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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순 이사장, 박진배 총장 취임 예배

지난 3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JJ아
트홀에서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의 취임 예배가 진
행됐다. 
취임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 예배는

내빈 및 전주대학교 교수·교직원, 총학생회 등 일부 인
원은 대면 참여로 진행하였으며, 인원 제한으로 인해 현
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진행했다. 
취임예배의 시작을 열었던 찬송 이후, 추이엽 목사의 기

도, 김대욱 교수와 이주용 교수의 특송, 성경봉독이 차례
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이어진 말씀 시간에 홍정길 목사
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
부임한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에게 앞으로 기대하
고 기도하겠다며 전(前) 이사장으로서 축복과 기대를 건
넸다.

먼저 단상에 오른 차종순 이사장은 “60년대 전쟁 이후
와 90년대 어두웠던 시기를 거침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
았던 국민들과,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을 바라보며 교육의
문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
고 언급했다. 또한 ‘제11대 전주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하
면서 선배님께서 살려낸 이 희망의 불씨에, 정직과 부지
런함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활활 타오르게 하
겠다’며 긍정적 메시지와 함께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총장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

하고 전주대학교에 새 역사를 열겠다는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취임사의 첫 마디를 시작한 박진배 총장
은 전주대학교의 역사를 나열한 뒤, “2년 뒤 2024년,
전주대학교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비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
임하면서 준비한 대학 경영 개혁은 7가지로, 첫째는 윤
리와 적성 중심에 특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둘째는 지역
연계 산학 협력 강화 및 실용적 연구 역량 증진, 셋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와 나눔의 실천, 넷째
는 교육과 캠퍼스의 국제화, 다섯째는 경쟁력 있는 유지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 목표 달성, 여섯째는 전문화되
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 일곱째는 지속 가능한
대학 재정 능력 확보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박진배 총장
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전주대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작년 대비 5.16%p 상승한 97.73%
지난 3월 2일 전주대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97.7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6%p 상승한 수치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하여 작년부터
전북지역 4년제 대학교들의 충원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충원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는
올해 모집인원 2,577명 중 2,499명이 등록을 마치며 충
원율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모두 극복한 것

은 아니다. 2019년도 99.6%, 2020년도 100%를 기록
했던 본교 충원율이 작년 92.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충원율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수
시모집에서는 이월 인원이 증가한데다가 정시와 추가모집에
서도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가 악순환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대학 충원율은 97~98%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 91.4%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체 미충
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지방대학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전북지역 4년제 대학교들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 도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
율 평균은 2020년도 99.5%로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2021년도에는 88.5%로 전년 대비 11.1%p 급
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렇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학령
인구에 대비해 전북의 대학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
며, 이번 본교 신입생 충원율에서 나타나듯 점차 성과를 보
이고 있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본교는 학생이 법정전염병(코로나19 등)의 의심 및 확진으
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결로 출석을 인정한다. 학생이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진단검사 결과 대기 중에 있어 수
업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출석 인정은 결석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가 있으며, 보건소 통
보 문자로도 증빙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한 공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접

종 당일과 접종 다음 날에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추가 1일, 접
종 2일 후 증상이 지속될 시에는 치료 기간까지 공결 처리가

가능하다. 백신 공결 또한 결석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청하면 된다. 접종 당일 공결 신청 시 백신접종 확인서
가 필요하며, 접종 다음 날 이상 증상이 있어 결석하는 경우
에는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다. 접종 다음 날 후에도 증상이 지
속될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출석 인정 기간은 모든 사유를 합하여 전체 수업일수의 1/3
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
청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백신접종자 유증상기간 외에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수동 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 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격 강좌, 야간 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공결 인
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공결 처리가 되지 않는다. 출석 인
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출석 인정은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성적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 교수의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
다.
코로나 출석 인정 신청은 전주대학교 인스타 로그인 후 학

사관리→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일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jj.ac.kr/jj/)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코로나 공결 신청 안내

▲ 3월 29일(화)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한 ‘애플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장소: 평화관 일대, 사진: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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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이 2022년
신학기를 맞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Mr. Sunshine-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다. 
전시는 지난 2월 말 시작하여 오는 5월 31

일까지 호남기독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
속된다. 당초 전시 시작과 함께 개막식이 예정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17일에 역사
문화콘텐츠학과와 연계한 대면 수업으로 전시
개막식을 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호
남지역에 선교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7인의
선교사들의 생생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그간 수집해온 자료를 정리하

여 조선기독교회략사, 성경사전, 잉골드 선교
사의 진료, 축음기, 약탕기 등 50여 점의 유
물과 복음, 교육, 의료, 선교사들의 생활 등 5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전시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전주, 선교의 문이 열리다 
2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3부 근대교육의 등불을 밝히다
4부 고난 속에서도 의료선교의 꽃을 피우다

5부 낯선 땅, 그곳에서 
김건우 관장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지정 ‘경력
인정대상기관’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
다”며 “앞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박물관
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혼란스러웠던 19세

기 말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던 선교사들의 삶과 교육과 의
료라는 근대적 문명과 접촉하여 변화된 전주
의 근대사회를 엿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장구한 시간 동안 선교사의
사명으로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위한 선교
사들의 헌신적인 삶과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느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

지에서 온라인 VR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mu-
seum.jj.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
관련 문의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220-3117)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전주대학교 박물관-호남기독교박물관 특별전

2022년 1학기는 수업 전반의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전체 강좌에 대해 대면 수업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수용인원이 부족
하거나 학생과 교수자 간 의견을 수렴했을 경
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식당이
나 카페를 이용하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 교내 확진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
세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선별진료소나 보건

소에서 받는 음성 확인서, 신속 항원 검사 음
성 확인서, PCR 검사 결과 문자 등 성명, 음
성 확인, 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
결을 인정한다. 단, 공결 처리는 대면 수업에
한해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회관 201호에 있는 보건실에 자가

진단 키트를 구비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
건실에 방문해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실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키트는

하루 한 개로 제한되며, 보건실 앞에 마련된 장
소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후 전주대 어
플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인스타 출석 인정
요청 신청을 한다. 공결 처리를 위한 출석인정
요청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해지서
는 자가격리 해제 후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 진단 키트는
공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각 강의실

을 수시로 환기하고 손 소독제를 구비해 두었
다. 수업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담당 교
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증상이 있거나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등교를
중지하고 학과 사무실이나 학회장, 부학회장에
게 연락을 보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만여 명이 넘는

지금, 학교와 학생 모두가 방역수칙과 거리두
기를 잘 지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때이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대면 수업 방침 속 교내 확진자 대처 현황

전주대학교는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가 지
원하는 ‘2022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본교가 총 6개 과정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대학 중 8년 연속 최다 선정의 쾌
거이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22년 총사업
비 11억 6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인문사회계열에서 문화 관광콘텐츠 커플링,

지역 기반 경영 커플링 과정이, 이공계열에서
는 리빙랩을 기반한 문화콘텐츠 커플링, 스마
트 에너지 커플링, 탄소 기술 융합 커플링, 스
마트 시티 커플링 과정이 선정되었다.
전주대 커플링 사업단은 총 16개 학과에서

315명이 참여하고 있고, 370개 기업과 연계
해 활동한다. 활동 내용은 사회 맞춤형 실무교
육 및 현장실습,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이다.
전주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매년 80% 이상의 졸업생이 취업한다고 밝혔
다.
박진배 총장은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지

역 성장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맞
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노하우를 바탕으
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학협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2007년 전

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
업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도내 중소기업 구인
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
력 양성 정책이다. 2022년에는 탄소, 농·생
명, 자동차·기계 등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 동
력 산업과 연계해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 25개 과정, 교육 인원 1,200여 명을 양성
했다.
선정 규모는 이공계열 15개 과정과 인문사

회, 예체능 계열 10개 과정 등 총 25개 과정
이다. 더하여 이공계열과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간 융합형 개설도 진행했다. 이번 전라북
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2022년부터 강화
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선된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단을 선정했다. 따라서 선정
심사 성과평가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
향 조정하고 취업률 배점을 확대 반영했다. 이
처럼 강화된 심사기준에도 전주대학교는 8년
연속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안주영 기자(max971@jj.ac.kr)

전주대학교, 산학관 커플링 사업 8년 연속 최다 선정

3월 7일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
하는 온라인 학습법 특강이 진행된다. 온라
인 학습법 특강은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돕고 온라인 도구 활용 능력 향상을 돕기 위
해 만들어진 특강이다.
본 특강은 ‘iclass, iclass+, Mentime-
ter/Padlet’3가지 강의 중 2가지 이상을
신청하여 수강해야 한다. 
‘iclass’소개 프로그램과 ‘iclass+’소개 프

로그램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5일

까지, 교육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31일
까지다. 두 프로그램은 각 학습법을 소개하
고 온라인 학습전략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블랜디드 러
닝의 확산으로 온라인 학습에 관한 학습지원
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그에 따른 온라인 학
습법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entimeter/Padlet’소개 프로그램 신
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교
육 기간은 3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해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도구로 사용되
는 Mentimeter와 Padlet의 사용법부터
활용법까지 안내한다. 
본 특강은 onSTAR에서 ‘2022-1학기 온

라인 학습법 특강’을 신청하고 사이버캠퍼스
에서 2개 이상을 수강한 후 만족도 조사 기
간에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면 된다.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완료한 학생은 특강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
다.

