유명무실(有名
無實)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리를 차지하
고 앉아 자신의 직분은 다하지 못하면서 봉록만 받
는 일을 시위소찬(尸位素餐)이라 한다. 예로부터 높
은 자리에 앉은 분들은 시위소찬을 무척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거취 결정을 다른 이들은 명예로
운 일로 여기고 존중하였다. 명예 회복은 먼 데서
찾을 일이 아니다. 

※ 본보는 지난 915호 사설에서 “떠나는 홍 총장에게 박
수를 보내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홍 총
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그가 내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교내
구성원들이 이행함으로써 총장의 자진 사퇴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구성원들이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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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처음 제창한 ‘4차 산업혁명’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하
였다.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사라져 융합되는 기술혁명이다. 역사상
의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하였듯이 혁명
적 변화는 기술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
양식의 변화, 생산력 중심의 이동, 가속
적인 경제성장, 산업구조와 경제기반의
근본적 재구성, 나아가 사회계층과 권력
구조의 변혁까지 아우른다. 또한, 이러
한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
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

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
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필두로 정부 주도의
4차산업혁명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가
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전반
적인 사회구조를 지식정보사회로 탈바
꿈시키고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
며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혁이 일
어나고 있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과거에 안주한 자에게
는 가진 것도 빼앗기는 위기가 올 것이
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에게
는 커다란 기회가 올 것이다. 혹자는 요
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COVID-
19까지 겹쳐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
지만,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다.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 판교에서는 개발
자를 구하기 힘들어 개발자의 몸값이 천
정부지이다. 취업시장에서도 커다란 양
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의 변화 속에서 전주대학교 대학생을 비
롯한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는 우문에 가깝다. 무조
건 4차산업혁명의 변화 물결에 올라타
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
의 핵심기술로서 사회, 경제, 안보, 문화
및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필수
요소로 활용되어가고 있다. 과거 정보화
혁명 시대에 키보드를 못 쳐서 스스로 문

서 하나를 작성 못 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처럼 이젠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면, 현대판 부시맨 취급을 받을 날이
성큼 다가왔다. 
전주대학교도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
능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첨
단기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정부 지원의 각종 인공
지능 무료교육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
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고품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공대나 컴퓨
터 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의 깊숙한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의 전공자가 아니
라면, 인공지능을 내가 필요한 영역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인
공지능 활용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수
학을 잘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크다. 미래의 자신이
대우받기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시간이
나면 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
도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갖추기를 권한
다. 컴퓨터 지식처럼 평생 몇백 배로 써
먹을 수 있도록 되돌려줄 것이다. 거대
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되는 이치는 단지 생물 도감에 나오는
공룡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
야기이다. 

김영수 교수
(인공지능학과)

기자칼럼차별과 규정의 올바른 정의

어린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면 탈 수 있
는 놀이기구는 꽤 제한되어 있다. 신체
또는 나이가 조건의 일부가 되면서 그들
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유형을 좌지우
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들을 규
칙 또는 규정이라고 일컫는다. 정해진
규정을 넘기려고 몰래 까치발도 들며 애
를 쓰는 모습과, 그를 못 넘겨서 시무룩
한 얼굴로 다른 것을 시도하러 가는 아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워서 떼
를 쓰며 우는 장면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다는 사

실을 안 아이들 대부분은 수긍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에 대항하는
아이도 있다. 키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자
신은 왜 못 타냐며 이건 자신이 어린이
라고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에
화를 표출한다. 직원은 아이의 말에 규

정상 어쩔 수 없다며 타이르기만 할 뿐
이다. 일반적으로 놀이기구는 만들어질
때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후에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규
정을 따라야 한다.
단지 어린 아이의 경우만 이런 상황

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
서도 규정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그리
고 또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항
하는 이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생
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대학 생
활을 하면서 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 번
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술집에 출입하
기도 하고, 직접 술을 사러 가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이 성인임을 알려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판매자에게 내보여
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선 술을 판매하
는 곳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에브리타임’ hot 게시판에 위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안녕 유학생들
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외국
인의 신분증 검사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 글은 신분증 검사 절차가 외
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쓰는 글”이라며 “편순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자)로서 알아주
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라고 말
을 띄웠다. 본문에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선 신분증 미지참시 술
과 담배 절대 살 수 없다. 혹시나 한국
나이로 성인이 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며 “신분증 또는 여권을 사진으

로 찍어서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
는다”라고 당부하였다. 더하여 “신분증
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
다.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못 산다고
돈과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술을 사지
못했다고 불법으로 일을 한다며 허위 신
고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
다. 이 게시물은 며칠 사이 많은 이의 공
감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정상 술과 담

배를 사기 위해서 본인이 만 18세 이상
임을 확인시켜주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
야 한다. 또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
은 조작을 야기할 수 있어 인정되지 않
는다. 명확한 것은 신분증을 검사하는
절차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차별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신분증을 검사하
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규정이다. 타국
에서 온 유학생은 한국의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할 명확한 해결방안은 있다.

한국에 유학을 오는 절차에서 한국의 법
적 규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유학을 오는 것은 한국의 학문을 배우러
오는 것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도 배우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와
사회를 배우는 유학생이라면 차별과 규
정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들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규정도 수용하며 대학의
학생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주길 기
대한다.

