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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수업은 대면, 수업 전반의 정상화 추진
2022년 1학기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된다. 학사 운영

공지에 따르면 1학기 강좌는 수업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이 주를 이루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웹엑스 프로그
램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학교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대면 수업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 강좌, 실험·실습·실기 강좌를 비롯한 전 교과목

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반 강의실은 강의실 면적의 2/3만 사용할 수 있
으며, 좌석이 없는 체육관이나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
험 실습실은 면접당 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를 지킨다.
대면 수업이 원칙이지만, 수강인원이 많은 강좌는 비대

면으로 진행한다. 원격강좌나 원격 활용강좌는 비대면으
로 진행하고, 수강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강좌는 방역
관리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수와 학생 간의
충분한 상의 후 각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비대면으로

수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수강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강좌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철저히 한다. 모든 강의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
행하며 학생 간 접촉이 필요한 학습활동은 자제한다. 각
강의실은 수업 전후로 환기를 시행하고 방역물품을 비치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한 교내의 유증상자
는 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자가검사를 활성화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미크론 변이가 심

각한 상황에 대면 수업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 대면 수업은 이르다는 의견과 언제까지나 비대면 수
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
한 수업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생
또한 학교의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홍정길)은 올해
1월 28일 이사회를 열
고, 전주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박진배 전 연
세대학교 부총장을 임명
했다.
이사회는 박진배 총장

을 학령인구 감소와 지
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교내외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
혔다. 
신임 박진배 총장은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Kansas

State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

고, 연세대학교에서 총괄본부장, 행정대외부총장, 입학처
장 등을 지냈다. 또한, 교육부, 건교부, 국방부 등의 정부
기관에서 심의 및 자문 위원 등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끌 예정이다.
이로써 작년 8월 제15대 홍순직 총장 취임 이후 지속

되었던 학내 혼란과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박 총장은 우리 학교의 강점을 차별화하고 학생 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교육가치창출 1위’와 ‘기독교 명문
사학’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임 박진배 총장이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대학을 이끌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세한 취임 인터뷰는 9면(사람들)으로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제16대 박진배 총장 취임

▲ 전주시 시내버스 개편에 따라 캠퍼스내에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었다. 캠퍼스 내에 정차하는 버스는 4000, 5001, 5002 총 3개 노선이다. ☞ 관련기사 2, 3면 (사진: 박헌빈 기자)

부국장: 이진희(영화방송 20)
운영부장: 김동영

(역사문화콘텐츠 18)
보도부장: 이태은(국어교육 21)
예능부장: 한현정(영화방송 20)
라디오부장: 김윤아

(회계세무 19)
국원대표: 김소은(영화방송 20)

[일반국원]
(운영부)
이수지(역사문화콘텐츠 18)

(보도부)
박예은(건축 21)

(예능부)
송동현(영화방송 18)

(라디오부)
허건영(경찰 17)

(홍보부)
박솔지(역사문화콘텐츠 18)

[신입국원]
(라디오부)
이지원(공연방송연기 21)

[선임국원]
송에스더(영화방송 18)
김나희(물류무역 19)
김희원(사회복지 20)

■ 신문사 임명
[편집장]
양예은(한국어문 20)

[부편집장]
박헌빈(경영 18)

[편집부장]
김은솔(행정 21)

[정기자]
김현진(한국어문 20)
김현하(물류무역 21)
윤혜인(한국어문 20)
조민서(한국어문 20)

[일반기자]
(취재기자)
백윤정(한국어문 21)
안주영(상담심리 20)
이소영(한국어문 21)
최혜림(한국어문 20)

(편집기자)
강수아(영화방송 21)
손민기(게임콘텐츠 19)
진주현(한국어문 20)

■ 교육방송국 임명
[정국원]
교육방송국장: 진호준

(역사문화콘텐츠 18)

● 사 령 ●

위 사람을 그 상기직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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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9일(토) 전주시 시내버스 노
선이 전면 개편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은 캠퍼
스 밖 정류장에서 내려 교내까지 한참을 도보
로 이동해야 했지만,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
간적 여유와 편리함을 얻게 되었다. 수업을 듣
기 위해서 정문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단함이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되어 등교 시간에 여유
가 생기게 되었다.
교내로 진입하는 버스는 4000번, 5001
번, 5002번으로 총 3개 노선이며, 전주대 캠
퍼스를 기점과 종점으로 한다. 버스는 전주대
캠퍼스-전주대 교수연구동-영생고 사대부고
또는 호남제일고를 지나 전주 외곽을 순회한
후 다시 영생고 사대부고 또는 호남제일고-교
수연구동-전주대 캠퍼스로 돌아오며, 배차 시

간은 9-10분 간격이다.
교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재학생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생겨
서 매우 기대가 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이어 “인문대 학생이라 주로 진리
관에서 수업을 들어 아침 수업이 있으면 뛰어
서 가거나 택시를 타는 편인데, 버스가 생겨서
늦을 걱정도 없고 교통비도 줄일 수 있어서 매
우 만족한다”라며 많은 기대감을 보였다.
노선 개편 이후 방학 기간에는 버스 이용자

가 그리 많지 않았다. 3월 개강 이후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캠퍼스를 관통하는 시내
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버스 타고 학교 속으로

본교 도서관이 3월 7일(월)부터 11일(금)까
지 총 4일 동안 도서관 메타버스 오픈 이벤트
를 진행한다. 3월 2일(수) 진행된 도서관 스탬
프 투어 행사와 같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후 입장 가능하며, 손 소독제를 구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
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서관 이벤트는 메
타버스라 일컫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일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가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본교 도서관 메타버스 이벤트의 취지는 재학

생들이 도서관을 가깝게 여기도록 하는 데 있
다. 메타버스 도서관은 가상세계라는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방문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익숙하지 않은 재학생들도 쉽게 도

서관과 친해질 수 있어, 도서관과 학생들을 이
어주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메타버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수많은 본교 건물 중 도서관을 먼저 가상세
계에서 구현한 이유는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가
상세계에 도서관을 구현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3개월 정도로, 책상과 의자까지 자세히 구
현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과 연결되어있
는 스타센터 지역은 차후 구현될 예정이다.
도서관 메타버스 이벤트는 모바일 앱 제페토

(ZEPETO)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세계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로 도서관 구석구석
을 돌아다닐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교 도
서관 홈페이지(https://lib.jj.ac.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메타버스 도서관 오픈

지난 8일 전주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하
림beSTAR 4기 선발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가 개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하림그룹과 전주대학교가 선

진국형 인력양성 교육모델 도입 필요성을 인
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학과 학생들에
게 다양한 기업의 직무와 채용 기회가 열려
있는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가
유일하다. 하림그룹은 IT, 공무 설비, 영업,
홍보, 환경 안전 등 20여 가지의 직무 트랙
이 있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적극
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림그룹 인사팀 유기호 전무는 하림그룹의

인재상을 “첫 번째는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인재, 두 번째는 타
인을 존중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재, 세 번
째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네 번째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최고를 지향하
는 인재이다.”라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올해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과와 성적은 무관하다. 단, 최종
선발자는 졸업 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
야 한다. 또, 선발 과정과 교육 과정을 모두

성실하게 참여할 도전 정신과 끈기가 있는 학
생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자신이 흥미가 있
고 적성에 맞는 분야가 있다면 부담 없이 지
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7일부터 4월 4일까

지 인스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도움은 온
스타에서 받을 수 있다. 온스타 페이지 하단
에 ‘기적의 자소서 마법사’를 클릭하고 ‘AI 인
공지능 자기소개서 작성’ 알림 창을 누르고
들어가서 작성하면 된다. 
하림 beSTAR 프로그램에는 2019년 1기

12개 트랙 22명, 2020년 2기 11개 트랙
29명, 2021년 3기 7개 트랙 16명이 선발
되었다. 2022년 4기는 집계가 되는 대로
직무별 선발 인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 프
로그램 선발 관련 문의사항은 융합교육지원
센터(220-2823), 자기소개 관련 문의사항
은 대학일자리센터(220-4651)를 통해 문
의하거나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
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하림beSTAR 4기 모집 안내
지난 1월,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 교

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립대학 박
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문체

부가 주관하며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진행하는
사립대학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1985년 개관 이래 37년 동안 지역
문화교육에 힘써온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위 사
업에 선정되어 학예, 교육, 예비 학예 총 3개
부문을 지원받게 되었다. 전주대 박물관은 ‘박
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함과 더불어 박물관의 질적,
양적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

을 위한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
의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의

한 정량 등을 따지는 ‘수행과정 역량’과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 방법 등을 따지는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마지막으로 시행 박물관
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역량과 사후 운영 활
성화 및 사후 평가 방안 수립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계획’으로 나누어 박물관의 중요 부문을
심사한다. 위와 같은 항목을 거쳐 선정된 박물
관은 1년간 문체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

업’에 선정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가치 있는
유물을 포함해 국내외 역사를 다양하게 보존·
전시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으로서 꾸준히 발돋
움하는 전주대 박물관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선정

2022년 1학기 통학버스 운영 노선이 변
경된다. 노선 변경 사항에는 전주지역 노선
감축 및 폐지로 인한 등/하교 노선 감축, 조
촌/혁신과 평화 2호 노선 폐지가 있다. 김제
지역은 등/하교 노선 2대를 1대로 감축해 1
호만 운영한다. 익산, 군산 지역은 일부 노선
의 등/하교 시간을 변경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송천동과 서신동 방면의