‘2022-1학기 온라인 학습법 특강’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onSTAR에서 진행하
는 다음 특강에서는 미리캔버스, 구글 스프
레드시트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법 특
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특강부
터 수강한다면 온라인 도구 사용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
수학습개발센터(063-220-228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2022-1학기 온라인 학습법 특강’ 실시

애정이 모여, 2022-1학기 복학생 장학금 수여식

지난 3월 24일 복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열
렸다. 장학금 대상자는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생 57명이며, 수여식에는 각 단과대학
대표 장학생 8명이 참석했다.
복학생 장학금은 2022학년도 1학기에 복

학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교수
와 직원들이 매월 기부금을 모아 마련한 장
학금이다. 지난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중 단과대학 추천과 성적 및 소득분위 기
준을 만족하는 57명이 선발되었다. 장학금
액은 총 4,850만 원으로, 장기휴학 학생들
의 복학을 유도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복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위해 신설하
게 되었다.
복학생 장학금 수여식에는 교수 대표로 이

상행 학생취업처장, 직원 대표 이덕수 총무처
장, 학생지원실장이 참여했다. 수여식은 이상
행 처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이상행 처장은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들이 매달 모은 기부
금을 복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며 “이번 장학금 수여가 첫 삽이 되어 앞으
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학을 주저하는 학
생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복학생 장학금은 교내 자체 장학금이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내 교수와 직
원이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십시일
반 기부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마음을 복
학생에게 처음 전달하는 것이다. 본교는 지금
껏 복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을 진행했지만, 장학금 등의 경제적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교내 구성원들의 애정으로 모인 복학생 장학
금은 복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학교 교수
와 직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
으로 매월 기부금을 적립하고 복학생 장학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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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응지침온스타와 친해지기

본교 핵심역량개발시스템 ‘온스타’에 대해
서 잘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온스
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온스타’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증진시
켜 취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
에서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온스타는 SUPER 핵심역량
인증제도를 통해 SUPER 핵심역량을 진
단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취득
한 역량 점수를 종합하여 인증해 준다. 일
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학생에게
는 인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StarT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
의 교내·외 활동의 참여 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
산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
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StarT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 커리어개발 및 장학금
수혜와 해외 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과 하고 싶었
던 활동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과 프
로그램은 커리어개발은 물론 앞서 말한 프
로그램들에 활동 점수로 인정되어 수많은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온스타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활
용능력이나 어도비 등 자격증 수업이 있

으며, 글쓰기 클리닉과 같은 능력 향상 프
로그램도 있다. 또한 라탄 공예수업과 같
은 취미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부
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온스타에는 그 외에도 진로 검사나 직무
탐색, 종합 상담, 취업 정보 공유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온스타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한다면 대
학 생활을 100%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특기 살리고 장학금 받자!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번 2022학년 1학기 진로개발지원센터
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장학금도 얻
을 수 있는 수퍼루키 장학금,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라이징스타 장학금을 안내했
다. 위 제도는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서 취
득한 자격증 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장학
금을 지급한다.

수퍼루키 장학금은 자격증 취득 후 등급
별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
학금이다. 기사자격, 국가공인자격, 민간
공인자격, 민간등록자격 총 4가지 항목에
서 인정된 종목이 기준이다. 장학금 신청

은 자격증 취득 후 CA실 방문 등록 또는
온스타 등록으로 할 수 있다.

라이징스타 장학금은 외국어 학습을 독려
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취업을 위한 커리어 관리에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라이징스타 장학금
은 외국어 성적평가 기준표에 따라 장학
금을 차등 지급한다. 외국어 성적평가 기
준표는 영어와 그 외 기준표 두 가지가 있
으며, 신청 절차는 수퍼루키 장학금과 동
일하다.

두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제출 기한을 유
의해야 한다. 수퍼루키 장학금은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으로 1학기에 취득한 자격

증은 여름 방학 전까지, 2학기에 취득한
자격증은 겨울 방학 전까지 등록해야 하
며, 방학 또는 휴학 기간에 취득한 자격증
은 개학 또는 복학 후 한 달 이내에 등록
해야 한다. 라이징스타 장학금은 시험응시
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등록한 경우, 방
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개학 또
는 복학 후 한 달 이내 1건만 등록을 인정
한다. 신입생의 경우 두 장학금 모두 취득
일자가 3월 이후일 경우 인정 가능하다.

그 외 장학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1.우리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를 본교에 제출하면
공결을 인정한다. 

2.우리학교는 학생이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한해, 심의를 거쳐 ○○○○을 받을 수 있다.

3.전주대학교에 신(편)입학하는 학생들을 ○○○○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는 ‘학력 아동의 총인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공결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들은 각 단과대의 ○○○○○에 제출해야 한다.
5.반드시 요구되는 성질이라는 뜻으로, ‘전주대학교는 온라인 학습에 관한 학습지원의

○○○이 대두되자 그에 따른 온라인 학습법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들의 취업난과 도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7.전주대학교는 백신 공결 또한 출석을 인정하는데, 접종 당일 공결 신청 시

백신접종 ○○○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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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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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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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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야, 안녕?
오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코로나에 걸렸대

으악, 아니?
증상도 없고, 자가키트 음성이

나와서 그냥 등교했는데...
학과 사무실에 먼저 연락 드렸어야 했나?

흠...그런데
아까부터 열도 오르고
목이 점점 간지럽고
따끔거리는 거 같아...

이거 혹시...

으아악!!
잘 가 제이야!!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선정
지난 1월,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
교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립
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
되었다.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며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진행하는 사립대학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1985년 개관
이래 37년 동안 지역문화교육에 힘써온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위 사업에 선정되어
학예, 교육, 예비 학예 총 3개부문을 지원
받게 되었다. 전주대 박물관은 ‘박물관 전
문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박물관 전문인

력 양성에 주력함과 더불어 박물관의 질
적, 양적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
다.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최
근 3년간의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실적 평
가 기준에 의한 정량 등을 따지는 ‘수행과
정 역량’과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
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 방법 등을 따지는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마지막으로 시행 박물관과의 상
호 협력 체계 구축 역량과 사후 운영 활성
화 및 사후 평가 방안 수립을 평가하는 ‘사

후관리 계획’으로 나누어 박물관의 중요
부문을 심사한다. 위와 같은 항목을 거쳐
선정된 박물관은 1년간 문체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물관 전문인력 지
원 사업’에 선정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가치 있는 유물을 포함해 국내외 역사를
다양하게 보존·전시하고 있다. 대학박물
관으로서 꾸준히 발돋움하는 전주대 박물
관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이번 호부터 웹툰 작가가 윤수진(시각디자인20) 기자로 바뀝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웹툰을 그려주신
이주신(만화애니메이션11) 동문에게도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뭐!?
룸메이트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학과에 연락은 해봤어?

그럼그럼!
우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을 하고,
학과에서 알려준 학교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아.

일단 오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보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겠다!
학과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겠어!
고마워, 별이야!

※917호 정답: 메타버스도서관

축하드립니다♥
[917호 정답자]

-사회복지학과 김희원
-도서관(학술정보운영실)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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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경제는?

*본 기사는 2022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제 정세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하였다. 러시아는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 주
민을 보호한다는 것을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이익 확보를 목표로 우크라이
나와의 전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불과 침
공 하루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외교적 해결 모색에 항상 열려있다.”라고 말하며 침공 가
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전 세계에 실망감을
안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나라 경제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러시아 꼼짝 마!

우선 러시아에 가해지는 세계적인 제재에 대해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회
사 중 하나인 미국의 S&P는 단기간에 러시아의 신용등
급을 ‘투자부적격’단계인 BB+로 강등시켰다. 서방 진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내놓은 대러시아 제
재였다. 이어 서방 국가들과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금융결
제망 SWIFT에서 퇴출하였다. 패션 브랜드인 자라, 페이
팔,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 제재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2배 이상 인상했음에도 국채
가격과 루블화가 폭락하는 등 경제 위기에 처했다. 러시
아 정부의 “서방의 경제 제재가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는
다”라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미 러시아 은행들의 지점
과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인출하려는 인파가 줄줄이 이어
져 있었다. 또 다른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한 곳인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로 낮추고 ‘부정적 관
찰대상’에 올렸다. 여기에 더해 S&P가 추가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BB+’에서 ‘CCC-’로 무려 총 10단계나 낮추
기에 이르렀다. 또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
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카드로
는 결제는 물론, 현금 인출마저 불가능해졌다.

러시아 때문에!

다음으로 알아볼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먼저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각종 원
자재의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
국 중 하나로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
럽증권거래소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2,289를 기록하
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30분 만에 $2,300에서
$2,400로 $100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였
다. 지난 7일에는 무려 $3,700를 돌파했다.

또한, 러시아산 철·비철의 가격도 급등하였는데 철과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며 치솟고 있다. 이는 작년부터 심
해지고 있는 글로벌 물동량 정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
작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기준 런던 금속거
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4.64% 급등해
톤(t)당 $37,471에 거래됐다. 이는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4,060로 전 거래일 대비 4.05% 상승하며 최고가 기
록을 새로 썼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천연가스가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러시아
는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5~6%를, 니켈 공급량의
약 11%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
산국인 중국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생산 억제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공급이 중단되면
가격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니켈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원자재인 니켈은 함량
이 높은 ‘하이니켈’ 일수록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
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는 순도가 높은 ‘Class1’ 니켈 분야에서 최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가 영향을 받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사료곡물
이다. ‘유럽의 빵집’이라고도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는 별명에 맞게 세계 밀 시장에서 세계 교역량의 25% 이
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공급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번 사태로 이 지역에서의 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
황이 되자 밀 가격이 폭등하였다. 7일 기준 최근 1주일
넘는 기간 동안 밀값은 60% 넘게 급등했다. 밀은 많은
국가에서 주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이 급등하면 심각
한 식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2008
년, 밀과 쌀값이 폭등하자 세계 식량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교역 대상국으로는 10위다. 그중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된
다. 자동차는 러시아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할 정도이
며, 자동차 부품까지 합칠 경우 40%가 넘는 비중을 차
지한다. 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은 러시아에 치명적
인 경제적 피해를 주지만 국내 기업 역시 러시아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비율은
1.6%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수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
가 많아지며 세계 교역 자체가 위축되면서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팔라듐의 주 생산
국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의 공급난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네온 가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
작으로 생산된다. 과거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는 가격이
600%가량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격
폭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가 배
럴당 $15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는 국내 정유·화학업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원유로부터 만들어지는 ‘납사’라고 불리는 나프타는 에
틸렌의 원료로 러시아산이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데, 수입이 제한되면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고공 행
진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
유제품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은 7일 현재 전국 주유소
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전날보다 6.20원/L 상승한 리터
당 1819.10원이며,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7.57원
/L 상승한 리터당 1653.58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의 경우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10.23원/L 상승한
리터당 1891.86원이며,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8.89원
/L 상승한 리터당 1728.65원이었다.

