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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봄축제 ‘그 해 우리는’ 개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봄축제가

올해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환) 주관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렸다.
이번 봄축제는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

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2,093명의 학생 중
1,818(86.9%)명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기획되었다.
축제는 ‘그 해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우리 대학 캠퍼스의 봄
풍경을 영상, 음악, 무대 공연 등으로 느끼게 하여 신입
생과 재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의 한 장면을 배경으로 한 폴라로

이드 포토존, 꽃밭 포토존 등을 통해 학우들과 추억을 쌓
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앙동아리와 연예인 공
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한 20학번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이번 봄축제가 너무 재밌
고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3년 만에 열린 축제는

학생들의 웃음으로 캠퍼스 안을 행복과 낭만의 향기로 가
득히 채웠다.
특히, 교내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무대에 연예인

10cm(권정열)가 등장하면서 대학 축제에 로망을 품고
있던 학생들에게 진정한 대학 축제를 느끼게 해줬다.
지난 4월 1일 봄축제 무대에 참석한 박진배 총장은 “사

랑과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에서 봄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코로나19의 벽을 넘고 오랜만에 캠퍼스
에서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을 보니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이환 총학생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

해 299명의 제한된 인원만 공연 관람이 가능했다는 부
분이 매우 아쉬웠지만, 봄축제 사전 조사를 통해 우리 학
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며 “학
우 여러분께서 최대한 캠퍼스의 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다 같이 웃고 즐겨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다시 일상으로 한 걸음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부로 2년
간 시행했던 코로나19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인
원 제한이 모두 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식
당·주점은 새벽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 학교도 교내·외 행사 방

역 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모든 조
치가 해제되었으므로 개강 모임, MT 등 사적 모임, 회식,
행사 등은 인원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 진행 시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 지침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 전까지 유지된다. 또한 모든 행사 진행 시 자가문진표
작성, 개인별 자율 방역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
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학생 집단활동 진행 시에는 행사

5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과동아리는 소속 단과대
학 행정지원실에,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는 학생지원실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아리 회
식, 학과 모임 등 지난 2년간 누릴 수 없었던 대학 생활을
즐기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학교는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주기
를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세 감소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학교와

학생들은 개인 방역을 지키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원 제한 해제에 따라 몇 년 동안
진행하기 어려웠던 체육대회, 종강총회 등 다양한 행사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활짝 폈다. 이와 더불어 전
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벚꽃 명소를 대상으로 걸음 기부 프
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본교 발전 기금 모
금과 함께 진행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교내 학습소수자(북
한이탈주민, 국제유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탬프 투어 챌린지로 전주대학교 내

캠퍼스 명소인 자유관&진리관, 스타정원, 지역혁신관&천
잠관, 평화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벚꽃 명소에서
스탬프와 사진도 찍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걸음 기부도 하
자는 의도를 담았다. 

걸음 기부 프로젝트 참여는 기존 기부자, 신규 기부자
모두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간편 약정 입력 후 ‘워
크온’ 어플을 설치해 함께 ‘다시, 걸어 봄 챌린지 참여하기’
를 클릭하면 된다.
프로젝트 운영 기간은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29

일까지이며, 기간이 끝난 후에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홈페
이지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프로젝트는 본교 구성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

에 한해 경품도 증정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한 따뜻한
기부로 재학생들이 함께, 다시 걸어보기를 기대한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걸음 기부 프로젝트 ‘함께 다시 걸어봄’

▲ 지난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일상 회복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관 뒤 벚꽃나무 아래에서 학생들이 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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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칼리지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클리닉’프로그
램을 마련했다.
‘글쓰기 클리닉’은 대학생활, 취업준비 등 각
종 분야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으로 개설했다. 본 프로그램은 3월 16일부
터 5월 31일까지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
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전주대학교 온스타를 통해 ‘글쓰기 클

리닉’을 신청한다. 스타센터 306호로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교수가 배정되는데, 상담 일정을 조율하
여 제출한 글에 대한 피드백과 첨삭 등 전문

적인 도움을 받는다. 피드백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상담 일정은 6월 10일(금) 안
에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은 필수, 한 번은
선택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글
쓰기 클리닉’은 학생이 자유 원고를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자소서나 수필,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원고 등
다양한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글
쓰기 클리닉’의 교육 기간은 신청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글쓰기 클리닉’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
(063-220-2603)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글쓰기 클리닉으로 달필 되기

지난 4월 18일, 정보통신원은 교내 웹메일
서비스로 이용 중인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이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저장용량이 구글 저장용량 제공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구글 드라이
브 용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구글은 학교 계정(@jj.ac.kr)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메일, 사진의 용량을 무제
한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각 대
학의 저장용량을 전체 100TB로 제한하며,
100TB 이상의 용량을 사용하려면 추가용량
에 대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보통신원은
제한된 용량을 학교 구성원에게 분배하기 위해
개인별 용량 제공량을 50GB로 제한하고, 공
유 드라이브 생성 또한 제한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들도 구글의 정책 변경에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국내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5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2019년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웹메일을 사용하던 서울대는
7,000TB가 넘는 용량을 사용 중이었다. 이
에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 용량을 1인당 5GB
이하로 정리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정보통신원은 드라이브 정리를 위해 5월 31

일까지 교내 웹메일 사용자에게 드라이브와 메
일, 사진을 합쳐 50GB 이하로 정리하도록 공
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50GB 초과 사용자
의 웹메일 계정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교내 구글 웹메일 서비스, 6월부터 용량 제한

전주대 씨름부가 지난 20일부터 강원도 인
제군 원통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6회 전국씨
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소장급(80kg) 이준(생활체육학과 4년) 선수

는 결승 경기에서 작년에 4관왕을 차지한 단
국대 홍승찬 선수를 만나 첫판을 배지기 기술
로 제압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으나,
둘째 판에 배지기로 내주었다. 셋째 판 접전 끝
에 밀어치기로 승리하며 2대1로 경기를 마무
리하며 대회 1위를 차지했다.
경장급(75kg) 한지민(생활체육학과 4년) 선

수와 청장급(90kg) 홍지원(생활체육학과 2
년), 장사급(140kg) 차승민(생활체육학과 2
년) 선수도 뛰어난 경기력을 펼치며 3위에 올
렸다.

홍지원 선수는 선수권부(고등부, 대학부, 일
반부 통합)에서 구미시청 김현수 선수에게 패
하며 아쉽게 3위를 차지했다. 선수권부는 고
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이 통합으로 치르
는 체급별 경기다.
이번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이준 선수는 “학
업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부족했던 훈련을 새벽
과 야간 훈련에 집중했던 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씨름부 임종길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경기 운영 능력을 집중적
으로 보완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학생 선수들
이 입상했던 갔다.”라며, “이 분위기로 차기 대
회에서도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 대외협력홍보실

씨름부,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금 1, 동 3 획득

정부의 대면 수업 권고 방침에 따라 현재 대
부분의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용
하던 학교가 북적이는 학생들로 인해 활기가
돌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또, 작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겪
었던 불편함 대신에 강의실에서 직접 교수님
을 뵙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붐비면서 교내 확진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으로 인해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일부 학생들
은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확진자가
생기면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던 수업 가
운데 일부는 동영상 강의나 웹 엑스를 이용
한 수업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업이 많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는
데 진도와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같은 등록금을 냈는데 확진되었다고
수업을 못 듣고, 사이버캠퍼스에 따로 수업
자료도 안 올려주시는 교수님이 많다’는 불만
을 쏟아내고 있다.
교내 확진자 증가로 인한 큰 문제는 확진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다. 온라인 수업을 병행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올려주는 수업이 적다.
확진자를 위해서 비대면으로도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면 수업을 녹화하
는 방법도 있지만 음질, 스크린 화질 등 문제
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각
자 듣는 수업에서 방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학습권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확진자 외의 학생들에게는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
교내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을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강의실은 방역을 이
유로 닫혀 있고, 해치라운지나 카페는 자리가
금방 찬다. 학생들은 수업 들을 공간을 빠르
게 찾기 어려워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업에 임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확진
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에 대
한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확진자를 위한 방책 마련 시급해