5대를 4대로 감축하고, 조촌/혁신 방면의
노선을 폐지한다. 아중/인후 방면의 4대를
3대로 감축하고, 평화 방면의 2대를 1대로
감축한다. 김제 지역은 1, 2호에서 1호로 감
축 운행을 한다. 군산 지역은 군산 3, 4호의
등교 승차 시간과 군산 1, 2, 3, 6호의 하교
승차 시간이 변경되었다. 익산지역은 익산 1
호와 5호의 익산역 지나 가치인력 앞 횡단보
도와 익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너 횡단보도 수
모텔 앞에서의 등교 승차 시간이 변경되었
다. 또한 익산 1, 6, 7호의 하교 승차 시간
이 변경되었다.
전주와 김제 노선의 감축 사유는 해당 통학

버스 노선 이용자 수 감소, 전주 시내버스 노
선 변경과 신설, 교내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효율적인 배차 운영을 위해서이다.
운행 방법도 지역제로 바뀐다. 전주, 군산,

정읍, 익산, 김제권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등, 하교 셔틀버스를 호차와 관계없
이 승차할 수 있다.
통학버스 신청 기간은 2월 18일에서 2월

25일, 요금 납부 기간은 2월 19일에서 2월
26일이다. 통학버스 왕복 운행요금은 전주
시 내  4개  방 면  120,000원 , 군산
450,000원, 정읍 370,000원, 익산
310,000원, 김제 280,000원이다.
통학버스는 전주대학교 모바일 앱을 실행

한 후 ‘통학버스’-‘통학버스 통학증’을 클릭한
후, 해당 화면을 보여주고 이용하면 된다. 또
는 전주대학교 모바일 앱 실행 후, 우측상단
메뉴-‘통학버스’-‘통학버스 통학증’을 클릭한
후, 해당 화면을 보여주고 이용할 수 있다.

안주영 기자(max971@jj.ac.kr)

2022-1학기 통학버스 운영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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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수업 방식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지난 2020년도 11월부터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21년도 6월에
시행된 1단계 개편에 이어 지난 2022년
2월 19일(토)에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2단계 개편
은 1단계 개편과 달리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편이다. 이번 개편 이후
2022년 하반기에 완주군 삼례와 봉동
지·간선제 개편까지 시행한다면, 올해 안
에 전주 시내버스 개편 계획은 대부분 완
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전주시 내부의 지·간선제와
구이, 상관, 소양의 노선 분리 및 지·간
선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기존 노선
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철노선이 간선노
선으로, 도심 노선이 일반노선으로 변경되
었다. 이렇게 새로운 명칭이 생긴 간선버

스는 번호가 모두 4자리이며, 총 10개 노
선에 102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또한 공
통 구간에서의 배차간격은 10분 정도이
다. 일반버스는 간선노선 개편에 따른 불
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총
78개 노선에 288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일부 노선은 이전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
에서 통합이 되었거나 개편이 되었으며 몇
몇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기존
계획한 68개의 노선에 202대의 차량을
배치하는 일반노선의 경우 평균적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간격이 예상되었
으나, 당초 계획보다 차량이 80대가량 늘
어나 대부분 일반노선은 20분에서 35분
간격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량
일부가 전주시 시계를 벗어나 구이, 봉동,
관촌까지 다닐 것으로 예상되었던 간선노

선은 우석대행 1,000번대를 제외하고 모
두 전주시 안에서만 운행하여 기존에 문
제가 되었던 기린대로와 팔달로의 편중 현
상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도 불
구하고 아직 노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101번 차량의 경우 대량 감차되어 20분
에서 30분 사이의 간격에서 40분의 간
격이 되어 상당한 교통 불편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반노선들의 배차
간격과 노선 길이가 초안에 비해 많이 길
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길게 느껴졌
던 일반버스의 배차간격이 더 길어질 것
으로 보인다. 유상 감차, 신설 노선 차량
차출 등의 문제로 일부 노선은 폐지되었
고, 주요 지역을 다니는 일반노선들까지
대부분 감차가 일어나면서 일반노선만 다
니는 지역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혁
신도시의 경우 교통 불편 지역이 될 우려
가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들은 완주군
외곽까지 가는 노선을 전주시 내 버스 종
점에서 완주군 외곽까지 완주군의 마을버
스가 운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해결될
것이며,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은 일반노선
을 더 짧게 하고 간선버스와의 환승을 고
려한 형태로 바꾼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
인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은 전주 시청에서 제공하는 버스
노선 변경 안내를 통해 알 수 있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전주대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
지난 1월 18일부터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도서관이 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로 변경
되면서 백신 패스가 해제되었다. 이에 본
교 도서관 측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위
한 대출 서비스와 백신 패스를 중단하였
다. 현재는 기존의 방법과 같이 방역 패스
가 없는 학생이더라도 학생증 및 모바일
열람증 인증 후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1월 5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에 따라 백신 패스가 없는 학생의 경우 도
서관 출입이 불가능했다. 도서관은 이들이
더욱 수월하게 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대출 도서를 전화로 예약을 받는 ‘도
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
나 백신 패스가 해제되면서 미접종자도 도
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출
입이 꺼려지는 이용자를 위해 도서 반납
통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도서 회수 시간
은 매일 아침 9시로, 회수된 도서에 한해
이전 날짜로 반납 처리된다. 도서 반납통
상시 개방은 별도의 안내 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도서 반납통은 푸드코트 쪽 도
서관 출입구 증명발급기 우측과 공대 쪽

출입구 ATM기 좌측에 설치되어 있다.

도서관 내의 스터디룸 이용 인원 또한 감
축된다. 기존의 이용 인원인 6인~10인은
현재 최대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이
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동안 유지되며,
추후의 거리두기 대책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타
인과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혼합 수
업이 주를 이루면서 지난 2년 동안 성적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진행되었다. 절대
평가란 학점을 다른 학우와 비교하여 부
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대적인 기
준에 의하여 학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절대평가 방식이 코로나19의 장기
화로 인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학기가
지날수록 학생들 사이에서 절대평가의 장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교 커뮤니티 ‘에
브리타임’만 봐도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뉜다. 이 절대평
가 논란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
어보자.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점
수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석이나 지각, 낮
은 시험점수에도 상대평가와 비교해 비교
적 점수를 받기 쉽다는 의견이다. 일부 학
생들은 시험 전날에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수
업에 열심히 임하고 평소에도 시험을 제
대로 준비한 학생과 시험공부를 다른 학
생들보다 덜 한 학생을 변별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절대평가를 반대한다.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다
르다. 아무리 절대평가여도 자신이 노력하
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다. 절대평가는 다른 학우들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일 뿐 공부를 아예

안 해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
다. 다른 학우의 점수를 떠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좋다는 의견이다.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찬성한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열
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아싸! 이번에도
시간표 짜놓은 대로
수강신청 성공했다!

나도~! 그런데  강의계획서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수업방식이 거의
대면 수업이네.

오랜만에 애들
얼굴도 볼 수

있겠다!

그러게, 2년 동안 비대면
아니면 혼합으로 수업을
들어서 이젠 대면수업을

듣고 싶어. 이제라도
대학 생활 누려볼래

그렇긴 해도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어서

무서워...

그러게, 그대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지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나 혼합
수업으로 변경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럼 수업에서
확실히 설명해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1.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뜻한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도 ○○○○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 대학생을 위한 커뮤니티로 시간표, 익명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3. 학생들의 편리한 등교와 하교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스 
4. 1월 18일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전주대 도서관은 ○○○○

미적용 시설로 변경되었다.
5. 도서관을 출입하지 않고 도서를 반납할 수 있게 배치한 통 
6.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서로, 자신의 이름,성격,경력 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7. 박물관 전문인력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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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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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금)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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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란?
청년고용률은 과연 곤두박질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고용률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국가
지표체계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정한다. 국내 기준 고용률
은 생산가능인구를 만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만
15~64세 인구로 정의한다. 청년고용률은 이 중 만
15~29세의 고용률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기업이 전체 취업 가능 인구 중 고용한 지표기
에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실업률보다 누락되는 데
이터가 적다. 고용률은 산출 방법도 간단하다. 예를 들어
만15세~64세 인구가 100명이고 그중 50명이 취업했
다면 고용률은 50%가 된다. 실업률만큼은 아니지만, 고
용률 역시 악용의 여지가 있다. 예로 취업 교육을 무급인
턴으로 둔갑시켜 고용률에 포함하는 등으로 고용률을 높
게 유지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외국과 대한민국의 청년층 고용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9월 9일 발간한 ‘지난 10년
(2011~2020)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4세) 고용률은 25.6%
로 OECD 평균(40.7%)보다 15.1%p 낮게 나타났다. 또
한,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청년고용률
이 42.2%로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해
당 기사들은 “청년들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46.4%)은 G5 국가 평균
(6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1만9,000명으로 2015년 대비
18.3%”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료=OECD