자료 출처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5사회제918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일상에서 한 번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것이다.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
보 단말기라는 뜻으로,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거나,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주문하는 등 직원을 거치지 않
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
해 높아진 인건비 절감과 편리를 위해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 영화관, 공항 등 여러 곳에서 키오스크가 대폭 늘
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들이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키오스크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6,574대의 키오스
크가 보급되었다. 이제는 은행 업무를 넘어서 식당 주
문이나 티켓 발권 등 점점 많은 분야에 키오스크가 사
람을 대신하고 있다.

매장 측은 키오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주
문, 결제 시간을 줄여 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또 혼잡한 매장에서 직접 주문을 받을 때보다 주문
오류가 적어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며
키오스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오스크의
증가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다. 기계 조작에 미
숙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이다. 기계 조작이 익숙
하지 않아 한참을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

키오스크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진 않다. 키오스크는
기계 조작이 미숙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유리벽과
같이 느껴진다. 또한 휠체어를 타거나 키가 작은 사람
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위치에 화면이 있다. 대
부분 메뉴가 영어로 적혀있고, 그마저도 작은 글씨로 되
어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읽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메뉴 선택, 포장 여
부, 결제 수단, 포인트 적립 등 많은 절차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눌러야 할지 고민하다가 뒷사람 눈치가 보여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매장이 늘면서 사용법을
모르는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쉽게 주문할 수 없어졌다. 키오스크와 직원이 모두 있
는 매장은 직원에게 주문하면 되지만, 키오스크로만 운
영되는 매장도 있어서 그것마저 쉽지 않다. 또 직원에
게 도움을 요청해도 바쁠 경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라’
며 쌀쌀맞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는 키오스크 사용 미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는 60대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지인을 만나기 전
잠시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네 카페를 찾
았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키
오스크 앞에 섰지만 한참을 헤매도 조작법을 잘 몰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하는
걸 도와준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
람이 없으면 주문도 못 하게 생겼다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

유튜버인 박막례 할머니는 지난 2019년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박막례 할머니가 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
이 담겨있다. 박막례 할머니는 매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 없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
러면서 ‘진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이 돌아오는가 보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키오스크 앞에 선 박막례 할머니는 매장식사 포장을 결정하는 화면부터 어려움을 맞이한
다. 중간중간 시간 초과를 알리는 화면이 뜨기도 하고, 결국은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메뉴
를 선택한다. 박막례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햄버거를 주문하는 데 성공했지
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마저도 힘들다.

어머니께서 햄버거를 사지 못하고 쫓기듯 나왔어요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속상함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작성자의 어머니께서는 햄버
거를 먹으려고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다. 그러나 주문하려고 보니 직원은 없고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 서긴 했지만, 사용법을 몰라 쩔쩔매던 어머니께서 뒤
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해 결국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이었다. 가까스로 성공하거나 도움을 받아도 자신들이 주문도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에 좌
절감을 겪기도 한다. 

식당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한 노인 중 64.2%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로는 키오스
크가 불편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에 51.4%가 복잡한 단계라고 답했다. 그 뒤로는 ‘다음
단계 버튼 찾기 어려움’, ‘뒷사람 눈치 보임’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
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이나 노인층, 혹은 장애우들은 점차 소외되고 있다.

인권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 제약과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키오스크 사용 등의 비
대면 상황에 노인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디지털 격차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줄이기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북, 여주시 등도 키오
스크나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개설했다. 디지털 배움터란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사
업을 추진하는 서비스다. 직접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휴대전화
로 QR코드 인식 사용법을 배우는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시스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한 지자체의 디지털 배움터 관계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찾는 사람 중 60
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디지털 배
움터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 배움터’처럼 중장년층이나 노인에게 키오스크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접
근법을 보장하고,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디
지털 포용법이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
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증진을 추구하
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디지털 포용법’은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는 한정된 화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씨 크기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키오스크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큰 글씨로 나타나긴 하지만, 돋보기 버튼조차도 작
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 글씨 크기 보완과 더불어 메뉴 위에 사진을 같이 올려 노인들이 메
뉴를 선택하는 데에 수월하게 해야 한다.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을 위해 시니어 전용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다. 하지만 작은 배려가 모여 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느끼는 불안함을 없
애줄 수는 있다. 앞사람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주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다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노인들의 상황은노인들의 상황은노인들의 상황은

늘늘어어나나는는  키키오오스스크크,,늘어나는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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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처음 출시된 포켓몬빵은 출시 당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다. 빵과 함께 들어 있는
일명 ‘띠부씰’(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
커) 수집 열풍에 월평균 500만 개의 빵이 팔
려나가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포켓몬빵의 인기는 이후 여느 유행처럼 서서
히 식어가다가 결국 단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16년 만에 SPC 삼
립은 제품 안에 ‘띠부씰’ 159종을 무작위로 동
봉하여 ‘돌아온 포켓몬빵’시리즈를 새로 출시
하였다. 돌아온 포켓몬빵은 출시와 함께 큰 사
랑을 받으며,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개, 2
주일 만에 350만 개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
다. 일부 편의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량을
제한하고, 판매를 중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포켓몬빵은 일명 ‘품절 대란’, ‘사
재기’, ‘오픈런’ 등을 일으킬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포켓몬빵의 높은 수요를 생
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 유통 채널에 발주
제한이 걸리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포켓몬빵 안에 랜덤으로 들어있는
스티커 ‘띠부씰’을 확인하기 위해서 빵을 뒤집
거나 꼬집어 상품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해
편의점 점주가 이를 막기 위해 경고문을 붙이
는 웃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포켓몬빵의 선풍적인 인기는 1981

년부터 1995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세
대)와 1996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Z세대
를 아울러 부르는, 통칭 MZ세대의 ‘추억 소환’
이 통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포켓몬빵이 처음

출시되던 당시, TV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씰을 수집하던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모두 어
른이 되어 유통가의 큰손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며, 수집욕을 충
족할 만한 제품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는 MZ세대는 레트로 열풍을 이끈 주역으로
불리고 있다.
포켓몬빵 열풍처럼 MZ세대를 필두로 레트

로 열풍은 수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포
켓몬빵을 예시로 들었듯 식품업계에서 특히
레트로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흐
름에 맞춰 빙그레 역시 단종된 아이스크림 ‘링
키바’를 재판매할 예정이다. 링키바는 아이스
크림 12개가 한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으로, 1990년대 초에 처음 출시되어 꾸준한
인기를 끌었지만 2016년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에 빙그레가 라면 사업에
서 철수하면서 생산을 중단한 ‘매운콩라면’도
다시 출시될 예정이다.
사실 작년부터 레트로·재출시는 식품 유통

업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롯데
제과의 아이스크림 ‘조안나바’와 팔도사의 음
료수 ‘뿌요소다’같은 추억의 간식거리가 재등
장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바둑 모양의
초콜릿 과자인 BGF 리테일사의 ‘최강 미니 바
둑초코’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판매량 5만
개를 기록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류들도 레트로 유행을 따라가기 시
작했다. 편의점 ‘CU’에서는 수제 맥주 매출을
4.8배로 뛰게 한 1등 공신, ‘곰표 밀맥주’의 레
트로 콘셉트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후 ‘말
표 흑맥주’와 세 번째 레트로 콘셉트의 ‘백양
BYC 비엔나 라거’도 큰 인기를 끌며, 주류에
도 레트로 콘셉트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제품 흥행에 성공한 BGF리테일은 지
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7,812원으로 9.7% 증가했으며 당기순
이익은 1,476억 원으로 20.3%로 늘었다.

이에 ‘GS25 편의점’은 북극곰 마크의 ‘노르디
스크맥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1970년대
원조 진로의 디자인을 되살려, 현대적인 감각
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콘셉트의 진로 역시, 옛
감성을 새롭고 흥미롭게 살려 젊은 층 소비자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MZ세대의 큰 인기
를 끌고 있는 진로는 출시 7개월 만에 1억 병
을 돌파한 바 있다.
이렇게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레트로

열풍은 식품 유통업계에서 그치지 않고, 수많
은 분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1990년
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들이 2022년도에도 다시 떠오를 전망
으로 보인다.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는
더플코트부터 숏 패딩과 나팔바지 등 복고 열
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30, 40
대가 즐겨 입었던 과거 패션들이 오히려 MZ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여겨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
면 커버낫, 빈폴과 같은 국내 브랜드들은 물론
버버리나 생로랑 등 여러 해외 명품 브랜드들
도 앞다퉈 복고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레트로 열풍은 문화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한 김태리·남주혁
주연의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레트로 감성으
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지난 1월 12일 방송을 시작하면
서 콘텐츠 영향력 평가 지수 종합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김태리, 남주혁, 보나 등 주연 배우
들의 인기도 흥행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
유 중 하나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인기 드라
마였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곳곳에 숨겨진
복고풍 소품을 찾아볼 수 있어 작품의 재미가
커졌기 때문이다.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1990
년대에 쓰였던 휴대용 수신기 일명 ‘삐삐’와 공
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화방을 거닐며,
카세트테이프로 노래를 듣고, PC 통신으로 채
팅을 하는 모습은 젊은 MZ세대에게는 색다름
을, 199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오색찬란한

패션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김태리의
노란색 크롭 티셔츠와 선글라스, 보나의 멜빵
바지와 손수건 머리띠 등의 레트로 패션이 시
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레트로
를 포인트로 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 트위터
유저가 판매하는 카세트테이프 굿즈가 품귀현
상을 빚었다. 또한 1990년대에서 가져온 것
같은 빛바랜 학생증을 재현하여 판매한다는
트위터 판매 게시글의 리트윗 수도 200건을
넘으며 레트로 열풍의 인기를 증명했다. 
가요계도 뉴트로 감성으로 물들고 있다. 복

고풍의 신곡과 이를 콘셉트로 잡은 가수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는 지난 3월 14일 레트로 팝 장르 곡인 신곡
‘땡큐’를 발매했다. 걸그룹 로켓펀치와 체리 블
렛도 최근 복고 감성을 살린 신곡을 발매하면
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로켓펀치는 1980
년대의 디스코와 유로 댄스를 혼합하여 신곡
‘키타’와 레트로 사운드 중심의 ‘주인공’ 등을 공
개하였다. 체리 블렛은 레트로 사운드를 기반
으로 하는 ‘러브 인 스페이스’를 발표했다.
이렇게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레트로

열풍은 좀처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러한 레트로 콘셉트는 MZ세대에게 새로움과
신선함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
으킨다. 특히 여러 사회문제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코로나19까지 MZ세대에게 스트
레스를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에서, 레트로와
같은 현실의 도피처는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힘든 삶에 찌든 MZ세대가 과거 해맑게 웃고
뛰어놀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모든 것을 벗
어던지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레트로 열풍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
연한 수순이라고 느껴질 정도이다. 힘든 상황
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MZ세대들
이 레트로 열풍과 같이 여러 곳에서 힘을 얻
고, 위안을 얻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
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오늘 이 영화 어때요?