지난 4월 13일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회
(회장 오재록 교수) 정기총회가 교수연구동 8
층에서 진행됐다. 이번 3월부터 임기를 시작
한 제9기 교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학사 단위 교
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
사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교수회 정기총회에는 박진배 총

장과 함께 황인수 교육부총장, 홍성덕 대외부
총장, 차진아 교무처장 등 대학본부 보직자들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박진배 총
장은 축사를 통해 교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향후 교수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진배 총장의 정기총회 참석은 교
수회와 대학본부 간의 불통과 갈등을 극복하
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함께 발전하자는 뜻으
로 보인다. 또한 두 부총장과 교무처장이 총
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
이며, 올해부터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상호 소
통하고 화합하는 ‘집단지성 생태계의 장’이 본
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과 함
께 교수회의 예결산안이 승인되었고, 대학평
의회 교수 평의원 결원에 따른 추천이 이루어
졌다. 또한 교수회 규정 개선방안도 논의되었
으며, 교권 침해 관련 학교 규정의 절차적 부
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교수회가
교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
라 교수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오재록 교수회장은 “대학의 발전은

교수 구성원의 지성과 교육·연구의 헌신, 학
생들의 학구열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대학본
부 행정가들의 전문성과 역량 확충 등 3박자
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며 “제9기 교수회
는 전주대학교의 집단지성 생태계를 되살려
대학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발전과 대도약에
저해되는 지배 구조적 권력과 부당행정에 대
해 감시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라
고 전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전주대학교 제9기 교수회, 
2022학년도 첫 정기총회 개최

게임콘텐츠학과, 게임 제작 동아리 발족식 가져

지난 3월 25일, 예술관 별관에서 게임 제
작 동아리 ‘Ctrl+Alt+Delete (이하‘CAD’)’
의 발족식이 진행됐다. CAD는 컴퓨터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위한 조합 단축키로, 새롭
게 시작하자는 게임 제작 동아리의 의지를 상
징한다.
본교 게임콘텐츠학과는 국내 4년제 대학

게임 관련 학과 중 3개 분야의 전공(기획, 그
래픽,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다. 이와 더불어 동아리 발족을 통해 다
양한 전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협업하며 마
음껏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
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참가한 지도교수와 동아리 회원 22명

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자율적인 동아리 추진
방향과 게임 제작 공모전 출전 목표 등을 발

표하였고, 임원 선출을 진행하였다.
윤형섭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민주적인 동

아리 활동과 재미있고 유쾌한 게임 제작 활
동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이 게임 제작 동
아리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졸업 후에도
CAD의 선후배들이 한국의 게임 산업계를 이
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
하며, 동아리 학생들이 지금의 열정으로 열심
히 공부하고 게임을 제작해 나간다면 아낌없
는 지원과 게임 산업계와의 협력을 추진하겠
다”라고 말했다.
CAD는 분야별 스터디 모임, 선후배 멘토-
멘티 시스템, 실제 게임 제작팀 구성 및 개발
을 통해 각종 공모전에 게임을 출품할 예정
이며, 연말에는 전시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CAD 동아리가 예술관 별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게임콘텐츠학과 윤형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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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상진 산학협력단장 대표이사 선임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김상진 現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이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
혔다.

선임된 김상진 대표이사는 도쿄대학교
공학박사로,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로 재직하고 있으며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진위원회 위원과 대한설비공학회 위원, 한
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제13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공동기기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앞으로 회사가 나아
갈 방향성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목표로 기존 자회사의 관리와 홍
보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겠
다”라며“지역 내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과
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출자기업의 단계
별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
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
난 2019년 9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출범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다. 현재 17개의 자회사를 보유
하고 있으며, 2020년 전국 80개 대학기
술지주회사 중 매출 18위를 달성했다.

보도: 산학협력단
편집: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대면 수업 두 달째,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
지난 3월 16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2

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학기 초에는 대
면 수업 진행에 학생들의 우려가 컸던 반
면, 현재는 대면 수업 진행에 긍정적 의견
이 나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면 수업이 갖는 장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수업에
집중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또한 비대면일
때는 마이크를 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던 질문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수업의 질이 좋아진다. 무엇보다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친구들과 친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
았다는 점과 확진자를 위한 방책이 충분
하지 않다는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
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대면 수업을
권장하고, 학교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
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
면 수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람들의 여

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완
전히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와 함께 일상 회
복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추세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8일부
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를 해제
했다. 이에 코로나 이전과 같이 활동적인
학교생활이 이뤄질 것이 기대된다.

백서희 기자
(seoheebaek03@jj.ac.kr)

1. 최근 우리 학교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를
개최했다. 초대가수로는 10cm가 등장했다.

2. 우리 학교는 두 달째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에서
수업을 들으니 수업 참여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다.

3. 전주대에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이 있다. 예컨대, 글쓰기
클리닉이나, 전주대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북모닝, 북나잇 등이 있다. 

4. 코로나19로 교내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면 강의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가장 큰 문제는 확진된 학생들의 ○○○○○라고 본문에 언급하였다.

5.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이다.

6.現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의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는 지난 2019년 9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출범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다. 

7. 지난 2달간 우리 학교는 정부의 ○○○○ 권고 방침에 따라 강의가
○○○○으로 진행되고 있어, 북적북적한 분위기다.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학우를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5월 13일(금)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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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습관 형성하고 인증 포인트(CP) 받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로드맵과 함께

도서관에서 CP점수 받는 방법이 공지되
었다. 위 프로젝트는 본교 도서관을 이용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독서 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활동이다.

독서로드맵은 독서 습관 형성부터 글쓰
기 능력 향상까지 독서 활동에 관한 역량
을 기를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독서와 연
관된 총 7단계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도서관 이용 교육- 독서 습관 형성
하기-다독하기-함께 독서하기-인문학적
소양 함양-글쓰기 기초- 글쓰기 능력up’

으로 이루어진 독서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책도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
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서관에서 CP점수를 받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수강(10점), 북모닝, 북나
잇에 참여해 매일 20분 꾸준히 독서하기
(40점), 학기당 30권 이상 도서 대출해
다독하기(20점), 수퍼스타 독서클럽에 참
여해 독서토론 프로그램 수료하기(10점),
정해진 책을 필사해 필사노트 제출하기
(10점), 해당 도서를 대출해 서평 쓰기(10
점), 권장도서 읽고 독후감 제출하기(30

점), 매달 진행되는 JJ시네마 영화감상 후
감상문 작성하기(30점)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있다. 1인당 최대 50점까지 점
수를 인정하니 이중 원하는 활동을 골라
참여한다면 독서 활동 역량도 키울 수 있
고, CP점수도 함께 획득할 수 있다.

‘북모닝! 북나잇!’, ‘필사노트’, ‘수퍼스타
독서클럽’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kr.ac)

※918호 정답: 출석인정요청서
축하드립니다♥
[918호 정답자]

-법학과 박서희
-도서관(학술정보운영실)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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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었다고 들었어!
몸은 좀 괜찮아?

나는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응!

스타센터 카페 안

코로나 생활지원금?
나도 할 수 있어?

응!! 코로나 확진자가 대상이고,
코로나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

네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이나 통장 말고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캡쳐한 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해

별이야! 진짜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접수하러 가야겠다!

참! 그럼 너 
코로나 지원금 신청했어?