청년고용률의 맹점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고용률은 해
당 연령 취업자 수에 군인이나 재소자 등 경제활동이 불
가한 인구를 제외한 해당 연령 전체 인구수(생산가능인구)
로 나누어 계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15~29세 기준 고용률 42.2%는 2000년 이후 11번째
로 높은 수치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4년 45.4%로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G5와 비교했을 때 기존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조사 대상이 만 15~24세라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 연령대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
으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
에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18~19세의 50%,
만 20~24세 77%가 대학 진학 경험이 있다. 2020학
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 79.4%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군대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청
년층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만 15~19세 남성 고용률은
7.3%, 여성은 9.8%다. 이어 만 20~24세는 남성이
40.2%, 여성이 49.9%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온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년고용률 비교는 무
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와 청년 취업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고용률은 떨어졌을 것으
로 예측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27일 발간
한 ‘경제·산업 동향&이슈 10월호’에 실린 ‘코로나19 이
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시
작된 2020년 2월부터 청년 취업자 수는 급감하기 시작
하였고 1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4월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4.5만 명 감소한 365.3만 명으로 하락했다”며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으며
2021년 1월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고 밝혔
다. 하지만 이는 2021년 2월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양상을 보
였다. 3차 유행이 끝난 2021년 2월부터 청년 취업자 수
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7월 398.5만 명으로 확대되었
다. 2021년 7월의 청년고용률은 45.5%로 역대 가장
높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해결되었으나 질적으로는 해결되지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
년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서 계약 기간에 관해 “2021년
3분기 청년층의 계약 기간별 취업자(임금근로자) 수를 살
펴보면, 2019년 대비 1년 이하 계약은 증가했지만, 1년
을 초과하는 계약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일자리는 2021년 2분기에 2019년 같은 분

기 대비 증가 전환되었고 3분기에는 1만 명 증가하였다.
계약 기간이 1년 초과인 일자리는 감소세가 점차 축소되
고 있지만, 3분기에도 2019년 대비 4.6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2021년 3분기에도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2019년 대비 증가세가 지
속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청년 취업자
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3분기에 10.3만 증가를 기록하였고, 그
중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3.7만 명)인 것이며,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감소세는 2021년 2분기부터 축소되고 있
지만, 3분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
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종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직종별
청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서비스 및 판매직은 1분기에
2019년 대비 19.1만 명 감소하였으나 2분기부터 감소
폭이 축소하였으며 관리직 및 전문가는 2021년 3분기
에 2019년 대비 증가 전환되어 3.3만 명 증가를 기록하
였다.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단순노무직의 증가로 2021년 3분기 단순노무직은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6.7만 명 증가하여 다른 직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일자리 만족도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이직 또는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청년 취업자는 감
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여 ‘계속 그대
로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취업자는 2021년 1분기 이
후 빠르게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3분기에도 2019년
대비 8.6만 명 감소하였다.

양적으로는 회복한 청년고용률, 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취업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의 개선 여지는 확실치 않다. 청년들은 꾸준
히 지켜보며 관심을 놓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청년고용률
출처: OECD
연도: 2020

곤두박질치는

청청년년고고용용률률
곤두박질치는

청년고용률
과연

진짜일까?

주: 그림에 표시된 음영은 코로나19 유행시기를 나타내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1~4차 유행을 구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통계청{청년(만 15~29세) 고용률(%)}

곤두박질치는

청년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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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사사회회  문문제제로로  떠떠오오르르는는

사이버 렉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 사이버 렉카.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는 무
슨 뜻일까?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의 모습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늘리는
이슈 유튜버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조어다. 사이버 렉카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이버 렉카는 기존의 뉴스와 소식들을 짜깁기해 자신의 목
소리만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업로드한다. 

사이버 렉카의 목적은 단 하나,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다. 사이버 렉카에게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 때문에 사이버 렉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면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어 낸다.

또한 사이버 렉카는 사람들의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상 속의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다. 그들은 정치인의 스캔들, 특정
연예인의 열애설,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등을 파헤친다. 대부분 사이버 렉카는 기존의 사
건을 알리는 것을 넘어 허위사실로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가 관련된 사건이 화제가 될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영상이 업로드된다.

사이버 렉카는 속도가 생명이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높은
조회수를 선점할 수 있다. 사이버 렉카는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이버 렉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로 최대한 빠르게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논란과 갈등을 불필요
하게 키운다. 

실제로 한 이슈 유튜버는 특정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가 당사자에
게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적인 제
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슈 영상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 렉카가 올리는 게시물은 대부분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추측에 그쳐 명예훼손
등의 법적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유튜브를 통
해 버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다. 사이버 렉카는 영상 조회 수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버는 유
튜브의 수익구조를 이용해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데 매진한다.

또한 유튜버들은 얼굴과 목소리를 변조하여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숨는다. 유튜
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게시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없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다. 해외 플랫폼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해외 수사망
에 의존해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사
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 렉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한 개인을 향한 불특정 다수의 공격 때문
이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잼미’(본명 조장미)는 ‘사이버 불
링(Cyber bullying)’의 피해자이자 사이버 렉카에 시달려온 장본인이었다. 잼미는 사이
버 렉카의 영상에서 시작된 악성 루머로 인한 악플에 시달렸다. 악성 루머와 악플로 괴로
움을 호소하던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공격과 비난 속에
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받은 상처는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있다.
사이버 렉카의 문제점은 가해자를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에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소비함에 그치지 않고, 악성 댓글을 달며 특정 인물을 향한 사이버
불링을 행한다. 일부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
기도 한다. 이렇게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피해자
들의 심적 고통 또한 배로 늘어나고 있다. 사건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을 향한 비상식적인 공격이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규제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사이버 렉카로 몸살을 앓았던 독일은 관
련 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집행법’은 이용자 200만이 넘는
SNS는 증오와 극단주의 등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8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도 이처
럼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집행법’도 아직 법의 실효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독일에서도 “언론
을 감시하는 사설 경찰이 등장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 끊

이지 않는다. 또한, 혐오 콘텐츠를 차단하는 업무를 그저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법을 자의
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렉카나 사이버 불링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튜버와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사이버 렉카는 무엇인가?

사이버 렉카의 목적, 조회수

사이버 렉카가 살아남는 방법

타인의 고통도 그들에게는 그저 ‘돈’

피해자의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사이버 렉카의 영상이 초래한 사이버 불링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하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콘
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악성 댓글이 가지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조치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지만,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만 가능하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중재법 대상
도,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튜브 스스로 자율 규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브는 허위 조작정보, 사이버 렉카, 혐오 콘텐츠 등에 대한 대
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20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
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 방치하는 구글 각성하라”, “구글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 

사이버 렉카, 규제가 필요하다



6 문화 제917호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은 작가
주동근의 웹툰인 ‘지금 우리 학교는’을 원작으
로 하는 드라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난
1월 28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면서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
다. 이렇게 단기간에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
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좀비가 퍼지게 된 원인
은 학교폭력에서 시작된다. 아들이 학교폭력
을 당하던 와중 크게 다치자 과학 선생은 괴물
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는 심정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약물을 제조해 투여한
다. 바로 이 약물이 효산시를 멸망으로 빠뜨린
좀비 바이러스다. 그 바이러스를 실험하던 쥐

에게 물려 한 학생이 감염되고, 효산고등학교
는 순식간에 좀비 소굴로 변했다.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좀비로 변하고 가족들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점차 절망하게 된다. 결국
은 다수를 위해 좀비로 변한 모든 사람을 특정
지역에 모아 몰살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돈으로 사
람을 판가름하여 무시하는 행동을 본 후 좀비
가 창궐한 학교와 사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
각이 든다. 사람 대 사람과 좀비 대 사람의 모
습이 별반 다를 것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이런 ‘약육강식’의 모습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적용되는 것
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부산행을 이을 좀비물이
라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
는’이 단순한 좀비물만은 아니다. 감독은 이 드
라마를 통해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풍자하고
있다. 드라마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꼬집
으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 다시는 어른들한테 아무 부탁 안 할 거예요’
감독은 고등학생들의 좌절을 통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한다. 효산고등학교의 교장은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상
황을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는 영어 선생의 말
에 도리어 역정을 낸다. 또 정부는 시민들을
구한 후 학생들을 구하러 왔지만 감염된 상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인에게 학생들을
향해 발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감독은 이
를 통해 무책임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왕따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 그런 생각으로 외면
한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든 거라고!
효산시를 좀비 사태로 몰아넣은 이병찬 선생

의 아들을 비롯해 여러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
달렸다. 하지만 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
려하여 그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고, 학생주임
은 ‘이유가 있어서 괴롭혔을 거 아냐?’라며 피
해 학생을 탓했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
도리어 피해 학생에게서 학교폭력의 이유를
찾았고, 가해 학생이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면
친구끼리 그냥 넘어가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
를 통해 학교폭력을 쉬쉬하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했다.