<우리들>, <우리 집>으로 유명한 윤가은 감독의
단편영화인 <콩나물>은 윤가은 감독의 다른 영
화들처럼 주인공이 어린아이인 가족영화입니다.
영화 <콩나물>은 7살 보리의 시점으로 진행되면
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아이의 시선을 통해
서 보여줍니다. 어른들은 볼 수 없는 현실과 환
상이 만나는 풍경도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도 어
린아이인 보리의 시선을 통해서 보면 색다른 느
낌으로 비칩니다. 어떠한 것들은 따뜻하게 느껴
지기도 하고 어떠한 것들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아이 혼자 잘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
에, 관람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
다. 또한 2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 속에
수많은 사건이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담겨 있어,
보리의 하루를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보리의 하루는 분명 꽤 험난했고
힘들었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들
은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콩나물>의 매력은 2013년 제18회 부
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당시 수많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 다른 영
화제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콩나물>의
매력은 널리 널리 퍼져 제64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분 최고 단편영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콩나물>은 윤가은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
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어릴 적 어머
니가 심부름을 시키고는, 어린 윤가은 감독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몰래 쫓아 온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결국 스스로
의 힘으로 심부름을 잘 해냈다는 뿌듯한 경험과,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낸 영화라고 감독은 말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배
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 <콩나물>, 궁금하시다면
모두들 보리의 이야기를 보러 오세요.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마을을 누비는 7살 소녀 보리의 하루, 할
아버지의 제삿날 보리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콩나물을 사러 나간다. 생애 처음, 집 밖으
로 홀로 떠나는 여행! 과연 보리는 혼자 콩
나물을 사 올 수 있을까?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동네의 수많은 집.
그중 보리네 집은 할아버지의 제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인공인 7살 ‘보리’는 주방에
모인 엄마와 이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
다.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보리는 엄마와 이
모들을 돕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 콩나물이 없다는 엄마와 이모들의
대화를 듣는데요. 보리는 스스로 콩나물을
사 오겠다고 하지만, 엄마는 너무 위험하다
며 보리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궁금
한 보리는 몰래 지갑을 챙겨 콩나물을 사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보리는 무사히 콩나
물을 사 올 수 있을까요?

작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천만 영화는 아니지만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영화, 독립영화의 매력을 매달 소개합니다.

MZ세대를 강타한 레트로 열풍

▲ SPC 삼립, 포켓몬 빵 

-감독: 윤가은   -장르: 드라마 

-러닝타임: 20분

-출연 : 김수안, 오동주, 김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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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헤맬 것이
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무엇을 골라야 가장 현명한 소비일지
고민할 것이다. 우리는 가방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브랜드의
가방을 비교한다. 예쁜 디자인을 가졌는지, 수납공간은 충분한
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MZ 세대(1980~2000년 중반에 태어난 세대)는 이
런 흔한 고민을 벗어나 이 브랜드는 어떤 철학을 내세우는지,
이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
기 시작했다.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서 그 제품이 자신의 가
치관과 맞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하는데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까지 충분히 고려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상을 일컫
는다. 착한 소비의 특징은 MZ 세대가 디지털 환경을 통해 소
비를 주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혹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는 않는
지 고민하며 소비한다. 소비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
고 싶어 하고 구매할 때는 인간 노동권과 인간에 대한 윤리뿐
만 아니라 동물 복지와 환경을 고려한다. 이렇게 착한 소비를
하는 구매자가 선택한 브랜드들을 알아보자.

트럭 방수천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으로, 
프라이탁

프라이탁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업사이클링(Up-cycling) 브랜
드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
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탁은 수명
을 다한 화물차 덮개와 자동차의 안전벨트, 자전거의 고무 튜
브로 만든 가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수십만
원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트럭의 방수천에서 여러 개의 가방이 나오더라도 디자인은 모
두 제각각이다. 모든 제품이 세계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 되
는 셈이다. 특이한 그림이 그려진 가방, 글씨가 쓰여 있는 가방
등 나만의 독특한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방
수천이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고, 오염에도 강하다. 

프라이탁은 공정 과정도 친환경적이다. 먼저, 프라이탁의 본사
가 있는 취리히의 프라이탁 스토어는 버려진 화물 컨테이너 박
스로 만들어졌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50%는 열에
너지로 재활용되며, 비가 많이 내리는 스위스의 특성을 이용해
빗물을 받아 가방 제작에 필요한 물의 30%를 빗물로 활용하
고 있다. 

프라이탁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친환경이 자신들의 세일즈

포인트가 아닌, 브랜드의 의무이자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탁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철학과 젊은 감각으
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화장품, 러쉬

러쉬는 1995년 영국에서 탄생한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
다. 러쉬는 출범 초기부터 환경보호와 동물실험 반대, 과대 포
장 반대 등 자체 윤리 정책을 실천해왔다. 이는 러쉬가 비건 뷰
티의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는 이유다. 러쉬는 동물실험을 일절
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거친 원재료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그
리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해
착한 포장재 ‘낫랩’을 제작한다. 또한 직접 구매팀을 운영하여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료의 윤리적인 공정 여부를 확인한
다. 

러쉬가 내세우는 철학의 핵심은 신선함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
소, 에센셜 오일, 최소한의 보존제, 안전한 인공 성분을 사용하
여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러쉬의 모든 제품은 베지테리언 제
품이다. 베지테리언 제품은 우유, 달걀, 꿀을 제외한 동물성 원
료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러쉬의 제품 중 약 95%는 식
물성 원료로만 만든 비건, 즉 100%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
품이다.

러쉬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러쉬는 자체 캠페인인
‘#GayIsOk’를 진행하며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도 공식 참가해 행사 현장에서
‘핑크 이력서’를 받아 성 소수자 채용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기
혼자 혹은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가 편중되자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축의금과 유급휴가를 주었다. 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는 직원들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가 능력이 출중
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러쉬의 친환경적인
제품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대표의 철학이 고객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가장 오래 입는 옷이 가장 좋은 옷, 파타고니아

“We’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는 파타고니아의 사명으로 소개되는 문구다. 이 문구만으로
도 파타고니아의 기업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72년에 창립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지난 50년간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창립자인 이본 쉬나드는 암벽 등반가이자 암
벽등반 장비를 판매하던 대장장이였다. 쉬나드는 자신이 만든
장비가 바위를 훼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행하던 장비 사업
을 과감히 그만뒀다. 이후 ‘클린 클라이밍’ 캠페인을 펼치며 자
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알루
미늄 초크를 소개해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와 함께 내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아웃도어 패션 브랜
드의 길을 개척했다. 

파타고니아는 1993년 업계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폴리에스
테르 원단으로 재가공해 ’신칠라‘라는 신소재를 만들었다. 또한
그다음 해에 화학 비료 농약을 사용한 목화 면이 환경을 해친
다는 것을 깨닫고 목화 면 사용을 전면 중지했으며 이후 모든
면 의류에 100% 유기농 면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파타고니아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난 한 해 동안 제품
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볼 수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설명되어 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화학 물질과 염
색 물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2000년부터 불루사
인 사와 함께 일해왔다. 블루사인 사는 각 생산 단계에서 화학
물질 사용, 원단과 제품 생산 과정이 환경·작업자·소비자에
게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회사다. 

파타고니아의 거의 모든 제품은 공정 무역 봉제 제품이다. 공
정 무역 봉제로 제작된 제품을 사면 생산 노동자들에게 지원금
이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공장 직원들은 2020년, 파
타고니아로부터 76,000달러의 돈을 더 벌었다.

파타고니아는 자사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류든 무상
으로 수선해 주면서 기존 옷을 수선해 오래 입는 것을 권장한
다. 트럭 투어를 운영하며 여러 지역에 찾아가 수선해 주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파타고니아는 ‘푸른 심장’이라는 이름으로 하천 유량
조절을 위한 저수시설인 ‘보’를 철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다. 파손된 보는 강하천의 흐름을 막고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
게 해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보 철거를 통해 수질 향상
과 생태계 개선, 홍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효
과까지 볼 수 있다. 파타고니아 한국도 전국 곳곳에서 기능이
상실된 보들을 찾아 철거 중에 있다. 

파타고니아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진정성
에 소비자도 마음이 이끌리고 있다.