백윤정 기자
(ynjeong21@jj.ac.kr)



The JJ GlobeNo. 916
December 22, 2021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Korea   Tel: +82-63-220-2441    Publisher Soon-jick Hong, Managing Editor Hwang Yohan

The ‘2021 Startup Camp' was organiz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Center to deliver information
about startups to students as well as to encour-
age startup business development through ex-
pert counseling.

Participants for the‘startup camp’were recruited
by filling up and submitting an application on
on-STAR from November 11th to December 3rd.
After pre-education, the ‘startup camp’was held.
During the term at the cyber campus, pre-edu-
cation sessions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hip as well as case analysis of

business model schematics and strategies.

The actual camp was held as a day camp in
Room 307 of Liberty Hall on December 4th. It
was made up of programs that can help with
issue solving, logical thinking, writing a business
plan, and beginning a business. In addition, it
provided programs that include business model
development, presentation business plan writing,
mentorship, and team concept presentation.

The camp recruited 20 stude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ccording to a camp official,

the camp would be beneficial to potential
founders, prototype makers, and students who
are inexperienced with beginning a business, as
well as students in their 20s and 21s who are
not satisfied with academic life. There was no
cost to attend the camp. Textbooks, lunches, and
refreshments were all provided for the students.

If a team is selected for the best idea at the
start-up camp, they will be given additional
points when applying for starting their own
startup group.

Regional Innovation Center ‘2021 Startup Camp’Regional Innovation Center ‘2021 Startup Camp’
reporter Choi hye-rim(chr94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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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Multilingual Speech Contest' was suc-
cessfully held on the December 1st. This is the
first multilingual speaking contest in a domestic
university, in which English and Japanese are
spoken simultaneously. JJU has been running
the competition since 2017. In 2020, it could not
be held due to the corona pandemic, but this
year, the 4th competition was held with a grad-
ual recovery of daily life. 

Six teams competed in the finals, showcasing
their foreign language speaking abilities by
making presentations in both languages, Japan-
ese and English. Many subjects such as 'The
Squid Game: Plagiarism of Japanese Works?','New

Words Created in the Pandemic Era', and'Mea-
sures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sparked
passionate debate.

"Now,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world, it appears that speaking two or more for-
eign languages has become necessary in Korea
as well,” said Koo Min-kyung (3rd year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who earned
the grand award. Furthermore, she added: “being
able to communicate in both English and Japan-
ese gives me the impression that I am developing
my worldwide talent. I am also studying Japan-
ese IT convergence, and I am hoping to find a
job in another country next year.”

"Through this competition, it appears that our
students have learned about multilingualism and
have contributed in some manner to under-
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diversity in our
society,” stated Professor Park Kang-hoon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Meanwhile, since 2016, he has been designing
and running a multilingual program that com-
bines speaking and learning Japanese and Eng-
lish at the same tim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e will run K-MOOC class, including multilin-
gual lectures, since January 2022. 

College of Humanities Dean's Japanese-English Multilingual Speech ContestCollege of Humanities Dean's Japanese-English Multilingual Speech Contest
reporter Han Kang-hoon(hkhoon9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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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nd JJU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was held on December 6 and 7 at the Onnuri
Hall on the 1st floor of the Star Center.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quaran-
tine rules were thoroughly followed. People who
attended the festival were only permitted to
enter the building after a temperature check and
filliing up the entrance list. 

It is a classical music festival for local residents,
performed by 50 local musicians, including art
director Lee Ju-yong, professor of music depart-
ment, and his students. This 2nd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was held in a Christ-
mas-themed setting. The musicians wore

Rudolph headbands and played Christmas carols,
creating a festive mood. The festival's goal, ac-
cording to Professor Lee Joo-yong, is to support
neighbors in need.

At the 1st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together with ‘Child Fund Korea,’musical instru-
ments were given to children in culturally mar-
ginalized areas through a fundraising event. It
was to deliver dreams and hopes to local children
through music. At the 2nd Festival, fundraising
events were held online and offline to help more
children in need.

Professor Lee Joo-yong, who was the MC of the

festival, said that “The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was held with the goal of fulfilling its
role as a cultural hub in Jeonju and delivering
comfort and courage to local residents exhausted
from COVID-19.” And he also remarked“In par-
ticula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young
musicians and students is significant. This fes-
tival is a truly regional-centered music festival
with local artists, established by the next gen-
eration of musician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local culture and arts. I hope that
through this festival that brings each per-
former's voices and hearts together, people can
learn about how to understand each others.”  