※918호 편집 과정에서 기사가 중복으로 게재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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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북부, 동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여 우크라이나의 군대 시설
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은 냉전
이후 평화를 유지하던 기존의 국제 질서를 거스르고 서양
국가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명백했다. 러시아도 이를 의
식하여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가용 전
력의 95%를 투입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크라
이나는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강력한 항전 의지를 보
이며 선전을 지속했다. 폴란드로 망명했던 페트로 포로셴
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도 방탄복을 입고 전쟁에 나섰
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병사와 미사일, 핵
무기를 갖고 있든 상관없다. 그는 결코 우크라이나를 점
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우
크라이나는 지원국들에게 무기와 전쟁 장비의 지원을 받
으며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를 상대로
아직까지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침공 초기에 소규모 지원 정도로 사태를 관망하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러시아의 고전을 목격한 뒤 우크
라이나에 본격적으로 전쟁 자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시
에 러시아에는 정치적,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여, 러시아
는 소련 이후 다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렇게 러시
아는 현재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경제뿐만 아
니라 정치와 국방, 문화 그리고 외교까지 총 5가지 분야
에서 최소 10년은 후퇴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우크라
이나를 침공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나치 독일이 소련에 패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연
스럽게 소련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소련이 해체되면
서 소련에 속해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가 독
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토에 대한 문제와 군사 배치 등
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이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선물해 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와 ‘우크라이나로
부터’를 ‘на Украине’, ‘с Украины’라고 표현하는
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에 은연중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
가로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러시아어는 일반적으로 ‘~에서’와 ‘~로부터’가 국가
의 이름에 붙어 사용할 때 국명 앞에 ‘в’와 ‘из’를 사용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장소나 방향과 함께 쓰이는
‘на/с’를 사용한다. 이처럼 말하는 방법에서부터 우크
라이나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에 속
해있는 지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독립국으로
서의 우크라이나를 전면 부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
바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견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키이우와 모스크바의 직
선거리는 약 750km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 최북단의
경우 500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이는 중
국이 위협을 느껴 우리나라의 미사일 도입을 계속 반대하
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성능이 좋
은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도입한다면 손쉽게 러시아를 견
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
바에 모든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를
공격당한다면 급격하게 국력이 약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1949년 창설된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 연합 기구인 NATO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는 움
직임이 보이자 러시아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이 때문
에 우크라이나의 반 러시아 성향 정권을 그저 방치할 수
만은 없었던 러시아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러시아군의 끔찍한 전쟁 범죄 현황

이렇게 감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금이 21세
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끔찍했다. 우크
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러시아
의 침공 과정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사진을 공개하면
서 ‘이것이 해방된 도시의 모습입니다. 공포영화나 포스
트 아포칼립스적 그림의 한 장면 같지요. 러시아군이 강
간하고 불태워버린 여성, 살해당한 공무원들, 아이들, 노
인들, 남성들 등 이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이 이미 발견되
었습니다. 대다수는 손이 묶여있고, 고문당한 흔적이 남
아있었으며 후두부에 총상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처럼 러시아군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 심지어 갓난
아이까지 남녀노소 없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으며 전장에
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폭행을 가했다는 전쟁
범죄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를 향하는 전 세계의 비난

무리한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
고 있다. 친서방 국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압도적인
지원과 지지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친러 성향의 국가들
과 북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모두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가뿐만이 아니다. 수많
은 기업도 탈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자사 네트워크로부터 러시아 은행들의 접
속을 차단하였으며, 애플은 러시아 애플스토어를 통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나이키 같은
여러 대기업도 차례로 탈러시아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
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만 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교
전 단체로서 제네바 협약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국제법
상 전투원의 조건 중 ‘전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되
고 명확한 표식을 가질 것’이라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군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
라가 구비하고 있던 대량의 군복을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
에서 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시
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
그동안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회복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의
선방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던 것처럼, 현재
전쟁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전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현재 어느 국가가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
도 이미 승리와 패배를 가리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관계에 주목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한러관계를 유지해야만 하
며, 러시아도 망가진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
러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러시아에게 비우호국의 취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
만 직접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서방의 국가들에
비해 형식적인 보복만 받고 있으며, 입국도 절차가 복잡
해졌을 뿐, 제한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애초에 한국
은 러시아와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이
며, 계속해서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한러관
계는 깨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한러관계를 유지하
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관계 역시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의료기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 복구 사업에 한국 건설사들이 파견될 확률이 높아 밀
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유지
하고 서방의 국가들이 굳건하게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면, 러시아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 그저 좋은 소식은 아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
체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도 반 푸틴 시위
가 일어나고 있다. 푸틴이 패배하게 된다면 사실상 러시
아의 푸틴 독재 체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렇게 된다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러시아는 7,0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세계 제1의 핵보
유국이다. 물론 21세기에 핵전쟁은 비현실적인 일이지
만, 이미 국제화가 진행된 21세기에 대놓고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에서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게 되었다.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
대학교 교수 출신의 정치 분석가 발레리 솔로베이는 푸틴
이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 운용시설에 비상 경계령을 발령
하였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핵 대피 벙커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비록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은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더 진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
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고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를 다시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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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
장입니다.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인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대학언론 활동을 하며 대학언론 탄압이나 불합리한 조
치를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A: 저는 학보사와 대학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위
원회 등 대학에 소속된 언론 활동이 아닌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언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언론이기에 대학언론의 불
합리한 조치와 탄압을 봐왔습니다. 대학언론에서 도움
을 청하기도 했고요. 연대를 요청하거나 언론탄압의 해
결책을 같이 찾는 등 상호 협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모교에서 학내 성폭력,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대학언론이 이 사건을 직접 다루면 학교 위신 문제가
있다는 주간 교수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언론 기자들이 찾아와 해당 기사를 독립언론에 대신 올
려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자체 취재를 해 내용을 보강
하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Q: 최근 숭실대학교에서 언론탄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이 언론
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숭
실대학교의 언론탄압 문제는 모든 대학언론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언론탄압에 맞설 수 있는 근본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과 언론법
에서는 언론의 편집권을 보장하도록 적시되어 있으나,
대학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 기관이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언론도 법제
화해 대학언론에 대한 자치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운영
권과 편집권을 독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청대신문 편집국장 맹찬호입니다. 청주
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법학과와 신문방
송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학언론 활동을 하며 느낀 언론 탄압이나 불합리한 조
치를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A: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신문의 확대입
니다. 저희는 온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아니라 종
이 신문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코로나와 학교

의 불합리한 조치로 종이신문 발행을 못 하는 것이지
청대신문의 모든 기자는 종이신문 발행을 기대하고 있
습니다. 종이신문 발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는 예산이 없다며 오히려 온라인 신문 발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문제입니다. 청대신문 홈페이지가
생긴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
청대신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학교에 수정
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

대학언론대학언론

숭대시보(숭실대신문)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을 감시·견제하기 위
해 대면 수업 추진과 방역 대책을 취재했다. 그러나 주
간 교수와 전문위원은 기사화를 말렸고, 학생 기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1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 이후 학생 기
자 8명이 해임당했다. 한 세기 동안 공들여 세워진 정
론직필과 진실 보도가 학교에 의해 무너진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숭실대학교 총장은 “조주빈은 25살
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고 학보사 기자였고 그 학교
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고 그
학교는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총
장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보사 기자를 성
범죄자 조주빈과 비교한 일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후 학생 기자들과 주간 교수가 협의를 진행해 해당
기사 내용을 다른 면으로 옮기고 주간 교수가 기사를
퇴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자 해임 건을 취소하며 사
건이 일단락되었다. 이에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숭실대
신문방송 규정에 따라 주간 교수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권만 가지고 있을 뿐 학생 기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은 없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주간 교수는 “징계권에 따른 규정에 바탕을 둬 내린 정
당한 결정이었으며, 1면 백지발행은 집단항명으로써 학
보사 기강 확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
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숭실대의 학내 언론탄압 이전에도 대학언론 탄압과 관
련한 여러 사건이 있었다.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의 ‘서울
과기대신문’이 학과 학생회의 학생회비 횡령 사건을 보
도하자 대학본부가 배부된 신문을 강제 수거한 일이 있
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
제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작성했는데, 주간 교수가 “노
동자 입장에 편향된 기사”라고 판단해 게재를 불허했
다. 또 개교 70주년 기념 식사 기사 배치에도 잡음이
있었다. 결국, 대학신문은 백지 신문을 발행했다.
이번 사태로 숭대시보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
속 31개 학보사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충청권대학언
론연합 등이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규탄 성