더 이상 좋은 물건만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이끌기는 어렵다. 브
랜드가 추구하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 그 철학이 소비자의 마
음을 이끈다면 제품의 가치는 올라간다. 물론 이런 브랜드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철학을 세일즈 포인트로 사용하진 않지만, 소
비자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을 소비할수록 환경을 보호하
는 브랜드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같은 지
구에 살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 출처: 프라이탁 공식 홈페이지

▲ 출처: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

이유 있는 소비, 
착한 소비
이유 있는 소비, 
착한 소비

▲ 출처: 러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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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제21대 국
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4년 3월 10일 이
전 출생한 고등학생 유권자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
진 만 18세 학생은 11만 2,93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만 18~19세 유권자 수가 98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연령 평균 투표율인 66.5%를 넘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는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보다 낮추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월 26
일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
향하고 모의 투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도 국가 주
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이었다. 이어 “18세 미
만 청소년들도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
도 여전히 교육감 선거는 참여할 수 없는 데다 청소년 모의 투표 역시 교내
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청소년의 참정
권 확대와 모의 투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미성숙한 청소년을 어른들의 정치에 끼어들게 하여 무리한 짐을
지운다는 비판도 있다. 과연 나이는 성숙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
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2016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정치에 참여함
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했다. 그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투표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
인지 몸소 깨달았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청소년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제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학부모의 주된 관심사인 수능 고난도 문항 금지
와 정시 전형 확대,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 대입 정책에 쏠려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학생 인권법과 같은 학생들의 행복
과 인권을 위한 정책,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에 있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
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막아버린다면 이 사회가 진정 민주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란 결과에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목적으
로 청소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건 무책임하다. 청소년이 성인과 비교하여
정치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무작정 만 16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쥐여주기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 시작
된다면 미래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만
들어지지 않을까?

선거권 연령 하향 YES or NO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자유로운 목소리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소로 향했을 것이다. 투표권이 없
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회가 선거에 모든 관심을 쏟는 동안 관련된
각종 언론 매체를 접할 수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쪽에 가까울 것이
다. 

2017년 제19대 대선,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 전국 6만 명의 청소년
들이 모의 투표에 참여해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모의투표 법제화 여론
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만 18세 미
만 청소년은 투표에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4조에서 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
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 19세(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여 독자적인 정치적 의
사 표현을 하기 힘들다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교육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 19세(만 18세) 선거 연령제
한에 대해 합헌을 판시했다.

투표권이 없는 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일컫는다. 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고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며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는 그들 자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보류
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법 아래에서 양육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19년이라는 세월을 채우며 살아간다. 완전한 독립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않
고 말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독립적이지 않고 보호받던 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한 장의 투표권에서 나오
는 책임감을 견디며 누군가의 개입 없이 자신의 뜻대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을 받는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작은 사회생활을 배우
는 모의 사회를 실현할 뿐이다. 또한 그들이 배우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의
견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남을 위한 사회다. 그
들에게 사회란 사회 과목 중 일부를 배우고, 현실 사회에 응용하는 것이 아
닌 암기해 시험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생활과 연관
성이 떨어지는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모범답안을 따라하고, 수업
시간에 일반적인 내용을 단지 전달하는 것은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언론은 선동의 판이다. 누군가는 휩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왜곡된 사실이 퍼질 수도 때로는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 하루
아침에 판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교실에서
배우는 정치란 얕고, 객관적이며, 단기적이다. 과연 짧은 시간 속 학생들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알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표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관적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저마다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필연적으로 무리 속 소속감과 동질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그들
만의 리그 속에서 과연 개인의 분리된 개체로 독립된 주장이 빠져나올 수 있
을까? 아직 그들의 리그와 사회는 교집합으로도 보기 힘들다. 청소년은 사
회에 포함되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또는 이득이 되는 경험을 쌓아야 이제
껏 벽에 가려져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과연 짜여진 시간표에 급급하며 살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인정한다면,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결
론을 짓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미지수며, 이를 따르는 교육자의 부담감은 늘
어난다. 정해진 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시도
는 불가능한 상상이며, 현실 사회의 정치와 청소년을 구분하는 벽을 허무는
시도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과 사회, 그사이의 허물 수 없는 벽

글: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 백윤정 기자(ynjeong02@jj.ac.kr)
그림: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사회적인 문제부터 흥미로운 논쟁거리까지,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두 명의 기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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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학 당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학창 시절부터 주변에서 듣고,

보았던 평범한 대학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대
학교에 들어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학
교 행사 (MT, 축제 등)에 참여해 보고 싶었습
니다. 드디어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들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지루했던 고등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차다고 느껴졌던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기대하고 입학하
였습니다. 

Q: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
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대면 수업을 아직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
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차이
점은 배우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
면 수업의 경우 아무래도 집과 같은 편한 장소
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해이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으로 수
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집
중할 수 있으며,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는 등 비대면보다
알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다면 외출을 준비하는 시간과 이동시
간, 이동 비용 등이 모두 절약되어 수업을 듣
기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의
경우 등교 시간이 걸려 심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
간적인 여유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느껴
집니다. 

Q: 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
엇인가요?
A: 비대면 수업보다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 더 짜임새 있는 수업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
위주 수업의 경우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이 줄어들어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
다. 하지만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더 활동
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또한 화면으로만 보았던 동기들을 직
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Q: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요?
A: 대면 수업에 비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 편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뒷자
리에 앉게 된다면 교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
거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업을
듣기 힘들었는데, 비대면의 경우 이러한 단점
이 보완되어 좋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교수님
께 질문하기 쉬웠으며, 팀원들과의 소통도 편
했습니다. 또한 강의를 다시 돌려볼 수도 있어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 공간
적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편한
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
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
기 때문에 실내에서 듣는 경우가 많아 외출을
준비하는 시간이 절약되었다는 장점도 있었습
니다. 

Q: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하지 못한
학교 내 활동이 있을 텐데 그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도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긴 했
지만, 학우들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
로하기 위해서 취소된 행사만큼 비대면으로 많
은 행사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
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MT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할 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동기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지
만, MT와 같이 모두 친해질 수 있는 큰 행사
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코로
나가 잠잠해져 MT 같이 친해질 수 있는 행사
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Q: 22학번 새내기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A: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했

지만, 언제든지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개강 첫날부터 붐비는 사람들의
모습에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다시 활기가 돌아온 지금 새내
기분들이 그 누구보다 활기찬 학교생활을 보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학년이지
만 새내기분들과 같이 학교에 등교하는 게 긴
장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아직은 대면 수업이
어색하기도 하고, 캠으로만 보았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
게 대면 수업에 신나하는 제 모습이 약간은 슬
프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일
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대학 생활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학생활 파이팅!

Q: 대학 생활에 기대를 갖고 왔을 것 같은데, 학
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나요? 기대와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왔고, 현재는 학교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OT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터라 3월 2일에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친구를 사귀기가 많이 힘들까봐 걱정을 했
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친구
들을 직접 만나니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1학년이고 학기 초라 과
제가 많이 없어서 공강시간 때 친구들이랑 카
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학교 이곳저
곳을 가보며 구경을 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
내는 게 기대했던 점과 같습니다.

Q: 대면으로 수업을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
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을 하
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수님들께서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 의
사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작으셔서 못 들었을 경우
에 한 번 놓치면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계
속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답답할 때가 있고,
점심시간 이후 수업이라면 마스크를 끼고 있
어 졸릴 때가 많습니다.

Q: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A: 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마스크 없이 친

구들이랑 도란도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동아리 회식, 과 회식도 해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MT를 꼭 가보고 싶습
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다 같이 밥도 못 먹
을 때가 있는데 마스크도 벗고 인원제한도 사
라진다면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

고 싶습니다. 

Q: 20학번 선배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또는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A: 저희도 고등학교 때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을 때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축제가 취소
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었죠. 20학번
선배님들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교에
오셨을 텐데 1, 2학년 때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저희보
다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라도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니 선배님들께
서 남은 시간 동안 꼭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
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너도 새내기? 나도 새내기!

20
학
번
에
게

22
학
번
에
게

2022년 1학기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20학번은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교에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20학번과, 올해 입학해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 수업을 하는 22학번을 만나보
았다. 올해 입학하게 된 22학번 새내기들과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처음 즐기게 된 20학번 새내기들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신앙은 감동이다. 그냥 좋은 말만 나열해 놓은 줄 알
았던 성경이 내 입에 달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무릎
을 꿇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쯤으로 생각했던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록한 책임을 깨
닫는 그 순간, 눈앞에 섬광이 스쳐 지나간다. 굳게 닫
혔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물
밀듯 감동에 젖는다.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이 세
상 그 어떤 경험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
이다.

▼ 하나님을 만난 감동은 고백을 낳는다. 그런 의미
에서 믿음은 고백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루마리 책에 있나이다”(시 40:7).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니라”(창 1:1).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
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
다”(계 22:20~21).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
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
은 인물들-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사
야, 베드로, 요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써지
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는 말씀처럼, 일찌감치 토마스 아 켐피스는 성
경 속에 담긴 그 많은 말씀이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
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의 신앙, 믿음, 고백을 담은
글을 모은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고 널리 읽
혀진다는 기독교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파스
칼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어구마다
심오한 신앙과 성실한 겸손과 순수한 경건이 마음의
진수에서 울려 나오는 낭랑한 은방울 소리처럼 표출
되어 있다.” 

▼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만나는 하나님
말씀,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하루 종일 또는 한밤중
에 나를 찾아오는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감동을 고
백한 글,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주제는 감동이요, 묵
상에 대한 열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가? 켐피스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너무너무 바
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
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 12).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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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2-1
학기 교직원 예배를 실시한다. 2022-1
학기 교직원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
며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할 수 있
다. 2022-1학기 교직원 예배는 3월
10일 개강예배로 드려졌으며, 추이엽 목
사(전발협 회장/마전교회)가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한 사람의 중요성_사무엘하 8장 1-2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
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
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숫자로
볼 때 1 그리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 1만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
다. 예를 들어 물은 99도에서는 그냥 물
이지만 1도가 올라 100도가 되면 물은
기체로 되기 시작한다. 단 1도의 차이로
물과 기체로 나눠진다. 또 하나 트로이
전쟁이다. 10년 동안의 전쟁이었다. 하
지만 전쟁의 이유는 단순하다. 헬레나라
는 한 여자 때문이었다.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에 왔다가 왕비인 헬레나와 사
랑에 빠져 왕비를 유괴하였다. 왕이 군대
를 끌고 헬레나를 찾으려고 트로이와의
10년 전쟁을 벌인다. 한 사람 때문에 나
라가 망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단지 숫
자 1이 아닌 그 이상이다.

본문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고 망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한 사람은 요
나단이다. 다윗이 왕권을 잡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수도도 안정되고 나라도 기
틀을 잡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풍요로웠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
한다. 바로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다.