기생수가 뭐냐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요
고급 아파트 정문에 경고문이 붙어있다. 대아
파트 사는 학생들은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
지 말라는 내용이다. 한 여학생은 임대아파트
에 사는 남학생이 장난치자 더럽다는 표현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여 ‘기생수’라고 별
명처럼 불렀다. 사는 곳이나 가정환경으로 조
롱하듯 놀리는 여학생의 태도와 기초생활수급
자에게 ‘더럽다’라는 낙인을 찍고 아파트단지
내 길을 막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
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긴 지옥이야
극 중에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한 여학생이 등
장한다. 강제로 노출 사진이 찍힌 학생은 극단
적 생각까지 하고, 자신의 노출 사진이 SNS
에 퍼질 것을 두려워하며 이미 좀비들이 점령
한 교무실에 찾아가 모두의 휴대폰을 부숴버
린다. 옥상에서 많은 학생이 좀비로 변하는 것
을 보면서도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에
게서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목숨을
저버리는 것보다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지금을 더 무서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

여주며 피해 학생에게 남는 폭력의 잔인함을
일깨워준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었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목소
리도 나왔다.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을 당하던
철수와 은지가 민폐 캐릭터로 보이도록 연출
했다는 의견이다. 주인공 무리가 옥상에 들어
오지 못하게 막은 후 혼자 구조됐다는 점과 계
속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는 점이 조금은 민
폐 캐릭터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이 끝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
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드러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자극적이라는 점이다. 여학
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어 협박하는 장면
이나 임신한 학생이 공중화장실에서 혼자 출
산하는 장면은 굳이 없었어도 될 부분이고, 말
끝마다 붙는 욕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는 의견이 많았다.
세 번째로는 원작과 너무 달랐다는 점이다. ‘지
금 우리 학교는’은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을
드라마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작 웹툰을
접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 의
견이 많았다. 원작은 2009년을 배경으로 하
지만 드라마는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을 쓰
는 등 현재의 배경으로 바뀌었고, 성격이나 이
야기도 많이 각색되어 나타났다. 
‘지금 우리 학교는’ 속 사회는 좀비라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감독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오늘 이 영화 어때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 우리에게 드러낸 현실‘지금 우리 학교는’이 우리에게 드러낸 현실‘지금 우리 학교는’이 우리에게 드러낸 현실

단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시작된 믿음의 균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는 주인공 윤영은 끝없이
갈등합니다. 병원 앞에 걸려있는 엑스레이 사진의 주
인공이 누구인지 모두들 수근거립니다. 사진의 주인
공일지 모르는 윤영도 자신인지 아닌지 두려워하죠.
누가 붙인 건지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은 채요. 

단편영화로 인지도를 쌓아왔던 이옥섭 감독의 첫 장
편영화 ‘메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14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옥섭 감독은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경쾌한 인권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회
문제들을 영화 곳곳에 배치해 둔 ‘메기’, 스토리 진행
이 조금은 황당하고, 많은 상징물들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속에서 상징물들의 의
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랍니다.

영화 ‘메기’는 미스터리 장르와 코미디 장르를 아우
르며 긴장감과 함께 웃음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상
업 영화의 익숙한 스토리와는 다르게, 독립영화 ‘메
기’는 다양한 이야기와 자유로운 시도들을 보여줍니

다.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으로 서
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의 굵직한 상들을 휩
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찰자 시점으로 등장하는 물고기, 메기
의 목소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감독은 왜
메기의 목소리를 빌렸을까요? 이옥섭 감독은 “메기
는 실제로도 지진을 감지하는 물고기다. 이런 점에
서 메기가 주인공 윤영이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미
리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영화 속에 있다. 영화 속의 조그마
한 유머가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 탈출구가 되길 바
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춘을 응원하는 ‘메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두들,
메기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글: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그림: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사람들은 왜 서로를 의심할까요?”
이 곳은 마리아 사랑병원. 오늘은 민망한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병원이 발칵 뒤
집혔어요!
세상에! 저를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 윤
영 씨는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과 남자친

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과연 윤영 씨는 이 의심의 구덩이에서 빠
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메기입니다.

감독: 이옥섭
장르: 드라마, 미스터리, 코미디
개봉: 2019. 09 .26
러닝타임: 89분
출연: 이주영, 문소리, 

구교환, 천우희

작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천만 영화는 아니지만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 독립영화의 매력을 매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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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대선’으로 불리는 대통령선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된 이후부터 시행되어 각양각색의 선거제도를 거쳐
2022년 지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대통령선거 투표율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
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청률은 고작 11%에 그쳤다. 국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
민 100명 중에 오직 11명만이 투표 신청을 한 셈이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무서워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당랑규
선(螳螂窺蟬)의 꼴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바이러
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지금, 새로운 지도
자를 뽑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
산은 심각한 상황이다. 선거 직전인 3월 2일 신학기 등교에 따
라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감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선거에 주요 변
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
가 직접 나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했다. 선거
당일,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을 확인한 이후에 투
표소에 입장할 수 있으며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며, 투
표를 위해 대기할 때 2M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
칙을 준수해야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를 위한 소중한 권리고, 정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공
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고 말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대상자는 선거일 당일 오
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
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의 선거권 행사 시 일시적 외출
절차를 마련해 모든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는 투·개표 요원의 경우 비
닐 가운과 페이스 실드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하며, 그 외
의 요원도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예정이
다. 이렇게 정부 차원으로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선
거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 바
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만이 선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다. 국내 최초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Gallup Kore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의 비호
감도는 모두 55%를 넘는다. 물론 이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표
본이 적어 오차 범위가 큰 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전문
가의 예측과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 심지어 이번 대통령선거를 두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칭할 정도로 대통령선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비호감도는 다른 계
층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
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제20
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의 여러 언행과 구설수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20·30대의 여야 양당의 대선후보에 대
한 비호감도를 높이고,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결
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렇게 20대, 30대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코로나
19 고연령층의 중증화율이 높다는 인식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만으
로 고령층의 투표율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20대와 30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자
리매김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 대통령선
거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만 한다. 물론 선거에 참
여하는 것이 예전보다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후보자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다.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말이 이번
대선에서 유독 많이 들려오면서 우리는 더욱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선거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생
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론까지 이르는 것이다. 주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아예 정치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
향에 크게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 직접 내린 결
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관점의 의견도 수용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직접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결론에 도
달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결론과 상반되는 의견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만 한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에 도달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결과에 만족감과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한다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당장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뜻깊은 시
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하는 것은 중
요하다. 기권표로 선거를 한 경우 투표율에 반영되어 정치인들
이 더 바람직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눈치를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가질 필
요가 없다. 기권표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권
표는 투표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아직 현실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나 하나의
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5년 5월 미
주 한인 이민 112년 역사상 최초로 LA 시의회에 한인 데이비
드 류 시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류 시의원의 선거전은 다
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될 정도로 류 시의원의 승리를 예
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류 시의원
이 한 표 차로 선거에 당선된 것이다. 한 표가 가지고 있는 힘
은 실로 엄청나다. 선거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매우 중요하다. 2022년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시행한다.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
부된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 즉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만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다. 우
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만 한다. 우리의 한 표는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대통령선거, 
스스로의 미래를 그리자

대통령선거, 
스스로의 미래를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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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주교도소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법조계
에서는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으로 이번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외에도 ‘고유정 사건’,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등 흉악
한 범죄로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
다. 이를 근거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
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형벌이 필요하다. 형벌은 교화의 목적
만 갖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목적이다. 흉악한 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과연 문
제가 되는 것일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어
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갈 권리가 없다고 한다. 헌법 제10
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악질적인 사람들
의 인권과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모순이다. 무고
한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포
기한 범죄자의 인권을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인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반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또,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본인의 생명만은 유지된다
는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을 논하기 전

에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자 중에서 반성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재미로 생각하고 잡히더라
도 교도소에서 살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는 범죄자가 있다. 법을 두려
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은 교화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살
려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재범률을 낮추고 그들의 사회적 격리로 인
해 강력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모든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필요하고 죄질이 나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만 조처
해야 한다. 사형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을 격리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극악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
리하여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석방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
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선고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사형 대신 무기징
역 선고를 받게 되면 흉악한 범죄자에게 교도소라는 피난처를 제공해줄 뿐
만 아니라 20년 뒤에는 가석방 심사 기회까지 주는 셈이다. 감형이 없는 무
기징역이라고 하여도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입으며 생활한다. 나라를 위해 낸 돈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
들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쏟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도 벌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쓰
이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살아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사형제 폐지를 논하기보다 사형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조정해가야 한다. 그들을 사회에서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사형제는
있어야 할 필요악이다.

사형제 존폐 YES or NO
사회적인 문제부터 흥미로운 논쟁거리까지,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두 명의 기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

2020년 12월 17일, 화성 8차 사건 재심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1988
년 9월에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성여 씨의 누명이 풀리던 날이었다. 8차 사건 당시 범행 장소였던 피해자의
방에선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몇 점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체모 분석을 의뢰했고, 며칠 뒤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
란 결과가 나왔다. 이를 앞선 일곱 번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연관 지은 경찰
은 화성 일대에 사는 B형 남자를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렸다. 억울하게 잡힌
윤 씨도 그중 하나였다. 윤 씨가 잡힌 이유는 범인과 같은 B형 남자이자, 범
인과 같은 성분의 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4년 만에 잡힌
진범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이 당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고, 2020년이 되어서야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냈다.

이춘재는 총 10차례에 걸쳐 화성 일대의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다. 반면, 윤성여 씨는 창창한 미래를 꿈꾸던 22살 농기계 수리공이
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법원의 오판으로 한 청년의 20년이 사라진 셈
이었다. 만약, 이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돼 실제 집행됐다
면, 사건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너뜨린 이들이 그에 합
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윤성여 씨와 같은 사
람이 법원의 오판으로 인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당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다면, 과연 이 사회는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줄 자격이 있을
까?