명문을 내기도 했다. 충청권대학언론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득
권의 권력에 맞서 싸울 비판적 역할을 보장받아야 한
다. 하지만 숭실대는 숭대시보의 편집권 침해를 넘어
침탈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민주주의를 무시
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숭실대 대학본부를 향해
“기자 전원 해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언론탄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
책을 마련하고 주간 교수는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언론의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
험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차종관 집행위원장과 청
대신문(청주대신문) 맹찬호 편집국장을 인터뷰해 대학
언론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논의해보려
한다.
대학언론은 대학을 위해 존재한다. 대학언론은 학생회
와 더불어 학교가 올바른 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또한 학교의 운영이 잘못되어 갈 때
직언을 통해 대학의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학교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학언론의 편집권 독립은 지켜
져야 한다.
대학언론인들은 학우들에게 봉사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대학언론인의 마음을 헤아
려 대학본부가 대학언론 보호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다면, 학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숭실대학교 대학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교직원이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청대신문
맹찬호 편집국장

[숭대시보, 대학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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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영화 어때요?

깊고 빽빽한 산림, 날카롭고 아찔한 절벽 아래 사는 ‘캐시’
가족은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독특한 가
족입니다. 장남 ‘보데반’부터 ‘키엘러’, ‘베스퍼’,‘ 렐리언’, ‘사
자’, ‘나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벤’은 그의 아내이자 아이
들의 어머니인 레슬리를 ‘구출’하기 위해 사회로 ‘외출’을 하
게 되는데요. 이들의 ‘구출 : 외출’ 과정은 예상치 못한 사건
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캡틴 판타스틱’은 지난 2016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배
우에서 감독이자 각본가가 된 맷 로스(Matt Ross)의 두 번
째 작품입니다. 캡틴 판타스틱은 독립영화를 비추는 국제적
무대 <선댄스 영화제>에서 초연되고, 우리나라 부천 국제 판
타스틱 영화제에서 영화상을 받기도 하는 등 비평가와 관객
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캡틴 판타스틱의 감독,
맷 로스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
한 탐구이자 남들과 다른 삶은 ‘미친 일일까? 훌륭한 선택일
까?’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담은 영화라고 소개했습니다. 

내가 죽을 경우, 나 레슬리 애비게일 캐시는 (…중략) 그런
다음 유골을 뿌려주셔야 하는데 별 특징 없는 번잡한 공공
장소면 좋겠습니다.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단칼에, 인정사
정없이 변기 물에 내려주세요. 

투병 생활 끝에 잠든 ‘레슬리’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 떠났던 그들은 아수라장과 같은 장례식 이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녀처럼, 혹은 그보다 더 자기 자신만의 사
상과 가치관을 지독히도 중요시 여겼던 ‘벤’은 그 아래에서
자라난 6명의 아이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며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판타스틱한 삶의 방식과 어른, 아
이 할 것 없이 성장통을 겪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영화 ‘캡틴 판타스틱’의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사냥한 사슴 고기를 날로 먹어라! 비바람이 불어도 절벽을 올라라!
현대인의 눈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고 괴상망측해 보이는 가족, ‘캐
시 패밀리’는 유별난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이렇
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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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감독독  ::  맷맷  로로스스
--  장장르르  ::  드드라라마마,,  코코미미디디
--  러러닝닝타타임임  ::  111188분분
--  출출연연  ::  비비고고  모모텐텐슨슨,,  
조조지지  매매케케이이,,  
서서맨맨사사  이이슬슬러러  등등  

- 감독 : 맷 로스
- 장르 : 드라마, 코미디
- 러닝타임 : 118분
- 출연 : 비고 모텐슨, 
조지 매케이, 
서맨사 이슬러 등 

유튜버라는 부부캐캐로로  활활동동하하는는  개개그그맨맨들들유튜버라는 부캐로 활동하는 개그맨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개그 프로
그램을 보던 때가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개
그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콘서트’가 끝나고 ‘이
태선 밴드’가 마지막 연주를 할 때면 일요일이
끝났음을 알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
만 개그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시간에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거나, 가족끼리 모여서 TV 프
로그램을 보는 문화가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개그 프로그램은 점차 빛을 잃었다.
이처럼 주말 저녁의 웃음을 책임지던 개그 프
로그램들이 점차 인기를 잃고 결국엔 폐지를
결정하면서 개그맨/개그우먼들의 일자리는 서
서히 사라졌다. 일자리가 없어 한동안 생활고
에 시달렸던 개그맨/개그우먼들은 유튜브 채
널을 개설하고 유튜버로 전향하고 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기를 할 때보다 더 큰 사
랑을 받는 개그맨/개그우먼들도 있다. 본캐인
개그맨을 넘어 유튜버라는 부캐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개그우먼 유튜버’를 알아보자.

숏 박 스
최근 유튜브에서 큰 사랑을 받는 ‘숏박스’는
KBS 공채 개그맨 30기 김원훈, 31기 조진
세가 결성하여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최근
에는 KBS 공채 개그맨 32기 개그우먼 엄지
윤이 합류했다. 이들은 초반에는 큰 인기를 얻
지 못했지만, ‘장기연애’ 콘텐츠로 벌써 1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른바 ‘떡상’한 유튜버다.
숏박스는 서로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담긴 커플의 모습을 카메
라에 담았다. 커플을 주제로 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주로 서로 무심하거나 다투는 모습
을 다루는 것과는 차별점이 있다. 숏박스는 주
로 일상 속의 에피소드를 담아 사람들로 하여
금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특히 숏박스 영상
‘장기연애’ 중 첫 번째 영상은 조회 수 783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시청자
들은 숏박스 영상을 보며 ‘무심한 듯하면서도

티키타카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짧게 만난
커플이면 싸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유들유들
하게 비껴가는 게 웃기다’, ‘공감이 안 가는 에
피소드가 없다’며 많은 공감과 관심을 드러내
고 있다. 숏박스는 장기연애 콘텐츠 이외에도
현실적인 남매의 모습이나 중고차 허위매물
딜러 등 많은 콘텐츠를 다룬다.

엔조이 커플
엔조이 커플의 임라라(임지현)와 손민수는 웃
찾사에 출연했던 SBS 공채 개그우먼/개그맨
이다. 이들은 웃찾사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많
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껏 준비해왔던 것
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햇수로 8년 차 커플인 엔
조이 커플은 8개월 동안 유튜브 수익이 한 달
8만 원일 정도로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엘리
베이터 몰카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되었다. 225
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엔조이 커플은 ‘커플 유
튜버 1인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몰카 이외에도 먹방, 브이로그 등을 다루고 있
는데,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헤어질 각오
하고 하는 장난’이다. 게임을 하는 손민수의 컴
퓨터 모니터를 끄거나, 인스타 업로드용 사진
을 망치는 등 장난을 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
는 콘텐츠다. 최근에는 난자 채취 과정을 영상
으로 남겨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게 후기를 알리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엔조이
커플을 보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
람을 만날 수 있을까’, ‘웃음을 주는 콘텐츠들
도 너무 좋지만 다른 주제도 영상에 담는 것도
너무 좋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라며 엔조
이 커플을 응원했다. 