사무엘상 20:15에 기록된 ‘너는 네 인자
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는 약속을 기억한다. 그리고 본문 1절에
서 볼 수 있듯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의 가문에 은총을 베푼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도망자로, 망명자로 힘들고 어려
웠던 다윗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사울
의 가문을 용서한다.

1이라는 숫자는 1만, 10만 등 큰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 있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기도 하

고 망하기도 한다. 사울 한 사람으로 인
해 나라가 망했지만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문이 끊이지 않고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존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고 한 사람으로 인
해 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
고 축복받는 학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선교지원실 최은혜
(greacechoi@jj.ac.kr)

교직원 예배 - 한 사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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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
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마음 정돈하면서 기
도문을 적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놀
라우신 사랑으로 거듭 제 마음을 적시게 하시오니 감사드
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삼천리 반도 금
수강산을 주셨건만, 아직도 이 땅에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
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힘들어짐을 틈타 우리
의 지성과 감성을 오염시키고,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
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물질이 신이 되는 세상에
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젊
은이들이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
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이 사회 각계에 스며들게
하소서! 

주님, 전주대학교에는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
든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
서 전주대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
력이 확산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소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전주대학교에 유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동
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목전의 짧은
것만 보지 않고, 좀 더 먼 꿈, 큰 비전을 품고 공부하며 섬
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
력을 그들에게 더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
이 아니라, 사회, 민족, 국가를 위한 웅대한 가슴을 품고 살
아가게 하소서.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는 죽음의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아
직도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은총을 베
푸소서! 생명의 강물이 가득 흐르게 하옵소서. 특히 전주
대학교를 평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이순태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신학과)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
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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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질 것입니다.
더 많이 높아지면 더 심각하게 낮아질 것입니
다. 이와는 달리, 마음이 겸손하면 사람들의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더
낮출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큰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원인보다 보이는 결과

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싫
어하고 슬퍼하며 명예 얻는 것을 좋아하고 기
뻐합니다. 마음의 교만과 겸손에는 관심이 없
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여 높아지려 하고 명예
를 취하려고 애씁니다. 
낮아짐과 명예는 직위의 높낮이에 의해 좌우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태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직위의 높이에 뇌
화부동 하면 그것이 높을수록 더 교만하기 쉽
습니다. 그 교만의 끝에는 화끈한 낮아짐이 기
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만과 겸손의 섭리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상의 보이지 않는
이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패배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빠진 분
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
체를 입고 겸손의 저변으로 내려오신 이후 지
극히 높아지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승리의

가장 높은 쾌감에 빠진 분들은 자발적인 낮아
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위태로운 낭패감에 빠진다는 사실을 한 시라
도 잊지 마십시오.
성경만이 아니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

게 확인되는 교만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
신의 실상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품과
덕망이 바닥을 치는데도 영예를 탐하는 것입
니다. 하늘에서 알아주지 않는데도 유명한 자
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단
한 무언가를 가졌다고 뽐내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겸손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

하고 그 주제의 수위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
니다. 유명한 자이지만 무명한 자처럼 평범하
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식하나 자신을
무식한 자로 여기며 모든 이에게서 배우는 것
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인격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

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내공이 두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
리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질 것입니다.
역사의 이 엄격한 작용과 반작용은 사람이 조
작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인 조작을 가해도 결

국에는 섭리의 촉매로 쓰입니다.
높은 자리를 잃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슬
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로 갔다고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이르렀든, 자신의 정직한 분
수를 알고, 그 분수보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
님 앞에서 그 분수의 수준을 한 뼘씩 높이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역사의 길이를 너무 촘촘하게 끊어서 살지
마십시오. 물론 촌음을 쪼개며 성실하게 살아
야 하겠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에게 걸맞은 긴 호흡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영
원부터 영원까지 고려된 역사관을 우리의 의
식에 장착하면 숨통이 콱 막히는 빼곡한 답답
함에 약간의 여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인분의 숨통이 열리다가 점차 타

인의 숨통까지, 사회의 숨통까지 열어주는 여
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게으름을 조장하면
안되지만, 서둘러서 실을 바늘허리에 매는 것
보다 낫습니다. 모두가 의식의 심호흡이 필요
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에 정신의
닻을 내리고 사십시오. 서로에게 숨통이 되어
주십시오. 남의 숨통을 조이지는 더더욱 마십
시오.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언 29:23)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12년 밀비안 다
리의 전투에서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를 물리
치고 드디어 혼란한 로마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완연한 로마의 통치자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의 로마 황제들은 사실상 거의 폭군으로 군림
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들과
는 달리 기록되고 있다. 기실 이러한 사실은
유세비우스 등 기독교 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과 일본 출신 시오노 나
나미 등 일반 역사학자들도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선정을 이야기 하려면
악명 높은 황제들의 악독함을 열거해야 하지

만, 지면상 어렵다. 악명 높은 네로는 이미 다
아는 바이라, 내버려 두고 이들 중 칼리굴라를
보자면, 그는 서기 37년 25살의 젊은 나이로
군사적인 최고통수권과 정치적 권력을 비롯하
여 ‘국가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
라는 존칭도 부여 받았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부여 받을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
영을 받았다. 시민들의 환영은 순수한 기쁨이
었다. 그것은 전임 황제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
롯된 대안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 년도 채 안 되어 자신을 신격화 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이와 함께 잔혹한 검투사 시합과
자신의 쾌락을 위한 행사 등에 돈을 물 쓰듯
했다. 결국 그는 재정 파탄과 중병에 걸렸고
황제 취임 4년도 되기 전인 서기 41년 1월
24일 자신의 근위대 대장에게 죽임을 당했다.
황제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점철

(點綴)된 로마의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 등장하였고 선정을 베풀었다. 그 중 313년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는 포고령을 공포하였
다. 고대 교회사의 대가 유세비우스가 그 전문
을 소개하였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리키니우스

황제를 말함)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각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
에 따라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해
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와
독특한 예배 방법을 준수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었다. -중략- 나 콘스탄틴 아우구스투스
와 리키니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좋은 전조 아
래 밀라노로 와서 공익 및 복지관 관련된 일들
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이 일들이 모든 백성

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리라고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

한 것을 먼저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기
독교인과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의지에 따라
원하는 신앙 양식을 좇을 것을 허락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건전하고 올바른 의도를 갖고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뜻
을 명령하는 바이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
하다고 생각되는 신앙에 마음을 바칠 권리를
허락한다. -중략-
우리는 기독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
령한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기독교
인들이 모이던 장소들을 다른 사람이나 국가
로부터 사들였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기독교
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대가를 받지 않
고 기독교인들에게 재산을 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라.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명령을 신속하게 실

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이고
공적인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국
고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항
상 영원히 지속 될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관
용과 명령을 문서로 기록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그리하여 이 같은 우리의 관용과 자비
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번역된 포고령 전문을 보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그가 선하고 지적이고 지엽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합리적 성품을 지닌 황제임을 알 수 있
다.  (다음에 계속)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밀라노 칙령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6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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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MBTI는 Myers-Briggs-Type Indicator의 약자로, 사람의 성
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검사입니다. 오늘날 여러 성격 유형 검사 중 가장 대중적으
로 알려진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작가였던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Briggs)와 이자벨 브
릭스 마이어스(Isabel B. Myers) 모녀가 Jung의 분석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두 개의 태도 지표인 외향-내향(I-E), 판단-인식
(J-P)과 두 개의 기능 지표인 감각-직관(S-N), 사고-감정(T-F)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밝혀
총 1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향-내향(E-I)은 에너지의 방
향이 외부인가 내부인가를 나타내고, 감각-직관(S-N)은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오감 및 경험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직관에 의존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감정(T-F)
은 판단의 근거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지를 뜻하고, 판단-인식(J-P)은
선호하는 삶의 패턴이 분명한 목적을 선호하는지 유동적인 목적을 선호하는지를 뜻합니다. 이
처럼 MBTI는 심플하게 성격 유형을 알려주고 해당 유형의 성격이나 인간관계, 적합한 진로
특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이 외향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향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
다는 점입니다. 즉 MBTI는 위의 지표들 중에서 어느 요소의 특징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가를 말해 줄 뿐이므로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Q.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MBTI를 맹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MBTI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이며, 주의
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MBTI는 한 사람이 어떤 성격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줄 뿐이지
절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MBTI의 개발자는 전문적인 심리학자가 아
니며, 통계적 타당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TI는 사람들의 성격이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심리 유형 검사입니다.
이처럼 ‘유형’의 관점에서 성격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격이 분명하게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외향적이어야 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향성과 내향성이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외향형이라고 해서 내
향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 측면과 내향적 측면
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계적인 측면에서 MBTI가 내
세우는 성격 유형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성격 분포는 다봉분포(multimodal distribu-
tion)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성격 분포는 정상분포(normal dis-
tribution: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종 모양 분포)와 비슷합니다.

물론 MBTI처럼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장점은 있습
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어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간편성에서 시작해서 나와 상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는 노력 없이, 그저 MBTI 성
격 유형 검사를 맹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반목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I 유형이니 사회성이 부족하겠지’ 혹은 ‘T 유형
이니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하게 따르는 답답한 사람이겠네’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상대를 이렇게 단정해 버리고 교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류의 단절은 자칫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또
자신이 어떤 성격 유형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성격적인 결함은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것
도 MBTI를 맹신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MBTI를 일종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 버릴 때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MBTI 열풍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유행했었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성격 유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격 유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
스 철학자 Empedocles는 모든 자연은 공기, 흙, 불, 물의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Hippocrates는 더 나아가 사람의 신체 안에는 성격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원소

에 해당되는 체액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공기 요소의 속성은 따뜻하고 축축하며, 공기
에 대응되는 체액은 혈액이고, 혈액이 많은 사람은 성격이 쾌활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Hippocrates의 주장이든 MBTI의 성격 유형론이든, 그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
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무엇이든
설명하고 이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로 봅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격 유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Q. 일부 회사에서는 면접 시 MBTI를 묻기도 한다는데, MBTI가 취업에도
사용될 정도로 업무 능력과 연관이 있나요?