“한 번은 사형수의 목에 밧줄 올가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
트를 당기는 바람에 사형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그래도 추락했어. 온몸이 피
투성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는 사형수를 다시 끌어올려 목에 올가미를 걸었
지. 그 짓을 하는 교도관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는 1952년부터 1971년까지 19년 동안 사형수 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
면서 200명이 넘는 사형수의 죽음을 지켜본 한 교도관의 인터뷰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그리고 그 사형은 교도관에 의해서 집행된다. 사형수가 아무리 극
악무도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교도관이 자신의 손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사
형수가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익숙해지지 않
을 것이다. 실제로 한 현직 교도관은 “명령이었지만 ‘범죄자를 단죄한다’는
일종의 정의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삶에 대한 회환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에 참여한 교
도관 중 일부는 이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심하게는 마약까지 손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형은 흔적은 남긴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귀중한 삶을 가져가고 억
울한 삶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억울한 삶을 앗아간 사회에게는 무고한 사람
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에 대한 비판의 흔적을 남긴다. 사형을 집행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밀려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긴다.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자는 그 형벌로 인
해 교화되고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형벌의 역할이다.
사회는 범죄자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책임져야 하며, 이들의 인권과 존엄성
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로 인해 형벌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올가미를 조인다면 형벌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범죄자들에게 죄에 대한 무게를 알려주기 위해 사형
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타인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사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감당할 수 없는 흔적

글: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그림: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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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학기, 우리 대학은 총장 선임 문제로 오랜 기간
학내 갈등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신임 총장 임명은 교
수, 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본 사안이었다. 신임 총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궁금증
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신문사가 소통 창구를 자청하
여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총장실의 흔쾌한 수락을 얻은
후, 지난달 23일 총장 집무실에서 약 40분 동안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주로 공약, 교육관, 철학 등에 관한 내
용을 질의하였다. ‘총장’과 ‘학생 기자’라는 거리가 느껴
지지 않을 만큼 인터뷰는 한결같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
서 이루어졌다.

“개교 58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의 총
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학 구
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박진배 총장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건넨 첫인
사였다. 인사 이후 이어진 약 30분 동안 인터뷰에서도
내내 재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
되어 올해로 개교 58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가속화와 학령
인구의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 계속되는 등
록금 동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 그리
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뉴노멀의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고등교육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대학, 대학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
러워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부임하기 이전 연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입학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

루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우리 대학은 규
모나 소재지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총장 임기 동안 추진할 역
점 사안 또는 국내 경쟁 대학과 차별화된 우리 대학만의 특화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전주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
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LINC+사업 등에서 탁
월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
정받는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
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임 총장님들의 리더십 아래 교
수님, 직원 선생님,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규모와 소재지가 대학의 경쟁력에 일정 부분 영
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학생 성공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구축하고 있
는 학생 중심의 학사체계와 진로 적성 중심의 맞춤형 교
육과정을 좀 더 개선해 나간다면 학생 성공을 이루는 선
도대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주대학교가 우리 사회에

서 어떤 이미지로 남기를 원하시나요?

대학의 핵심 키워드는 발전계획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전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25+｣는
대학 비전과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은 우
리 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
다. 우리 대학에는 ‘스타(Sta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물, 제도, 프로그램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상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생명을 구하는 소방

관,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사,
그리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요
리사, 음악가, 건축가, 엔지니어, 체육선수 등이 바로 ‘수
퍼스타’며,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주인공,
즉 유일한 Only One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기존의 윤리교육, 기초교육,
특성화 교육, 융복합교육에 덧붙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
과 소질, 특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
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세상을 빛내는 수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발굴하여 육성하
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학의 모습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들이 특별히 어떤 측면에 중

점을 두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버린 코로나19는 뉴노멀이
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주대학교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학의 교육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러나 코로나19는 교육 현장에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자

원격 교육 플랫폼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대
학도 신산업 분야의 기초-심화 및 학제 간 융합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며 학교와 학과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수강하도록 개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신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지역사회와의 선순환 구
조를 견고히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대학과의 연계, 대학
의 특성화, 지역산업·지역주민 생태계와 밀착한 선순환
사업 추진 등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대학에서 잘 교
육받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인재로 활동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되며, 지역의 발전이 곧 인재의 양
성이 되고 지역은 인재를 통해 발전의 동력을 갖추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구축해 온 원격교육 인프라와 스마
트 러닝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인적자산
과 교육콘텐츠를 MOOC강좌, IC-PBL수업, 혁신리빙
랩 등 우리 대학만의 혁신교육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
유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교육의 미래 방
향성’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전환을 맞은 교육 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공간적 울타
리를 뛰어넘어, 대학과 지역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물
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함으로써 무한한 교육·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학생들이 신임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재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자에게 적합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공인
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

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시
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과의 교수님, 조
교 선생님, 선배와 친구들, 그리고 대학의 카운슬링센터,
진로개발센터, CA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식 질문 이외로 재학생들과의 구체적인 소
통 방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다. 박 총장은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시기라는 점을 전제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학생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대
면·비대면 소통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
수 재직 시절 진심 어린 면담을 통해 인생 항로를 바로
잡은 학생의 사례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하기
도 하였다. 

인터뷰의 마무리로 박 총장은 “우리 전주대학교 모든
학생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전공
능력을 함양하여 세상을 빛내는 수퍼스타가 될 수 있기
를 소망한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잊지 않
았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학생 성공을 이루는 선도대학을 꿈꾸다
--  박박진진배배  신신임임  총총장장  인인터터뷰뷰  --

학생 성공을 이루는 선도대학을 꿈꾸다
- 박진배 신임 총장 인터뷰 -



바야흐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고 있
다. 언덕배기로 넘어오는 햇살이 따듯하다. 살
랑대는 바람결에 앙상하게 마른 칙칙한 가지
에도 잎눈이 부풀어 오른다. 누렇게 마른 검불
사이로 연초록빛 새순이 움튼다. 아직 남은 추
위 가운데서도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
뜨린다. 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 섭
리에 따른 그 겸허한 순응이 눈물겹도록 그저
고맙다. 

▼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봄이 오면 산그늘
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다. 온통 비어있던
산과 들이 꽃과 함께 생명을 터뜨리기 시작한
다. 그래서 봄은 생명의 계절이요, 꽃은 생명
의 전령이다. 꽃을 보면 한겨울 얼어붙었던 마
음이 녹는다.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텅
빈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희망을 키운다. 봄이
익으면서 곳곳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앞다투
어 피어나듯이 봄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에
게 먼저 달려와 그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 믿
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꽃
피우는 그런 시간, 매시간 매분 하나님의 형상
이 드러나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춘
삼월, 이제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서 활짝 봄이 열린다. 깃을 치며 봄이 오는 하
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
이 경쾌하다. 그 자유로운 비상을 보며 하나님
께서 우리 전주대학교에도 그런 날개를 달아
주시길 간구한다.

▼ 안과 밖 대학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저 푸른 기쁨
과 감사의 하늘로 가뿐히 날아오르는 믿음의
날개를, 다시 한번 힘찬 비상을 기대하며 오롯
이 주님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란 날
개를 새롭게 달아 주시길... 하나님이 우리 모
두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오직 여호
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
40:36).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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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
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
으며, 이 채플의 교과과정을 5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일 장소에서의 대규모 집합 수업으로 진
행되는 채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2-1
학기 모든 채플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변
경하여 운영한다. 각 채플에서는 온라인으
로 변경하더라도 각 채플의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
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
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
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
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성품
채플이 기획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젝
트 중 ‘바퀴달린 학교’는 캠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
를 담아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
을 주기 위하여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
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공유하도
록 진행하는 채플이다. 담당 교수가 진행하
는 B.M.D(Bible Music Drama)와 더불
어 매주 채플 밴드가 선보이는 음악적 요소
를 통해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청하

고 문화공연을 통해 채플의 흥미와 공감대
를 높이고 있다. 학기 말에는 참여도와 감
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도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
도록 돕는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
하여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
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미 있
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
의 교육 목적을 극대화한다.

▶소명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컨
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
하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
능을 표현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
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
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루고 학
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뿐 아니라 진로를 설
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
이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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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새 학기를 시
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새 학기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
체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하늘
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
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
여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므로 세상에 주님
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님을 따라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변 환경
으로, 정치로, 경제적인 결핍으로, 문화적

인 차이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청년들의 삶
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
며 떨어진 자존감을 높혀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 저희에게 주실 많은 복에 감사
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
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저
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
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
유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
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
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저희
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사소한 일상까지
도 간섭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와 사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
주대학교에 모인 젊은 학생들이 주님의 성

품을 배우며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
고 잎사귀가 무성히 자라 맛있는 열매를 맺
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로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평탄한 길로
만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의 길로도
이끌어 주시어 강한 생활력을 심어주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고학력 실업자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도 살아남게 해주시고, 좌절과 실의에 빠진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너그럽고 깊은 마음씨를 지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일하거나 공
부를 할 때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하여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되 겸허하게 하
시고,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힘차

게 넓은 세상을 배워 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훈육으로 열심히 지도하는 교직원
과 전주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기도문

대학원장 
전용석 교수
(전기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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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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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씨를 뿌리는 자가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열
매를 가볍게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시기할 필
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의 물리
적인 길이와 분량이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일하시는 방식은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협력하되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
게 하는 것입니다. 씨만 뿌리고 거두지를 못하
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림도 없이 거두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즐거움의 한 밥상에 동
석하기 어려운 두 부류입니다. 뿌리는 것과 거
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체로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의 가치나 의미를 크
게 여깁니다. 