강유미 좋아서 하는 채널
강유미는 KBS 공채 개그우먼이다. 개그콘서
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SNL에도 출연하며
많은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유튜버로서의 삶

을 살고 있다. 9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강유
미는 초반에는 팬들과 소통을 위해 브이로그
영상을 주로 올렸지만, 최근 들어 ASMR 영
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음식을 먹거나 사물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평
범한 ASMR과는 다르게 문구점 사장님, 타투
아티스트, 메이크업 샵 원장 등 역할을 정해
롤플레잉 하며 토킹 ASMR을 한다. 재미를
가미하면서도 각 직업에 대한 특징을 잘 잡아
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낸다. 시청자들
은 ‘ASMR도 잘하지만 현실 고증에서 소름 끼
쳤다’, ‘영상 보는 내내 그 직업 종사자인 줄 알
았다’며 강유미의 연기력과 현실 반응을 담은
영상을 칭찬했다. 

피 식 대 학
KBS와 SBS 공채 개그맨들로 구성된 피식대
학은 처음엔 몰래카메라, 먹방 등으로 이름을
먼저 알렸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
아 ‘한사랑 산악회’, ‘B대면 데이트’ 등의 콘텐
츠로 구독자가 152만 명으로 늘면서 인기 급
상승한 유튜버 대열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런
컨셉을 이용한 광고나 지자체 홍보를 맡기도
했다. 유튜브에서의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타 유튜버의 영상을 넘어 예능이나
라디오에도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한사랑 산악회’는 김민수, 이창호, 이용주, 정
재형이 각각 김영남, 이택조, 배용길, 정광용
이란 이름으로 산악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년
아저씨들의 모습을 담아낸 콘텐츠다. 이들은
“열정! 열정! 열정!”이라고 외치며 중년 아저씨
특유의 말투, 행동, 옷차림 등을 똑같이 재연
해내 웃음을 자아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아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댓글에 중년
의 텍스트 말투를 따라 하는 등 유행에 동조했
다.
‘B대면 데이트’는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실행되자 개발된 콘텐츠다.

정재형, 김해준, 이용주, 김민수, 이창호 다섯
명이 각 뉴라이프 시니어 파트너 방재호, 카페
사장 최준, 중고차 딜러 차진석, 래퍼 김수민,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이호창 역할을 맡는
다. 이 영상은 그들과 영상통화로 비대면 소개
팅을 하는 콘셉트다.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타 유튜브 영상에도 많은 출연을 한 카페 사장
최준(김해준)이 피식대학 B대면 데이트의 대
표 아이콘이다. 모두가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지만, 캐릭터 안에서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개그맨 장윤석, 임종혁의 낄낄상회,
개그맨 한으뜸과 개그우먼 장다운의 흔한남
매, 개그우먼 박미선의 미선임파서블 등 많은
개그맨/개그우먼들이 점차 유튜브라는 플랫폼
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미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많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인기가 많은 개그맨/개그우먼들
도 있는 반면, 개그 프로그램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유명한 선배 개그맨/개그우먼 뒤
에서 조연 역할만 하던 무명 개그맨들이 유튜
버로 서서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매주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대본, 아이디어
회의, 소품 회의까지 관여했던 사람들이기 때
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힘들게 준비해서 공채 개그맨에 뽑혀 데뷔했
지만 잇따른 개그 프로그램의 폐지로 힘든 시
간을 보낸 개그맨/개그우먼들이 많았고, 그 중
에선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개
그맨/개그우먼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웃길 실
력을 발휘조차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이 유튜브에서 나날이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부캐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개그맨/개그우먼들의 유튜브 활동을 기대해본
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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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에 많은 신경
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건강
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대학생이 건강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이 대학 시절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에 비하면 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한다.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매일 충분한 숙면
을 취하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규칙적으로 운
동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대는 아직 건강에 적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 편하게 내일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이미 빨간불을 깜빡거리고 있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면 건강검진에 딱히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건강은 적신호일 확률이 높다. 20·30대의 건강 문제는 좋지
않은 습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건강검진 결
과도 괜찮은데 굳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까? 우선 그 이유를
찾기 전에 건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은 질병이 없는 육체를 의미
한다. 즉, 생물학적 기능의 정상이 건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
가 대다수다. 하지만 현대에는 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급증하여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
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건강한 상태를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
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저 짧은 문장에 건강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다. 사
실 당장 해로운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바로 질병에 걸리
는 일은 없을뿐더러 대학 시절에 매일 술을 마시고, 흡연을 습
관처럼 한다고 해도 30대에 바로 심각한 병에 걸리는 일은 드
물다. 폭식을 즐기는 비만 환자라고 해서 바로 내일 성인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일은 적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앞서 말한
행동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 한 달이 되고, 몇 년째 계
속 이어져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특히
신체가 튼튼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회복력이 좋은 20대를
벗어난다면 급격하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결국 적신호가 분명하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즉 건강은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챙겨
야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유
지해야 할까?

우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의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건
강을 이루는 세 요소는 환경 요인과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을
의미한다. 환경 요인과 유전적 요인은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
힘들지만, 생활 습관은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 질병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만, 좋지 않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
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첫 번

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4시간 자
면서 공부한다면 대학교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한다
면 대학교에 불합격한다는 뜻의 ‘사당오락’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숙면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다. 즉, 잠을 게으르다고 인
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면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은 건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식습
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대장암의 경우 숙면 문제와 큰 연관
성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잠에 들기 위해서 수면제와 주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 무엇보다 수면장애는 스트레스와 바로 연결되
어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늦은 시간에 침대로 향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침대 위에서까지 휴대폰을 하여
취침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할뿐더러, 생활 패턴도
규칙적이지 않아 피로가 계속 누적된다. 심지어 휴대폰 불빛에
계속 노출된다면 온종일 피로가 쌓여있는 눈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쳐야 하는 생활 습관은 야식이다. 굳이 식사 습관
에서 야식을 분리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배달 문화의 발
달로 인해 야식이 큰 건강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
람은 잠을 잘 때 혈압이 약 10%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저녁 8
시 이후에 하는 식사, 즉 야식을 먹게 된다면 숙면을 취하는 도
중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 미국 컬럼비아 의대와 듀크 의대의 공동 연구에서는
야식을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손꼽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 최소한 2시간은 식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야식이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도 존
재한다. 야식은 심장질환 이외에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의 원
인이다. 대부분 야식을 먹고 바로 잠을 자기 때문이다. 무언가
를 섭취한 상태로 잠에 든다면 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신체
가 누워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역류한다. 또한 음식물 섭취 이
후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치아 부식의 문제도 있기에
늦은 밤 야식을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 

세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올바른 자세이다. 많은 20·30
대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책상 앞에 앉
아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
해, 학생 대부분은 이미 바르지 않은 자세가 습관이 되었을 것
이다. 특히 한국의 학생들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을 많이 앓는 추세다. 

이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경우 무의
식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로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유
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
라 계층의 80%가 앓고 있는 증후군이다. 일종의 직업병이기
도 한 거북목 증후군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을 앓게 된다면 척추의 윗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다면 극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심한 경우 목의 관절염까지도 생
길 수 있으며, 호흡에 필요한 근육을 방해하여 폐활량이 최소
30%까지 감소한다. 

또한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높
으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 유지가 필
수이며, 평소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
다. 또한 크로스백을 메거나 다리를 꼬는 행위, 짝다리로 서기
등의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멀리해야만 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정신 건강이다.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
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정신
적인 건강을 앞서 말했던 신체적인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
긴다. 딱히 눈에 보이는 아픔이 아닐뿐더러, 정신적인 고통을
앓더라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
인 건강에 큰 관심을 쏟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느끼
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정신 건
강을 챙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20·30대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
며, 예방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20·30대가 고통받는 가장 큰 정신적인 질환 중 하나는 번아
웃 증후군이다. 번아웃 증후군은 어떠한 직무를 맡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며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신적 탈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명할 정신적인 질환은 우울장애로, 침울하거나 의
욕 저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정신 이상 상태이다.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은 우울한 기분의 지속이나 흥미와 즐거움의 감소, 공
허, 무기력 등이 있다.