MBTI가 채용과 선발에 직접 적용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MBTI는 자
기 보고 검사라는 점입니다. 자기 보고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솔직하게 자신의 특성에
기초해서 반응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자신의 실제 성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지 않고
꾸미려고 할 때는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취업을 위해 MBTI를
실시한다면 검사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반응을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통계학적·심리학적
인 이론을 토대로 제대로 개발된 심리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검사 태도를 평가하는
타당도 척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란 검사받는 사람이 솔직하게 응답했는지, 혹
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했는지 등을 측정해서 이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얼마나 타
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MBTI에는 이러한 타당도 척도가 없습니다. 무
엇보다 MBTI에서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전반적 행동 경향성입니다. 마이어스 브릭
스 재단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선별할 목적으로 MBTI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은 비윤리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Q.같은 MBTI 유형이지만 성격이 많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어떠한 이
유인가요?

MBTI는 사람들의 성격이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유
형’의 관점에서 성격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격이 분명하게 서로 다
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 측면을 가지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격은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외향성 군집’ 혹은 ‘내향성 군집’하는 식으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런데 이것을 억지로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어
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 극단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같
은 유형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MBTI 유형이지만 실제 성격은 많이 다른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Q. MBTI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모두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은
데, 혹시 MBTI 검사보다 정확한 심리검사가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잘 체계화되고 정립된 것으로 평가받는 성격 검사로는 Big 5 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 즉 개인의 개
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개방성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이 많으며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확인하는 요인이며, 성실성은
매사에 꼼꼼히 계획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끈기 있게 일을 처리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성
향을 말해주는 요인입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고
자 하는 성향을 확인하는 요인이며, 우호성은 이타적이고 타인을 신뢰하며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확인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
로 안정된 성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Big 5 검사는 MBTI처럼 성격
유형론은 아니며 다섯 가지 요인 각각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이 검사는
MBTI처럼 단순한 맛이 없고 해당 유형의 성격이나 인간관계, 적합한 진로 특징 등을 상세하
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통계학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이 될 수 있
도록 꾸준히 수정되고 체계화된 이론을 토대로 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믿을만한 성격검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김은솔기자(ssolk1129@jj.ac.kr)
기사: 조민서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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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개강과 함께 모처럼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22년 1학기 수업 운영 방침이
대면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교
내를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적막했던 캠퍼스와 대비되면서 대
면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큼 소중한 것
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직 코
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
문에 캠퍼스 내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유념
하고 배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노력이다.

지난 2일 개강 이후 전국에서 일 평균 확진자
가 약 30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아무리 조심
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감염 이후 대응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
다. 대학 본부의 대응 매뉴얼에서는 학생, 직
원, 교원의 신분에 따라 특이사항 발생 시 보
고와 대응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평소 매
뉴얼에 관심을 가지고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
우 시스템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 외의 대규모 행사 진행 문제이다.

이미 지난주에 ‘중앙동아리 홍보 박람회’를 개
최한 바 있으며, 이번 주에는 ‘봄축제’를 예정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봄을 맞아 다중이 참여
하는 행사가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생
활의 즐거움이 강의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행사들은 분
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상황과 분위기
에 휩쓸려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마스
크 착용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
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캠퍼스 내 교통안전 문제이다.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도로와 주차장에 많
은 차량이 오가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학기부터
는 시내버스가 교내로 진입하고 있다. 시내버
스 진입이 이동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보행자를 향한 위협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캠퍼스 내 교통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에
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안전속도
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코로나19 끝자락 그 어딘가쯤 서 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
고, 봄 내음 맡으며 캠퍼스 구석구석을 거닐고,
벤치에 걸터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즐기는 대
학 생활도 돌아오고 있다. 이 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활기 되찾은 캠퍼스,
유지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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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어른이들의 장난감 열풍, 키덜트

장난감은 더 이상 어린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른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
터 장난감을 사 모으곤 한다. 이처럼 어
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의 분위기
와 감성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어른을 ‘키
덜트’라고 부른다. 키덜트는 어린이를 나
타내는 ‘키드(kid)’와 어른을 나타내는 ‘어
덜트(adult)’의 합성어다. 
키덜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장난감 유통

업체도 키덜트를 겨냥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으며 레고에
입문하기도 하고 구체관절인형을 사기도
하는 등 키덜트들의 소비 비중이 증가했
다. 이는 장난감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

져왔다. 블록회사 ‘레고’는 ‘레고 스타워
즈’, ‘레고 해리포터’ 등 조립 난이도가 어
려운 제품을 선보였고, 완구 업체 ‘손오공’
은 ‘원더우먼 바비’, ‘블랙 위도우 바비’ 등
영화 등장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런 키덜트 문화는 피규어나 레고 등

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구 시장이나 백화
점 등도 카카오프렌즈 샵이나 루피 팝업
스토어 등 인기 캐릭터와 콜라보해서 일
명 ‘캐릭터 덕후’들의 소비를 유도한다. 심
지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이
모티콘도 키덜트 문화에 속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덜트 문화를 접하고 있
는 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문
화를 향유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키덜트 문화 성공의 가장 기
본적인 이유를 캐릭터 산업의 성장으로
든다. 어렸을 적 자신이 좋아하던 캐릭터
가 굿즈가 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며
향수를 느끼고 그것이 소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의견이다. 덧붙여 어렸을 때 가지
지 못했던 장난감 등을 구매력을 갖춘 어
른이 되어 소비하는 심리가 열풍에 박차
를 가하게 된 것이라 말한다.
최근 키덜트를 위한 식품 산업도 함께

열풍을 맞이했다. 요즘 편의점 빵 매대에
는 ‘포켓몬 빵 다 팔렸어요’라는 쪽지가 붙
어있다. 이는 예전부터 사랑받아온 ‘포켓
몬스터’의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
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키
덜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포켓몬 스티

커를 모으기 위해 포켓몬 빵을 찾아 나서
면서 품귀현상에 이른 것이다. 포켓몬 빵
을 구매하기 위해 입고 시간을 기다리는
오픈 런은 기본에 중고 사이트에서는 캐
릭터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팔리기도 한
다. 
경주에서는 ‘키덜트 뮤지엄’이라는 이색

문화 공간을 만들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피규어들과 인형, 골동품 등
을 진열해두었다. 세일러문, 키티, 미키마
우스 등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이
름 자체가 ‘키덜트 뮤지엄’인 것을 보아 키
덜트가 점차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소품 샵들도 키덜트의 이
목을 끄는 데에 한몫한다. 작고 귀여운 키
링부터 ‘토이 스토리’나 ‘스누피’ 등 인기
캐릭터 피규어까지.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소품 샵들은 키덜트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들을 많이 들여놓는다. 
키덜트 문화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은 ‘You Only Live Once’, 즉 ‘YOLO’
때문이다. YOLO는 말 그대로 한 번 사
는 인생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자는 뜻
이다. 누군가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
는 취미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린 날
의 나, 작은 장난감에도 행복을 느끼던 때
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이다. 어차
피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중시하고 장
난감 구매와 같은 유희적인 소비에 주저
하지 않는 키덜트의 행복을 응원한다.

김현진 기자
(flwmguswls@jj.ac.kr)

기자칼럼플라스틱, 이제 그만 stop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방침을 대면으로 권고했다. 그에 따라 우
리 대학 역시 대부분 대면으로 수업을 진
행하고 있다. 학교에 학생들이 붐비게 되
면서, 학교 안 카페와 학교 주변 카페들
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카페에서 포장한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다니며 캠퍼스 생활을 즐기
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커피를 마시며 생기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후처리다. 여기서 말한 후처
리 문제는 포장한 음료를 마시고 난 뒤 분

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센터 건물 의자, 후문 쪽 오르막길,
학교 길가 모퉁이 등등 곳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플라스틱 생산
과 소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활용 비
율은 10%가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은 매
립되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 쓰레
기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다는 추정도
나온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유엔(UN)이 나섰다. 유엔
(UN)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협약을 만들기로 합의
한 것이다. 유엔환경총회(UNEA 유엔의
환경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번 플
라스틱 규제협약이 2015년 파리기후협
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추
후 협상 과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 조약이 구체화될 경우 전 세계 석유

화학 기업과 경제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플라스틱 생산
국인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
로 글로벌 협약을 만드는 기간은 5~10
년을 요구한다. 그런데 플라스틱 규제협
약 논의 기간은 3년 안으로 잡혔다. 그만
큼 플라스틱 논의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

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 폐기까지 상품의 수명을 다루며,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쳐 식탁 위 음식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도 대상
으로 삼는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

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UN)
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냈으
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
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인해 유엔에서 플

라스틱 오염 규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
한 만큼 카페에서 포장을 할 때는 플라스
틱 용기를 쓰는 대신 개인 텀블러를 갖고
다니며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부득이하
게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용기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전주대학교 학생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구를 생각하는 사
회가 만들어지고, 깔끔한 환경이 형성되
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협약 만든다. 김은경.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들자“ 유엔 첫 합의. 곽승한.

서주연 기자
(202062006@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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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2nd, JJU announced that the 2022
freshman replenishment rate has reached
97.73%. This is an increase of 5.16%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replenishment rate of
four-year universities in Jeollabuk-do fell
sharply last year, there were many concerns
that the replenishment rate would be low this
year as well. It has many worries about the de-
crease in the replenishment rate in the previous
year, but JJU has successfully registered 2,499
out of 2,577 recruits this year, and is gradually
recovering its replenishment rate. 

However, the school-age population crisis has

not yet been overcome. The replenishment rate
of JJU, which recorded 99.6% in 2019 and 100%
in 2020, sharply decreased to 92.5% last year.
The main reason for this decrease in the replen-
ishment rate is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number of carryovers increased
in the early decision recruitment, and the struc-
ture in which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
sonnel was not filled even in the regular decision
and additional pass was a vicious cycle. Since
2010, the college replenishment rate in Korea
has been maintained at 97~98%, but it has de-
creased to 91.4% in 2021. In addition, 75% of
the total unfilled students are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making it difficult for local univer-

sities to operate. Four-year universities in Jeol-
labuk-do are struggling with this problem. The
average freshman replenishment rate of the five
universities in Jeollabuk-do Province was 99.5%
in 2020, which was quite high. But in 2021, it
was 88.5%, a sharp decrease of 11.1%p from the
previous year. Therefore, universities in Jeol-
labuk-do are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the
school-age population that will continue to de-
crease in the future. As shown in this JJU fresh-
man replenishment rate, the results are
gradually showing positive results. JJU will also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chool-age
population by finding ways and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freshman replenishment rate.