과연 그러할까? 제 생각에는 뿌리든지 거두든
지 ‘누구를 위해’ 그것을 하느냐가 가치와 의미
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전후
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뿌리는
자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저울추가 있
고 거두는 자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저
울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서로 비교
하기 어려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설정해 두
셨기에 인간의 인위적인 비교와 수량적인 평

가는 신적인 평가의 핀트를 벗어나기 쉽습니
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다듬어온 사회
적인 관계와 행동의 기준인 법은 늘 시대의 한
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바뀝
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가 정하신 온 세상의
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
동의 가장 공정한 저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에 있습니다. 비교는 인간인 내가 어떻
게 보느냐와 관계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초 혹은 원
인에 기여하는 '씨 뿌림'의 복보다 이루어진 결
과에 기여하는 ‘거둠’의 복이 커 보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라는 사실에 근거
할 때, ‘거두는 것’을 최종적인 가치로 여기거
나 ‘뿌리는 것’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
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의 차원에서 비교를 허락해 준다면, 저는
‘거두는 자’보다 ‘뿌리는 자’가 더 복되다고 생
각합니다. ‘거두는 자’는 심지도 않았는데 누리
는 자이고 ‘뿌리는 자’는 거둠이 없어도 뿌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두는 자’는 받는 자
이고 ‘뿌리는 자’는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분명
히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취하는 자
보다 타인이 취하도록 뿌리고 베푸는 자의 손
이 더 아름답고 그런 ‘공짜’를 생산하는 자의
자태가 더 우아하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값없
이 나누어 주는 '공짜' 마인드는 결과보다 어떤
원인에 땀 흘리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 어떤 보
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즐거움에 취한 마음
의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비교하는 것은
최상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기뻐해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뿌리는 자’
가 ‘거두는 자’를 시기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
면 ‘뿌리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권고가 통하려면 손익의 물질적인 계
산보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공평한 저울
추를 늘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
는 학기에 손해 보는 자리를 선점하는 우리 각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복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4:36)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기원전부터 로마는 군웅활거(群雄滑車) 시대
였다. 카이사르, 그의 양자로 초대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하드리아누스, 철인 황제 마르
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그런대로 괜찮은 황제
들도 있었지만, 네로를 비롯하여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등 악명 높은 황제들
로 인해 로마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황제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도 열을 올

렸다. 특히 네로는 자신의 불리함을 모면하려
고 기독교인을 희생 제물로 삼았는데, 이들에
게 모피를 씌워 들개 떼의 밥이 되게 하였고
땅에 말뚝을 박고 한 사람씩 묶은 다음 기름을

붓고 산채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즐긴 그는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 준 황제
였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박해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를 이어 영국에서
정제로 옹립 되어 서방을 관장하게 되었다. 콘
스탄티누스는 이 무렵 로마 막센티우스 황제
의  失政을 보고 그를 왕좌에서 끌어 내리기로
결단하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단숨에 막세티우스가 버
티고 있는 로마시 초엽까지 다다랐다. 그때가
서기 312년의 일이다.
막센티우스 황제와의 일전을 앞둔 어느 날
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취는 십자가 모
양의 빛을 발견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신비한 사인이 태양 너머에 보였다고 말하
면서 ‘이 사인으로 승리 하리라’는 문양이 있었
다.고 하였다. 이에 대제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 문양을 새기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로마성 안에 있던 막센티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군대가 로마를 향해 진군
하고 있다는 전갈을 받고 당황하게 되면서 전
략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는 전력상 우세
하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지칠 때까
지 기다렸다가 공격해도 되는데 서둘러 출정
한 것이 그렇고 또한 밀비안 다리에 임시로 다
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왜냐면 밀비안 다리를 건넌 막센티우스가 콘
스탄티누스 군대에 밀려 후퇴하다가 가교가
군사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이 때 막센티우스 황제도 말과 함께 강물에 빠
졌고 갑옷 무게 때문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사

망하였다.
결국 하늘이 예시해준 십자가를 앞세운 콘스
탄티누스 대제가 승리한 것이다. 밀비안의 십
자가 체험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박
해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승리, 그리스도인 박해 종지부(하)
로마 밀비안 다리의 전투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5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한 밀비안 다리. 현재도 견고하다.(필자 촬영)

▲ 그리스도인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 ▲ 콘스탄티누스의 밀비안 다리 전투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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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실력이 중학교에 멈춰있는 ‘영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단어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러기엔 저에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토익 준
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토익 공부할 때 단어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건 조금 식상한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사람의 경험과 아쉬움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조언이에요! 실제로 전
국적으로 토익을 보는 모든 사람의 점수 분포를 보면 90% 정도는 LC(듣기)보다
는 RC(읽기) 시험 점수가 떨어져요. LC는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니 시
간 관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RC는 스스로 시간 배분해야 하는 이유도 있긴 하
지만 토익 점수를 올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Part 7(지문 읽고 정답 찾기)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Part 7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문장의 구조 분석과 정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휘력이 빠른 해석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단어 실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영
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만 꾸준하게 외워 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이면 300개
이고 열 달이면 3,000개인데요. 이 정도면 토익에 나오는 단어는 어느 정도 다 커
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가 너무 많다고요? 그럼 하루에 2~3개씩은 어때
요? 개수보다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 학교 다닐 때는 나름 영어 실력이 좋았는데 토익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토익의 줄임말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시험
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토익 문제를 만드
는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라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Communi-
cation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단어는 제일 앞에 오는 Test입니다. 그
만큼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토익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영어와 관련된 전공자들이 대다수이지만 상당수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문제를 낼 때 정답을 숨기
고 사람들을 오답의 함정에 빠지게끔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
에 그만큼 출제 유형과 오답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990점 만점을 받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토익이 어렵다고요?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의 오답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야지 토익이 쉬워질 수 있어요. 내가
외운 새로운 단어가 시험장에서는 안 나올 확률은 높지만, 오답 유형은 크게 바뀌
지 않습니다. ̂  ̂

3. 왜 토익 만점은 1,000점도 아니고 990점인가요??
이상하긴 하죠. 총 200문제이고 한 문제당 5점씩 하면 1,000점이어야 하는데,
이건 문제마다 점수 배점이 달라서 그래요! 한 문제당 5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RC와 LC 몇 문제씩을 틀려도 990점 만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차이는 잘 알고 있죠? 토익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맞히더라도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즉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맞히면 점수가 쭉 올라가고요. 쉬운 문제를 틀리면 점수가 뚝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토익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부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RC의 마지막 이중-삼중 지문을 찍고 나오는데 (그런 경험 있죠? 저도 토
익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요. 누구나 모자랍니다) 그 부분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많이 틀릴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나는 정확히 맞추는 거
죠! 아직도 Part 5-6-7 순서대로 문제를 푸나요? RC 점수가 안 올라서 고민이
라고요? 그럼 Part 7부터 거꾸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4. 토익이 회사 다니면서 쓰이긴 하는 걸까요? 요즘 회사 들어가려면 토익 700점은
기본으로 넘어야 취업원서를 쓸 수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는 곳이 많은데 왜 회사
에서는 토익점수를 요구할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8년 전쯤이었던 거 같네요) 제가 대학
생일 때도 지금처럼 토익 시험이 중요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꼭 필요했
어요. 그때는 뭐 이런 회화에 도움도 안 되는 시험이 언제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
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면 앞으로
도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인 영어 회화 실력을 측정하는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실제 영미권 국가에서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토플이나 아이엘츠와 같은 시험들도 있
는데 왜 여전히 토익 700점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
어요.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토익 700
점 받는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남들이 하는 노력만큼만 하면 누구나 700점을 넘길 수 있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 지원자가 대학생 때 토익 점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건 아닐
까요? 그게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동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겠
죠?

황요한 교수님 답변
절대신 ·영미언어문화학과·채택답변수 9,999+·받은 감사 수 9,999+ 지식인채택 질문자채택

전주대지식iN

질문자님의 추가 질문
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토익 시험 일정이
임박해서 벼락치기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던데 이렇게 준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
다. 언제부터 토익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수정·삭제

황요한 교수님의 추가 답변
지금 당장이요!