마지막 정신적 질환은 공황장애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게 강
렬하고 극심한 공포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유발상황에도 심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 발작
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30대는 완전한 성장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
회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담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로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정신적인 질환
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
다. 우리가 어디를 다쳤을 때처럼 말이다.
앞서 말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모든 생활 습관들은 모두
20·30대가 처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오는 아픔이다. 이러
한 아픔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스스로 움직여야만 한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20·30 건강 적신호,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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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었고 배달앱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자연스럽게 배달앱 리뷰의 존재감 역시 커지고 있다. 리뷰는 고객이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음식점주들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
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달앱에 작성된
리뷰로 인해 음식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자 리뷰 제도를 폐지하자
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과연 리뷰 제도 폐지가 음식점주들에게 좋은
일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음식점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구매에 대한 확신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상품을 직접 보
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앞선 소비자들의 리뷰에 의존한다. 즉 다른
고객이 제공하는 리뷰와 같은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
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리뷰가 없다면 고객들은 음식의 맛, 음식의
상태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잃게 된다. 그럼 고객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 리뷰는 고객이 구매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에 꼭 필요하다.

리뷰 문제로 음식점주와 고객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리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주들의 이야기들이 화제되고 있다. 지난 15일 여성
자영업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객이 남긴 리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한 고객이 남긴 “아니, 배달만 하면 되지 배달 와서 이상한 말은 왜
하나요? 남자 꼬시러 배달합니까? 어이가 없네”라는 리뷰였다. 이에 A씨는
‘안녕히 계세요’외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이
냐며 댓글에 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요구했다. 그러자 고객은 잘못 적었다며
연락을 거부하였고, 결국 사과 없이 리뷰만 삭제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 외에도 음식점주들은 가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악성 리뷰를 문
제 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리뷰가 가게에 악영향만 끼치는 것인지는 생
각해볼 문제이다. 

리뷰는 음식점주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긍정적인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게의 좋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리뷰는 가게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리뷰의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리뷰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한다.

음식점주들은 고객 리뷰를 잘만 관리하면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없이도 영
업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리뷰는 음식점을 이미 이용한 고객이 작성한 것이
므로 좋은 리뷰는 좋은 홍보 방법이 된다. 또한 음식점주가 고객 리뷰에 정
성을 담아 댓글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자영업자는 고객 리뷰에
댓글 남기는 일을 의무처럼 하기보다는 고객과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자유롭
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기자 자영업자 본
인도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단골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음식점
주들도 리뷰에 신경을 쓴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리뷰는 음식점주와 고객 모두에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크다. 음
식점주들의 고충을 이유로 리뷰 제도를 함부로 없애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
이 아니다. 단순히 리뷰란을 없애는 것보다 리뷰를 악용하는 고객이 없도록,
리뷰로 인해 힘들어하는 음식점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앱 리뷰 YES or NO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리뷰 제도, 음식점주와 고객을 위한 필수 요소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필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만
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앱 사용자 급증은 소비자가 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배달 리뷰를 악용하여 갑질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단점도 빚어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이런 애엄마는 왜 살까요?’라는 제
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배달앱에서 동네 김밥집에 남긴 악의적인
리뷰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리뷰에는 “장사가 좀 된다고 배가 많이 부
르신가 봐요, 아님 새파랗게 어려서 장사할 줄 모르는 건가?”라며 “가게 하
나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악의적인 비난이 담겨있었다. 이어“장
사의 기본은 손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애들 먹이려고 간
식 도시락통에 캐릭터 토끼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진상스러운 요구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도 못해주면 동네 장사 접어라. 주문이
밀려있건 매장이 바쁘든 돈 내고 사 먹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덧붙여 비
난했다. 

배달앱 사용자가 급증한 오늘날 리뷰는 손님들의 주문에 크게 이바지한다.
실제로 음식이 어떻게 나오고, 맛은 어떠한가를 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리뷰 공간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소비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업자에게 갑
질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한 번 남기는 리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업주
는 리뷰 한 줄이 영업과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길
수 없다. 물론, 업자가 잘못한 상황이거나, 음식의 질이 리뷰보다 떨어진다
면 이를 지적하는 리뷰를 남길 수 있다. 업주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하
고, 수정하여 더 나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대접해야 한다. 그것이 음식에 돈
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
주를 비난하고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선 ‘갑질’
이다. 이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업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업주에게 소비자는 모두 소중하지만, 누가 더 특별하다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업주의 권리, 들어
주지 않는 것도 업주의 권리다.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악용하여 악성 리뷰를 남기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소수의 소비자가 남기는 ‘악성 리뷰’로 인해 ‘우리가 장사하는 것
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괜히 소비자들 입에 오르
락 내렸다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악성 리뷰’피해가 급증하면서 배달앱과 관련한 조치가 새롭게 등장하
기도 했다. 업주가 이러한 피해를 못 이겨 업무방해죄로 소비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겼다. 나아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을 빌
미로 갑질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도 했다.

사회가 변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감수된 희생을 자
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모습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
끌 수 없다. 성숙한 사회인이 되고자 한다면 성숙한 자세로 사회에 발맞춰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얻은 편리함에 취해 그것이 자신이 마
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마땅하지 않은 권리

글: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진주현 기자(jjh82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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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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수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 표지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었지만, 81년도 전주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31년을 근무한 후
2016년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최근까지는 강의를 했
고, 8평 연구실에서 한평생 지내다가 시골에 내려가 ‘리
아농장’을 차렸습니다. 사실 놀려고 시작했는데 이젠 정
말 농부가 되었죠. 그렇게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신입니다.

Q2. 최근 <걷기, 삶과 행복의 관계>라는 에세이를 출간하셨는
데, 이 도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뇨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건강을 위해 걷기를 취미
로 삼았어요. 국내의 올레길을 모두 다닐 정도로 좋아하
게 되었죠. 잠깐 휴직한 두 번째 아들과 순례길을 갔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메모로 적었더니 책으로
낼만큼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 대한 고백. 첫 책
은 기행문이라면 이 책은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맨 뒷
장에 유언도 적어 놓았지만 자식들이 그걸 들어줄지는
모르겠네요.(웃음) 사색을 정리한 책이에요.

Q3. 처음 순례길에 올랐을 때는 어떤 계기와 마음으로 순례
길을 도전하게 되었나요?

2008년도에 처음 순례길을 올랐을 때였어요. 기초학
문 통폐합 이슈가 생기면서 직업적 갈등이 생겼죠. 그때
지인이 순례길을 추천했고, 순례길을 돌파구 삼아 걷기
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로 떠났어요. 첫 번째
순례길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다시 아들과 떠나
게 되었어요.

Q4. 정년퇴직 이후에도 ‘아름다운 리아농장을 꾸리는 좋은 농
부’라는 꿈을 꾸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를 정도로 꿈을 정하
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꿈을 찾
는 비법,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나도 대학 생활 때까지 꿈을 찾지 못했어요. 살다 보니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너무 많더라고요. 우두커니 지켜보

고 살기에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전정신
을 가지는 것이 삶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문에 썼듯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목표
로 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책에
는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이게 내가 꿈을 찾고, 힘을
얻는 원천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
길 바랄게요.

Q5. ‘걷기, 삶과 행복의 관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주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20대에 가지면 좋은 삶을 위한 마음가짐’ 한 가지를 꼽자
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을 새롭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
면 뭘 해야 하나? 책을 봐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자문해야 해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을 자꾸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는 방법은 독서에 있
어요.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강연에서 ‘우직하게 갈망하
는 것을 찾아라’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직
하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도전정신을 펼치
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꿈을 꿨으
면 좋겠어요.

Q6. 1부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기행으로, 2부는 배낭여행 단
편선으로 이루어져 있던데, 2부의 이야기를 적은 이유가 있나
요?

예전에 썼던 메모들인데 가만 보니 버리기 아깝다는 생
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2부로 쓰게 되었는데, 2부로 썼
더니 재밌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Q7.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고 싶
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면서 여행계획
이 새로 생기셨는지요? 