JJU 2022 Freshman Replenishment Rate 97.73%, 
an Increase of 5.16%p compared to last year

JJU 2022 Freshman Replenishment Rate 97.73%, 
an Increase of 5.16%p compared to last year

reporter Jo Min-seo(whalstj0207@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JJU admits excused absence when a student is
suspected of or confirmed with a legal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COVID-19) and needs to be
quarantined. If a student is inevitably unable to
participate in class due to COVID-19 confirma-
tion, self-quarantine, or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 diagnostic test, he/she is eligible to apply
for attendance. Applicants for acknowledgment
of attendance must apply within 7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absence. Documents to
be submitted are inpatient treatment notices or
certificate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symptomatic and self-quarantine, including
public health center notification. 

Vaccination against COVID-19 is also eligible to
apply for attendance. If there are abnormal
symptoms on the day of inoculation and the day
after inoculation, an additional 1 day or 2 days

after inoculation, if symptoms persist, it is pos-
sible to process the excused absence until the
treatment period. This cases can also be re-
quested within 7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absence. Vaccination confirmation is re-
quired when applying for a public notice on the
day of inoculation. Proof is unnecessary if you
will be absent due to abnormal symptoms the
day after the vaccination. If symptoms persist
for more than one day after vaccination, a med-
ical certificate must be submitted. If two doses
are administ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vac-
cine, the same standard is applied for each do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eriod of admittance
of attendance is only possible for 1/3 of the class
days, including all reasons. Except for the cases
mentioned above, it is not possible to apply for
an excused absence related to COVID-19. Includ-

ing the person who tested negative after close
contact

Also, distance courses, night class, Online(video)
lecture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guide. Ap-
plicants for attendance must notify the professor
in charge of the subject immediately after sub-
mitting the application. Matters related to grades
should follow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pro-
fessor in charge.

You can apply after logging in to JJU inSTAR,
Academic Management → Application for Ac-
knowledgment of Attendance → Acknowledgment
of Attendance(General). 
More details refer to the notice on the JJU web-
site (https://www.jj.ac.kr/jj/).

COVID-19 application for attendance recognitionCOVID-19 application for attendance recognition
reporter Yun Hye-in(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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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ion can be a springboard to help you
get a job.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the Ca-
reer Development Support Center introduced
Super Rookie Scholarship and Rising Star Schol-
arship, which can obtain both qualifications and
scholarships. The above scholarships are
awarded according to the score of certification
obtained by utilizing your special skills.

The Super Rookie Scholarship is a program that
provides scholarships for each level upon acquir-
ing a certification.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items recognized in engineer qualification, na-
tionally recognized qualifications, 민간공인자격, 민
간등록자격. Scholarship applications can be made
by registering at the CA room or by registering
OnStar after obtaining the certificate.

The Ring Star Scholarship is a program that en-
courages foreign language learning to improve
students' foreign language skills and motivate
them to manage their careers for employment.
And the Rising Star Scholarship provides differ-
entia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language eval-
uation criteria table. There are two criteria for
foreign language evaluation, English and lan-
guages &#8203;&#8203;other than English,
and the application process is the same as for
the Super Rookie Scholarship.

The Super Rookie Scholarship is based on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certificate, and certifi-
cates acquired in the first semester is until the
summer vacation. In the second semester, reg-
istration is required before winter vacation. Cer-

tificates acquired during vacation or off from
school must be register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opening of a course or return to school. And
For the Rising Star Scholarship, in the case of
you register within one month from the test
date, only one registration is accepted for cer-
tificates acquired during vacation or off from
school must be register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opening of a course or return to school. For
freshmen, both scholarships can be recognized
if the acquisition date is after March.

Check more details refer to the notice on the JJU
website.

Be a Super, Star Through Specialty!Be a Super, Star Through Specialty!
reporter Baek Yoon-jeong(ynjeong21@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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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Ể VIỆC TỐT NHẬN KHOAI NƯỚNG

thì mình cảm thấy ý nghĩa nhất là sự
kiện “착한 군고구마”.

Vào ngày 17 tháng 3 đến 23 tháng 3
năm 2022 các buổi chiều có sự kiện
phát khoai lang nướng cho toàn thể
học sinh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do trung tâm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ổ chức. Sự kiện này được diễn ra trước
tòa trung tâm máy tính của trường
mình (gần thư viện). Tại đây các bạn
học sinh sẽ viết những điều tốt nhỏ mà
bản thân đã làm trong thời gian gần
đây. Có rất nhiều bạn sinh viên tham
gia sự kiện này và mọi việc tốt nhỏ đó
được ghi lại và để trong hũ thủy tinh to.
Viết xong thì mọi người có thể ra nhận
khoai nướng nóng hổi. Đặc biệt ở đó có
giáo sư người trực tiếp nướng khoai
cho tụi mình siêu siêu thân thiện luôn.
Khi giáo sư biết tụi mình không phải
người Hàn giáo sư đã qua hỏi và trò
chuyện rất nhiệt tình và còn chụp ảnh
cùng tụi mình nữa đó. Bản thân mình
cũng đã tham gia sự kiện đó và khi ngồi
xuống viết việc tốt nhỏ mà mình đã

làm gần đây thật sự là mình phải mất
khoảng mười phút để ngồi nghĩ xem
việc mình tốt làm gần đây là gì. Qua sự
kiện lần này mình thấy rằng những việc
chúng mình cứ nghĩ rằng là việc nhỏ
không có gì cả nhưng đối với người
khác với cộng đồng thì nó lại là một
việc tốt là một hành động đẹp. Ví dụ
như có người thì viết: mình đã đi học rất
chăm chỉ, mình đã đi nhặt rác ở trong

campus trường, mình đã nhường
đường cho các bạn học sinh cấp ba,
mình đã giảng lại bài cho các bạn học
sinh ngoại Quốc trong tiết học,.... nếu
như chúng ta không để ý thì nó chẳng
có gì to tát cả thế nhưng ngồi viết lại ra
như thế này nó là một việc có ý nghĩa
với người khác và là một niềm vui bé
nhỏ hoặc hơi to to cho chính bản thân
mình.

Mong trường học có nhiều sự kiện có
mang ý nghĩa như này để chúng ta
được chia sẻ và tìm thấy niềm vui trong
cuộc sống. Các bạn cũng hãy tham gia
nhiều hoạt động mà trường tổ chức
nhé. Các bạn ơi! cùng cố lên trong kỳ
học này nhé! 

全州大学举行副校长就任、离任仪式

3月8日，全州大学在大学本馆小会议室
举行了有教务委员参加的全州大学副校

长离任及就任仪式。
副校长离任及就任仪式由感谢和祝福两

部分组成。即对过去两年负责地推动校内
主要业务的金甲龙教育副校长和柳斗铉

对外副校长表示感谢的仪式；以及对新
任的黄仁秀教育副校长和洪性德对外副

校长表示祝福的仪式。                                                                                                                       
（左起）黄仁秀、金甲龙、朴珍培、柳斗铉、
洪性德

为了加强行政的专业性和责任感全州大

学从2020年开始实行“两位副校长体

制”，构筑系统的学生教育体系的教育部
分由教育副校长；与地方，政府机关等
的联络合作以及政府事业承揽业务等对

外部分由对外副校长专门负责。

黄仁秀教育副校长发表感想说：“因首
都圈集中现象和学龄人口减少，地方大
学的危机日益严重。在这种现状下接任重
任虽然感到肩负重担，但是将与大学所
有成员积极合作，尽全力为全州大学打
下主导教育革新的卓越基础。”
洪性德对外副校长也保证说：“我将为
部门之间圆满的沟通、紧密的合作；为加
强与地方自治团体、同门、社区社会的联
结来帮助我们大学成长与发展竭尽全

力。”
从2月18日已经开始任期的黄仁秀教育

副校长和洪性德对外副校长之前就各自

担任企划处长、教育革新本部长和博物馆
馆长、学生就业处处长等学校要职，通过
以学生为中心的强化专业性的行政运营

提高了学校力量。

据对外协力弘报室消息，3月24日，全
州大学以学校教授和职员每月捐献的

捐款，为57名复学生授予总计4850万
韩元奖学金。
复学生奖学金是为支援即将复学的学

生，复学后能维持安稳的学习生活，
从今年第一学期开始设立的奖学金。奖
学金筹集全州大学教授和职员每月捐

献的捐款而成。
奖学金获得者的评选是从1月3日到28

日接收申请，在申请学生中评选了由
各学院推荐的、学习成绩和收入标准符

合条件的57名学生。
授予仪式有代表各学院的8名奖学金获

得者代表、教授代表李常行学生就业处
长、职员代表李德秀总务处长参加并发
放了奖学证书和奖学金。
学生就业处李常行处长说：“希望这奖
学金能帮助学生维持学业，更希望此
次奖学金能成为以后因经济困难而犹

豫复学的学生带去希望的开端。”
另外，全州大学的教授和职员以后将
继续每月积蓄捐款为复学生筹备复学

生奖学金。

全州大学为复学生授予奖学金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 2022년 3월 2일 ~ 4월 8일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일정 - 필기고사 : 4. 16.(토), 합격자 발표 : 5. 6.(금)

- 면접평가 : 5. 23.(월) ~ 6. 1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7. 15.(금)

※ 세부사항은 ‘22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지원대학 학군단

●학군 63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학군 64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을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2022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적성검사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전주대 inSTAR)

2022. 3. 16.(수) ~ 4. 8. (금)

2학년 1학기 재학생(전공·성적 무관, 군미필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