방금

삭제

글: 김은솔 기자 (ssolk1129@jj.ac.kr)/ 그림 :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
·
·

댓글

토익부터 부동산, 재태크, 메타버스 등 궁금한 점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절대신 등급의  전공 교수님께서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500 안녕하세요 토익에 관심이 생긴 토린이(토익+어린이)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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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
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성별·직업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는 몇 안되는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오는 3월 9일(수) 대통령 선
거에서 우리는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
느 선거나 마찬가지이겠지만 20대가 대부분인 대
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포함되는 20대 세대의 투
표율은 다행히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02
년 16대 대선 56.5%, 2007년 17대 대선
46.6%, 2012년 18대 대선 68.5%, 2017년
19대 대선 76.2%로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
은 세대가 선거를 통해 무엇이라도 조금씩은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지난 세기의 대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독재
정권과 군부정권에 맞서야 했지만, 21세기의 대학
생들은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가 된 것
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본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과연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으나 적어
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민한 후에 각자의 결론
을 내렸으면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각 후보가 보여준 평

소 철학이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옛날의 제왕(帝王)
처럼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독
점을 막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권력과 권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
할이 더욱 중요한 자리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고 할 때,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의 문제이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철학만 있다면 잗
다랗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
도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가 평소 어
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

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학생의 삶, 20대의 삶에 현
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하나하
나 따져보고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
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기적이어도 괜
찮다. 물론 우리는 후보자가 자신 있게 내세운 공
약(公約)이 실질과 실천 없는 공약(空約)으로 끝난
경우를 무척 많이 경험해왔다. 따라서 각 후보의 공
약이 얼마큼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꼼꼼히 함께 살
필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체제에서 대통령 선

거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뜻을 대표해줄 사람을 찾
는 절차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
중한 권리를 부질없이 소멸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울러 기왕 행사할 권리라면 그 무게에 걸맞은 고민
을 충분히 한 후에 후회 없이 표를 던지기 바란다.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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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청불’ 콘텐츠, 청소년에게는 ‘유해’ 콘텐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위세를 떨치는
OTT와 대중매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는 많은 이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정서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다. OTT 산
업계 주요 콘텐츠인 ‘청불’ 콘텐츠를 인
터넷, SNS상으로 접할 수 있게 된 ‘청
소년층’이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를
접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언론 기사, 뉴
스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바 있다. 공
포·스릴러 장르의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또는 로맨스 장르의 ‘브리
저튼’과 같은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를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부
모를 통해 OTT를 가입하여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

며, 짧은 길이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
는 SNS ‘틱톡’과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
튜브’,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서비
스 또는 ‘페이스북’ 속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의 콘텐츠가 영상 또는 이미지로 업
로드되어  SNS 상에 버젓이 돌아다니
기 때문이다. 당장 위 서비스를 통해 ‘리
뷰’, ‘챌린지’, ‘줄거리 소개’와 같은 영상
으로 ‘청불’ 콘텐츠를 시청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시청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된 청소년 이용자는 본인의 결정과 상관
없이 정서적 혼란과 함께 그릇된 윤리
의식,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잦은 횟수로 이용하
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포털
사이트 등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을
띠는 팝업 광고, 또는 클릭 수를 유도한
자극적인 이미지의 ‘섬네일’이 무수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인터
넷, SNS를 통해서 ‘유해 사이트’를 접속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
경 실태조사’의 ‘성인물 영상물 이용 경
로 및 성인 인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성인물 영상 이용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는 비율이 무려 26.3%로 나타났다. 정
신, 신체적인 격동기를 보내는 청소년들
은 유해매체를 빈번히 이용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섭식장애, 집중력 저
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

실이 있는 만큼 유해물을 접할 기회가
곳곳에 널려 있는 인터넷의 저급한 문화
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방
법이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주관
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데스크톱 PC, 노트북에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
치’를 한 비율은 31.4%로 2016년
25.4%보다 높게 나왔다. 해가 지날수
록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시청

을 막기 위해 정부 및 SNS기업들은 유
해매체 및 유해 콘텐츠 강력 처벌 또는
유해 콘텐츠로 인도하는 ‘알고리즘’ 폐
지, 유해성을 띠는 게시 글 차단과 같은
방안을 도입, 시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정부나 기업체의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
지만, 청소년들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열정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청소년 관람
불가의 콘텐츠를 ‘빨간딱지’ 안에서만 즐
기는 것,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접
하게 된 청소년의 눈을 돌려주는 것 그
리고 유해 콘텐츠가 무수히 존재하는 인
터넷 문화를 온건하고 건전한 문화로 바
꿔나가는 등의 노력이다. 

참고 자료 : 김소연, 이순희, 안권순, (2018)
청소년의 유해업소, 유해 물질 및 유해매체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청소년학연구. 

이소영 기자
(boradoly825@jj.ac.kr)

기자칼럼잠재적 가해자의 다른 시선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는 ‘잠재적으
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을 의미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 변하
기 시작했다.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을
남성으로 인식하면서 잠재적 가해자의
의미는 특정 성별에 국한되기 시작하였
다. 법무부의 2020년도 성범죄 백서를
보면 성범죄자의 99.1%가 남성이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도 성범죄
피해자 중 96.3%가 여성이라는 결과
가 나왔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
렇기에 요즘 사회에서 잠재적 가해자라
는 단어는 남성이 잠재적인 성범죄 가해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는 듣

는 사람에 따라 상반된 시선을 가진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용어의 존폐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정도이다. 심지

어 뉴스에서도 사회적 문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논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
렇다면 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논쟁이 계속해서 심해지기만 하는 것일
까?
필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의 존
폐를 두고 싸우는 집단들이 서로 이해하
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잠재
적 가해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생
각하는 집단, 즉 남성들에게서 많이 일
어난다.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는 그저 일방적인 공격으로 느껴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의견도 얼핏 보았
을 때는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
만 그러한 논리는 피해자들을 더더욱 이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필자의 경

험에서 나온다. 필자는 남성이며, 같은
성별을 가진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충분히 뿌리칠 수 있지 않
냐고 생각했던 성추행을 직접 겪어보니
생각했던 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그 이
유는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다. 철에 맞
지 않는 두꺼운 패딩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한 생각
은 지금의 상황이 불가항력이라고 느껴
질 정도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여전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진 이제는 어느 정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쉽게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상처와 공포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를 왜 사
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가
해자라는 단어는 특정 성별을 공격하거
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는 자기 보호 수단일 뿐
이다. 특정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조심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잠
재적 가해자라는 말에 기분 나빠할 필요
는 없다. 필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
황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어느 장소에서도 작아지게 되었
다. 이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심리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보통 남성도 알고 있

다고 생각한다. 모 연예인은 어두운 골
목길에서 홀로 걷는 여성을 뒤따라 걸으
며 위협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를 재미
있는 놀이로 묘사하며 자랑스럽게 말해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남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잠재적 가
해자라는 말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이 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끄러워해
야 하고 반성해야 하며,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조민서 기자
(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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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JU Museum announced that it has been
selected for the university museum support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conducted by the Korean Mu-
seum Association.

This government grant project is for the field of
curation, educa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nurture
professional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uni-
versity museums and strengthening their  ca-
pabilities in the fields. 

After being selected, the JJU Museum will be
able to professionally nurture museum curators
and provide high-quality cultural services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pecial exhibitions and various experiential ed-
ucation programs.

Park Hyun-soo, the director of the JJU Museum,
said, "We will fulfill our role as a representative
museum of the region by conducting various ex-
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youth
who are the leaders of future generations during

this difficult time due to COVID-19.”

Meanwhile, the JJU Museum has been providing
high-quality cultural services to the local com-
munity by being selected for various government
grant projects since 2013. In particular, it
greatly contributes to awakening the importance
of Korea's cultural heritage to K-12 stude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underprivileged.

JJU Museum, Selected as Three Parts of the Government Grant 
Projec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JJU Museum, Selected as Three Parts of the Government Grant 
Projec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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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o-jin Lee(Exercise Prescription Department,
Junior) and Hyun-soo Kang(Exercise Prescrip-
tion Department, Senior) of the JJU wrestling
team won the first round of the 2022 national
wrestling competition in the Grego-roman type
63kg class and the 82kg class, respectively, and
were selected as national athletes.

Hyo-jin Lee defeated amateur players in this
competition held at the Hampyeong Culture and
Sports Center in Jeollanam-do from February 4
to 8, and he was selected for the national team.
And Kang Hyeon-soo, who was hired by Paju
City Hall in January of this year, was also se-
lected for the national athlete for the next tour-
nament.

Hyo-jin Lee competed in the Greco-Roman class
of 63kg and defeated Park Geon-woo from
Kyungsung University in the first round(7-1),
Kim Seong-min from Suwon City Hall in the 2nd
round(8-0), Kim Ga-bin from Hampyeong

County Office in the 3rd round(6-1). He played a
close match against Song Jin-seop from
Pyeongtaek City Hall in the last round(13-9),
and he was finally selected as a national athlete.

The men's wrestling amateur team consists of
25 teams across the country. It is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since 2017 that a student-athlete
currently attending a university has been se-
lected for the national athlete.

In addition, So Won(Exercise Prescription De-
partment, sophomore, 60kg), Oh Min-
seo(Prospective Student in the same department,
72kg), and Yoon Dong-hyun(student athlete,
87kg) were selected for the junior national team
in the junior national team selection match. So
Won defeated Kim Choong-hyun from Kyung-
nam National University with a victory by fall,
Kim Jong-woon from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 with a victory by fall(8-0) and won
first place. Oh Min-seo defeated Kim Kyung-

won from BaekSeok University in the semifinals
with a victory by fall, and Kim Hwa-jung from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 with a victory
by fall. And he took first place. Yoon Dong-hyun
won first place in the league of 5 players, win-
ning 4 out of 4 matches. In this competition, JJ
university student athletes showed excellent
skills and five of them were selected for nation
athletes.

Meanwhile, Lee Hyo-jin and Kang Hyeon-su,
who were selected for the national team, will
participate in the Senior Asian Championships
to be held in Mongolia in September, followed by
the Senior World Championships in September.
So won, Oh Min-seo, and Yoon Dong-hyun, se-
lected as the junior national athletes, will com-
pete in the Junior Asian Championships to be
held in Bahrain in July.