아내와 함께 내년(2023년) 4월, 5월에 갈 준비를 하
고 있어요. 왜냐면 6월에는 블루베리(농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웃음) 한여름에는 34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걷기가 힘들고, 그런 날씨에 매일 20km를 걷기에는 체
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천천히 걸으
려고 해요. 기간은 60일 정도. 좋은 곳을 가면 그곳에
서 쉬고, 예쁜 경치가 보이면 그곳에서 쉴 예정이에요.
여담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주로 한 달 살기를 떠
날 예정이에요.

Q8. 본문 중 딸에게 쓰는 편지나, 기도하실 때 항상 가족의 안
부를 비는 대목 등 가족에게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사랑을 잘 표현하는 편이신가요?

부모는 다 마찬가지죠. 서른 살에 대학교수로 처음 취
임하면서(그땐, 통계학과 교수가 하나였어요.) 가정에 충
실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의 이유이고, 내가 유복자여서 아버
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고민을
아주 오래 했어요. 미안한 마음과 사랑이 책에 깃들었던
것 같아요.

Q9. 전주대 학생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순례길에서는 먹고, 자고, 걷는 것 밖에 없다!

첫 번째 떠났을 때 바리스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
는 아침이면 커피를 갈았는데, 숙소에 머무르는 사람들
에게 커피를 주고, 밥을 얻어먹었죠. 그 친구는 영어를
못했던 것이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했어요. 나
중에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겠다는 그 친구의 빛나는 모
습을 보고 멋지다고 느꼈어요.
뭔가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산티아고에서도 통

하는 말이에요. 순례길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
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순례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Q10. 교수님께서 그리는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 아내를 만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복도 배워야 해요. 은
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야 해요. ‘가장
먼 여행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
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행복해하는 일을 자꾸
학습하세요. 또, 단순하게 살길 바라요. 너무 복잡한 세
상에서 같이 복잡하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걷는 것과 같
이 간단하고 곧게 사고하길 바랍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곧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행복해지네요. 이에 대한 행복이 가까이에 있음을 느껴
요. 농사일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웃음) 그렇지만
아직 건강하고, 풀 한 포기 뽑을 힘이라도 생겨서 감사
해요. 감사함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칠게요.

윤수진 기자(yuns214@jj.ac.kr)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 
‘걷기, 삶과 행복의 관계’ 저자 김연형 교수 인터뷰

▲ 김연형 교수 신간 <걷기, 삶과 행복의 관계>

▲ 김연형 교수(스마트미디어학과 명예교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
다. 안식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에 모두 놀랐다. 이전에 서기관들에게
서 배웠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 영적 권위가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굳게 닫혔던 영혼의 문이
열렸다. 

▼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놀
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막 1:24). 예수님
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거룩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다. 거룩하신 그 분의 말씀을 배우러
회당에 온 사람이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
다. 어쩌면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인지도 몰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예외 없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고백이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요, 구
세주’라는 엄청난 고백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예수님은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다.“우리
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막 1:24). 이런 놀라운 고백
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 곁에는 더러운 영이 머물 수가
없다. 예수님이 꾸짖자 그 사람이 온몸에 심한 경
련을 일으켰고, 더러운 영은 비명을 지르며 그 사
람에게서 떠났다. 예수님을 통해 영들이 분리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 

▼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
유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넓은 길, 눈에 보이는 좋
은 것만 좇는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은 더
러운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착각한다. 그런
나를 위하여 부활의 아침, 그 기쁜 날 아침에 예수
님께서 선포하신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
람에게서 나와라.”(막 1:25).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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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선교지원실에서
는 2022-1학기‘순례자의 길을 따라’를
진행한다. ‘순례자의 길을 따라’는 자전거
를 통해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
사들의 정신과 사랑을 배우고 신입생들에
게 그 사랑을 전하며 일깨워주는 프로젝
트이다. 이진호 교수(전주대 성품 채플 담
당)를 중심으로 선교지원실 직원, 전주대
재학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원들이 참

여한다.

‘순례자의 길을 따라’는 전주대학교에서 출
발하여 익산-논산-대전-영동-칠곡-대
구-창녕-김해를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부산에 이르는 대장정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들의 여정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되며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응

원할 수 있다. 이들이 발을 구르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그리
고 만나는 신입생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선교지원실 최은혜
(greacechoi@jj.ac.kr)

순례자의 길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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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掌中)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어
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 감사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
을 기념하는 주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업할 수 있는 여
건을 허락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스크와 함께 정지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
지만 그래도 일어서게 하시고 대면하여 수업할 수 있게 하
심도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좀 더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 속히 소
멸되어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19
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
하셔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사 새로운 차종
순 이사장님과 박진배 총장님을 세워주셨으니 지혜와 명철

을 그리고 열심과 충성을 더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
음으로 전주대학교를 안정적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사장님과 총장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브
라함 카이퍼처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에
서 희망을 찾은 것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전주대학교가 추구하는
진리, 자유,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전주대
학교의 구성원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
고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재를 양성하며,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
직원이 서로 잘 소통하며, 학생들이 자기 존중과 함께 이
웃도 존중하며 삶의 영역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 그리고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스스로 왕이 되거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掌中)에 거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이강석 목사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
교지원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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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같이 사
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잠27:19)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비취도록.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나와 타인의 마음 그 사각지대 부분까지
보여주고 보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
다. 레비나스 철학이 잠언의 지혜로운 문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통찰력
은 인간 문맥 일반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차원
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끌어올린 측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타인이 없으
면 나도 없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는 시대란 인
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과 미덕이 발
휘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치 예수님
이 이웃을 친구로 간주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규정하신 것과
의미의 맥락이 얼추 포개진다.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제어

하는 묘한 관계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단순히
눈치에서 발생한 자기관리 차원만은 아닌 것
이 감지된다.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부끄
럽고 추한 것은 가려 자신의 몸값을 관리하는
측면이 사람 살아가는 곳에서 왜 없겠는가! 그
러나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보다 깊고 은밀하
고 본질적인 촉발의 이유를 못 보도록 가리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시야를 가려서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다
는 자각이 필요하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
하여 아무리 인과의 짝이 선명해도 만물을 만
드시고 다스리고 그 본질과 목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과 해석은
아직도 실체의 어정쩡한 그림자만 더듬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셨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다.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마음이 비치도
록 지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소통의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셨
으며, 이로써 자신과 타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셨다.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보
여주지 않아도, 소통의 오가는 외적 수단들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는 건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의
도하신 현상이다. 
난 마음의 비춤을 '사람의 향기'라고 부른다.

아무리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덮어도 각
사람의 영혼은 서로의 향기를 감지하는 마음
의 코가 있어서 서로를 안다는 관점에서! 게다
가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를 더 사랑하면 할수
록 서로를 더 잘 알도록 지으셨다. 사랑이 지
식을 견인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를 알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기능적인 관
계 혹은 사무적인 관계로 변질한다. 그러므로
관계의 간격은 사랑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스톨게의 사랑
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관계는 에로스
의 사랑으로, 친구나 동료의 관계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관
계에도 전제처럼 요구되는 사랑이 있다면 어
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가페의 사
랑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다
면 그의 마음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발산하여

우리의 마음에 비춘다.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
의 수혜자가 되고 그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 다
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의 거울이 되어 만남
자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오늘도 안면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

마음의 어떠함에 반응한다. 오가는 말과 몸의
언어가 없어도 마음끼리 대화하며 관계의 화
학적 작용이 일어난다. 만나는 타인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이 가도록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
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의 마음에서 감지된
정보를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태도도 필요
하다. 사람들의 심사를 읽는 이유는 그들을 예
리하게 정죄할 장비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
라 그 모든 배후의 움직임을 다 읽더라도 그들
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우하
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다. 
잘 몰라서 괜찮아 보이니까 사랑한 것이 아