The 2nd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to Help Children in Underprivileged AreasThe 2nd Cheonjam Chamber Music Festival to Help Children in Underprivileged Areas
reporter Yun Hye-in(hyeout@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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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 sẻ niềm hạnh phúc và sự ấm áp 
Trở thành tình nguyện viên là mộttrong những điều tốt nhất bạn có thểlàm với cuộc đời mình. Đó là một cáchtuyệt vời để giúp đỡ người khác. Bạncũng rất hài lòng khi biết rằng bạnkhông lãng phí thời gian và đang giúpđỡ những người cần giúp đỡ. Khi chúngta đang đi học là lúc chúng ta có nhiềuthời gian và tuổi trẻ nhất. Các bạn hãydùng năng lượng đó để lan tỏa, để giúpđỡ và để yêu thương. Cho đi và nhận lạilà hai từ chúng ta nghe thấy nhiều rồiphải không?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hìchỉ là cho đi thôi mà nhỉ. Những hoạtđộng tình nguyện có nhiều bạn nghĩrằng đi vất vả vậy thì đi làm gì có ý nghĩagì đâu.. Nhưng thật ra suy nghĩ đó rấtsai lầm và nó ngụy biện cho sự lườibiếng của chúng ta.

Tháng 12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đã tổchức một buổi tình nguyện chia sẻthan tổ ong đến cho người nhữngngười neo đơn, già yếu dành cho cácdu học sinh ngoại Quốc đang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Buổi tìnhnguyện này chỉ kéo dài trong vỏn vẹntrong 4 tiếng, có vất vả, có mệt nhọc vàcó tiếng cười, niềm vui nhưng trên cảđiều đó thì giá trị của việc cảm nhận

được sự hạnh phúc, sự yêu thương, sựđoàn kết. Tất cả những điều đó đều góigọn trong hai chữ đó là trải nghiệm vàchỉ có sự trải nghiệm mới mau chónggiúp ta trưởng thành. Trưởng thành vềmặt cảm xúc cũng như tinh thần là khita cảm nhận được mọi thứ sâu sắc hơnvà có thể thấu hiểu cảm thông đượcnhững người xung quanh nhiều hơn. Tôi nghĩ rằng có quá nhiều người trongchúng ta sống theo lối sống lười biếng.Cuộc sống thú vị hơn nhiều khi bạn làmột tình nguyện viên. Tôi thấy nó thựcsự giúp các bạn mở rộng tầm mắt vềcách sống hơn nhiều. Khi các bạn còntrẻ hay tham gia nhiêu hoạt động đểgiúp chúng ta có nhiều trải nghiệm hơnnhé!

外国留学生Host Family结缘仪式
12月 4日，全州大学国际交流院与全州永生教会（主任牧师金东研（音译））一同举行了将外国留学生介绍给韩国家庭认识，并与之成为家人的《Host Family结缘仪式》。此次结缘仪式的整个过程都严格遵守了新冠防疫守则，共有五个韩国家庭与留学生结缘成为《Host Family》。成为留学生韩国父母的全州永生教会信徒们将帮助外国留学生子女适应韩国社会，像父母和家人一样关心、爱护

他们家庭的新成员。还会以祷告支持他们的外国留学生子女。全州大学的Host Family活动是大学与社区社会合作运营的。通过这样的活动让外国留学生与韩国社会有了一个相互沟通的渠道。留学生与韩国家庭的结缘使留学生一直到毕业回国跟韩国父母保持亲密的关系，而这亲密的关系为留学生提供了更加了解韩国社会、学习不同文化的机会。

全州大学经营系为21为留学生颁发奖学金
全州大学经营系于12月9日在自由馆202号举行了“优秀外国人留学生奖学证书授予式“。全州大学经营系每年都为外国留学生筹集奖学基金，并颁发给外国留学生。2021学年第一学期为20位留学生颁发了1000万韩元奖学金，而此次第二学期则为21位留

学生颁发了1050万韩元奖学金。为了帮助因新冠疫情处在患难中的外国留学生，也为了让这些留学生感到温馨，经营系的所有教授都满怀热情地参加了此次奖学证书授予仪式。

全州大学在《2021 Startup Class 100竞赛》中获得最优秀奖
据12月14日消息，全州大学在韩国研究财团主办的《2021 Startup Class 100 竞赛》中获得最优秀奖。2021 Startup Class 100竞赛是韩国研究财团每年都进行的。它的目的是让预备创业家具备企业家精神；发掘为实际创业提供知识、经验的优秀教育者；共有扩散优秀教育课程，并以此为搞活创业做出贡献。此次全州大学获得最优秀奖的是K-MOOC以“文化融合时代的创业”为题的讲座。这个讲座是全州大学创业教育中心负责人金基正（音译）教授主管，并由韩国地方大学联合（RUCK）所属的8个会员大学的教授一同参与，以选编（Omnibus）形式组成的。此讲座开设的目的是让人由浅入深地了解变化迅猛的文化融合时代产生的多样创业现

象。主要教育内容有”为商品设计的讲故事战略”、”设计思维与创业”、”通过制作活动的成功创业”、”群众募资基础到实战”、“网络内容的创作与自媒体播放系统“、”为预备创业者的法律知识“、”设计农村“、”通过文化艺术的社会风险企业（social venture business）和社区商业（Com-munity Business ）“等。全州大学LINC+事业团周松团长说：“很高兴因着此次创业讲座获得最优秀奖，能为我们学生提供更高水准的讲座课程。希望讲座提高学生的创业资质，并成为学生创业的领路人。“该讲座可以在K-MOOC网站（http：//www.kmooc.kr/）确认。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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