They said “Our goal is to win a gold medal.”

JJU Wrestling Team Lee Hyo-Jin and Kang Hyun-Soo Selected for 
National Athlete

JJU Wrestling Team Lee Hyo-Jin and Kang Hyun-Soo Selected for 
National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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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U, led by coach Jeong Jin-hyeok, won the
championship by defeating Sangji University (3-
1) in the final round of the 18th University Soc-
cer Tournament (only for freshman and
sophomore players) held at the Tongyeong Public
Stadium in Gyeongsangnam-do on January
21st.

They overcame the disappointment of being run-
ners-up in 2008 and 2018 and finally won first
place. After winning the U-League Champi-
onship last year, they also won this year's first
tournament, showing off their strength in the
soccer game.

In the first half, both teams played cautiously
each other, and in the 30 minutes of the first

half, a freshman Yang Hyun-jin penetrated the
opponent's back space and took a penalty kick,
and Yu Ye-chan took the opportunity calmly and
started to lead the game. After that, Sangji Uni-
versity started to play aggressive, but JJU's solid
defense ended the first half 1-0.

At the start of the second half, both teams ex-
changed attacks to create opportunities, but in
the 12 minutes of the second half, JJU Lee
Hyun-woo's shoot was hit by a defender and led
to an own goal, making it 2-0.

JJU, who took the lead, brought in change by
replacing Yang Hyun-jin with Lee Ki-joon.
Sangji University also brought in change with
tall players joining the attack and trying to catch

up by using the advantage of their height. In the
38th minute of the second half, JJU Lee Ki-
joon’s long-range shot went straight into the
goal and nailed it.

Sangji University pursued a header goal in extra
time in the second half, but the match ended as
it was, and JJU won the tournament after three
attempts.

Meanwhile, JJU also swept the individual prizes
in this competition. The head coach Jeong Jin-
Hyeok and coach Han Jong-won won the Best
Leader, Lee Jeong-yoon won the Best Player,
Jang Cheol-woong won the Top Scorer, Park
Myung-won won the Best Defence, and Jin
Seon-jun won the Best GK.

JJU Won at The 18th University Soccer TournamentJJU Won at The 18th University Soccer Tournament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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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ào mừng kỳ học mùa xuân năm 2022
Sau một kỳ nghỉ đông dài, cuối cùng
cũng đến ngày khai giảng. Sau những
ngày tháng âm u lạnh giá tuyết rơi thì
cũng đến ngày cây cối đâm chồi nảy
lộc và đó chính là sự tượng trưng cho
những điều mới mẻ và hy vọng. Không
biết các bạn thấy thế nào nhưng trong
cái thời tiết lạnh cuối đông này đâu đó
mình thấy có thoang thoảng hương
xuân về trong làn gió lạnh đó. Mình
cảm thấy thật xao xuyến và rung động
với mùa xuân vì người ta nói  mùa xuân
là mùa của yêu thương của sự bắt đầu
và cả sự rung động nữa. 
Năm mới đến cũng là năm học mới bắt
đầu.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bắt
đầu cho kỳ 1-2022 chưa? Để một năm
học thành công các bạn nên làm gì và
bắt đầu như thế nào? Hay làm thế nào
để đánh thức bản thân sau những ngày
nghỉ đông? Vậy các bạn hãy cùng mình
chuẩn bị để đón chào một năm học
mới nhé!
Vào năm học mới vậy chúng ta cần làm
những gì để có thể đánh thức bản thân

sau một kỳ nghỉ đông dài. Chắc hẳn
các bạn cũng giống như mình nhắc
đến đi học chắc cũng uể oải “èo lại bắt
đầu đi học” hay “nhanh quá đã phải đi
học rồi, chán”. Để tinh thần phấn trấn
hơn trong kỳ học mới này mình đã ngồi
mơ mộng bay bổng tưởng tượng các
thứ các thứ mà mình thích nhưng có
giá trị lâu dài và đặt ra câu hỏi ở trong
năm nay và kỳ học này mình sẽ như thế
nào? và mình đã mục tiêu lớn lao trong

năm 2022 và sau đó ngồi chia kế hoạch
theo tháng. Mình nghĩ nếu theo đuổi
một cái gì đo quá lo lớn và dài hạn rất
dễ oải nên mình sẽ đi theo kế hoạch
hàng ngày và cố gắng hoàn thành nó
nhiều nhất có thể. Chỉ cần các bạn bắt
đầu là có thể tạo nó thành thói quen.
Kỳ học này chúng ta sẽ đến trường học
và học trực tiếp trên trường học. Dự là
kỳ học này sẽ vui hơn kỳ học trước,
chúng ta có thể gặp và học cùng các

bạn, các tiền bồi và cả các bạn học sinh
mới nhập học vào kỳ này nữa. Mình
nghĩ để không nản khi vào học kỳ mới
thì chúng ta nên làm quan với guồng
quay càng sớm càng tốt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đỡ bị mệt mỏi khi bước vào
kỳ học mới. 
Vì đang là mùa dịch nên các bạn nhớ
giữ gìn sức khỏe cẩn thận để bản thân
có sức khỏe tốt cũng như tinh thần tốt
để đi học. kỳ học này chúng ta đi đến
trường sẽ có nhiều niềm vui nhưng vì
dịch nên các bạn hãy giữ gìn sức khỏe
cho bản thân cũng như cho tất cả các
học si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Hãy chăm sóc bản thân như uông
nhiều nước và nhiều vitamin c đặc biệt
thời tiết vẫn đang lạnh các bạn có thể
uống nước gừng ấm để lúc nào cũng
giữ cơ thể ấm. Các bạn luôn luôn phải
giữ ấm cơ thể nữa nhé! Hy vọng các
bạn có một năm học, kỳ học mới thật
bổ ích, vui vẻ và có kết quả tốt. 

车钟淳 就任全州大学第 11任理事长
2月18日，学校法人新东亚学院公
布，车钟顺（音译，74岁，曾任湖南
神学大学校长）当选为全州大学第11
任理事长。2月18日新东亚学院举行理
事会议，全体参会理事一致赞同车钟
顺理事为新任理事长。
车钟顺新任理事长毕业于全南大学哲

学系，后在长老会神学大学获得道学
硕士学位（Master of Divinity），在美国
普林斯顿神学院获得神学硕士学位

（Theologiae Magister），在启明大学
获得神学博士学位。1984年开始在湖

南神学院任20多年教授，从2004年至
2012年任湖南神学大学校长。退休后
在光州东城教会担任6年主任牧师。
2017年2月14日就任新东亚学院理事。
车钟顺理事长说：“要以成就基督教精
神这一建校理念为基础，将全州大学
发展成基督教名门私立大学。”
学校法人新东亚学院的前身是1953年

成立的永生学院。现运营全州大学、全
州异象大学、全州永生高中、全州大学
师范学院附属高中。

朴珍培就任全州大学第16任校长

1月28日，学校法人新东亚学院（理事
长洪正吉牧师）召开理事会，将曾任延
世大学行政对外副校长的朴珍培内定

为全州大学第16任校长。理事会认
为，因学龄人口减少等问题，地方大
学处于困难的现状下，朴珍培校长会
以校内外多种丰富经验为基础运营好

全州大学，是就任校长的最佳人选。
朴珍培校长毕业于延世大学电气工程

学系，后在美国堪萨斯州立大学

（Kansas State University）获得电气电
脑系硕士及博士。回国后，在延世大学
电气电子工程学系做教授。在职期间曾
任入学处长、研究处长、产学协力团长、
国际校园总本部长（副校长）等职务。另
外，还担任过教授评议会议长、教育部
产学协力持股公司设立认可咨询委员

长、全国大学产学协力团长、研究处长
协议会长、韩国大学技术移转协会长、
首尔市产学协力论坛会长等职务。带头
在产学协力和技术移转，大学与产业
体之间的产品研发部（R&D）共有，扩
散技术竞争力及科学技术产业化等领

域取得成功性成果。他身为理工翰林院
的正会员，因此功劳获得日进奖。
朴珍培校长从2月1日开始履行任期四

年的全州大学校长职务。朴珍培校长讲
到抱负时说：“我将竭尽全力以积累的
多样丰富经验为基础，立足基督教精
神，培养创意性实用人才、增进实用性
研究力量、实现服侍与分享的文化，以

此让全州大学成为全球性大学。通过强
化财政的健全性，让全州大学成为荣
耀神的、学生满意并感到自豪的大
学。” 

全州大学2021
学年学位授予仪式

据对外协力弘报室2月16日消息，全州大学
（校长朴珍培）为了防止新冠疫情的扩散，取
消了2021学年统一进行的学位授予仪式。毕业
仪式采取了各自进行的方式。
此次2021学年前期有76名获得博士学位、157
名获得硕士学位、2028名获得学士学位。
最近，全北地区新冠确诊者超过2000名，因
而取消了学位授予仪式。但是毕业生在各自的
系里拿到学位证书之后，可以在校园准备好
的摄影区拍照留念。
至2月22日为期一周，以单科学院为单位，为
毕业生租赁了学位服，并准备了摄影区。没有
拿到学位证的毕业生可自行到自己所属的系

里索取。

全州大学获得第18届一、二年级大学足球比赛冠军。继去年U联赛王中王战取得
冠军后，在今年第一次大会中又取得了冠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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