니라 그들의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
랑이다. 아무리 날카로운 분석과 야박한 비판
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은 그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준비로써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이것
이 창조적 차원에서 서로의 마음마저 비취게
한 창조자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소통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사월이 되면,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여 ‘잔인한 달’이라 하고, 종교적으로는 십자
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한다. 그 중심에 골고다
의 성묘교회(Church of Holy Sepulcher)
가 있다. 어떤 사안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경우 즉, 거시사(巨視史) 측면에서 볼 때 성묘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로다 언덕
에 세워진 교회로서 기독교의 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사(微視史) 즉, 세밀한 사
안으로 볼 때는 거기에 얽힌 얘기 속으로 들어
가게 된다.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성묘교회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33년 재

위 20년을 기념하여 세웠다. 여기까지 거시사
이다. 그런데 미시사의 측면으로 보면 콘스탄
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
음과 같이 전해 내려온다. (김동주,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참조) 이 전승에 대해서는 여
러 학자가 거론하였는데, 기독교 역사학자뿐
만 아니라 유대인 학자도 그녀를 ‘최초의 고고
학자 헬레나’로 표현하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70세

의 노구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이는 단순
한 성지순례가 아니었고 예수의 무덤을 찾으
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예루살렘을 방문
하여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때 주피터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신전 밑에 예수의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헬레나는
그곳 마카리우스 주교에게 이교의 신전을 파
괴하고 예수가 봉안 되었던 원래의 묘지를 발
굴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굴에서 문서들

과 함께 나무 십자가 세 개와 실제로 사용된
못을 발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헬레나와 주교는 나무 십자가를 죽어가는 여
인 옆에 차례로 놓아 보았는데, 세 번째 십자
가를 놓았을 때 죽어가던 여인이 눈을 떴고 침
상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에 헬레나는 나무
의 일부와 못을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게 보냈다. 이후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
이 되었다.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라, 『예루살
렘 전기』 참조)
필자가 성묘교회에 갔을 때 들은 바 있고 궁
금하여 사제에게 ‘헬레나가 발굴하였던 십자가
조각이라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역사
적 사실이지만 지금 보존된 것은 없다고 한다.

아무튼 헬레나는 감람산 위에 주기도문교회
를 세웠고 또한 베들레헴에 예수의 탄생교회
를 세우는 등 묻혀있던 예수의 역사를 현실로
끌어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
인한 것 외에도 어머니 헬레나와 함께 이스라

엘의 기독교 성지 발굴 및 교회들을 세운 업적
으로 말미암아 대제라는 칭호와 함께 칭송받
고 있으며, 그의 덕에 오늘날까지 예수의 성지
가 보존되었다. 

예루살렘 골고다의 성묘교회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6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헬레나가 발굴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성묘교회(오른쪽 푸른 돔이 예수의 처형 장소, 필자촬영)

▲ 감람산 위에 세운 주기도문교회(필자촬영)    ▲ 베들레헴에 세운 예수탄생교회(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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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새 메타버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
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즉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
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와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을 의미합니다.

Q.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메타버스
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메타버스란 개념이 처음 등장했지만, 책에
서 언급된 기술을 구현할 수 없었기에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했었습니다. 이후 확장
현실(XR) 기술의 등장과 인터넷 통신속도의 급격한 발전,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코로나
가 가속화한 비대면 문화,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메타
버스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Q. 메타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접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의 경우라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
교에서 게더타운(gathertown)을 이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제페토(Zepeto)나 이프
랜드(ifland)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원 가입 후 확장된 가상 세
계를 미리 경험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메타버스를 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확장된 가상 세계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가상 세계 안에서 교육,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헬스 케어, 의료 활동,
관광 체험, 문화 공연, 게임, 예술 활동 등 새롭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으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 환경에 큰 변화
가 올 것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며 좀 더 평등한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라면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
상 세계에서의 폭력과 성범죄, 불법 거래 등 범죄 행위,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사
기, 독과점,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분쟁 등이 예상됩니다.

Q. 메타버스 세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방안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각국의 법학자들은 발생 가능성이 큰 사이버 범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 추세입니
다. 법의 제도화라는 것은 언제나 사건과 범죄에 대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범죄
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선행하여 법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정착한 이
후 발생하는 다양한 범법 행위 사례에 따라 그 범죄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
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초고속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사
이버 세계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서 가상 세계의 활동이 활발한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
습니다. 즉, 신종 사이버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분야부터 입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
니다. 

Q. 실생활 속에서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현재 가장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게임 분야입니다. 미국의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가
상 세계 안에서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1년 2분
기 기준 월 이용자는 약 2억 600만 명으로 로블록스 내 외부 개발자 수익이 지난해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이중 상위 300명은 약 10만 달
러(1억 2천만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트나이트 게임의 “파티로얄”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즐기는 플랫폼으로, 코로나로 공연이 불가
능하던 시기에 미국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 가상 콘서트로 오프라인 매출
의 10배인 216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그룹 BTS는 신곡 다이너마이트

의 안무 버전을 “파티로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었
으며, 한국의 여성 댄스그룹인 블랙핑크는 한국형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팬
사인회’를 개최하여, 5,000만 명의 팬과 아바타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야
말로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 문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
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셈
입니다.

Q. 메타버스는 대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개념인데, 기성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 

기성세대는 컴퓨터가 유용한 기기임은 틀림없고, 컴퓨터 기술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네이티브 디지털 시대는 그저 컴퓨터는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학습도
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자 하나의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어려워하는 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저와 같은 “디지로그(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하나로 합친 말)” 세
대는 일부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미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변해가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야만 하고, 곧 익숙해질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메타버스까지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성세대에게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Q. 메타버스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혹자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여기고 투자하는 반면, 다른 사람
들은 그저 닷컴버블 시대와 같이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2D 시대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넘어 3D 세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들이 3D로 전환될 것으로 보
입니다. 최근의 메타버스 콘텐츠는 가상공간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객체를 통해 공감각적
체험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서비스 제공자, 소비 중심이었던 메타버
스가 이용자 중심, 생산과 소비의 연계 등 현실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
화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한 선두 그룹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고, 후발 주자들도 따라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인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이 메
타버스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메타버스 쪽 진로를 희망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조언을 해주세요!

마침 지난 겨울방학에 제가 메타버스 전문 기업 6개를 직접 방문하여 CEO들과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전망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는 질문이 잘못되
었습니다. ‘이 일이 좋은데, 이 일을 해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가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한국은 그러한 세계 변화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아 봐야지’라는 마인드로 공부해야 하고,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능
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기획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개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확
실하게 알아야 하며, 기획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문법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자의 경우 실제로 그 콘텐츠를 구현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혁명가는 늘 시행
착오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논어(論語) 옹야편(雍也篇)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知
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
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메타버스도 그 안에서의 활동을 즐기는 사
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조민서 기자 (whalstj0207@jj.ac.kr)

지식iN 전주대

500 저만 빼고 다들 메타버스에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메타버스에 살고 싶어요!

메타버스편

지식인채택 질문자채택

토익, MBTI, 부동산, 재태크, 메타버스 등 궁금한 점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답변 해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절대신 등급의 전공 교수님께서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절대신 ·게임콘텐츠학과  ·채택답변수 9,999+  ·받은 감사 수 9,999+

윤형섭 교수님 답변



사    설

지난 4월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경치 좋
은 명소에는 봄기운을 느끼려는 나들이 인파
가 북적이고, 극장·공연장과 같은 실내 문화
시설, 야구장·축구장과 같은 야외 문화시설에
도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
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과 카페·식당 등의 영
업시간 규제 역시 해제되면서 도심도 붐비고
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열
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모
습들이다. 
한편,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은 캠퍼스 내에

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역시 ‘오
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
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발걸
음을 함께하고 있다. 대학 내 사적 모임, 회식,
행사 등을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 누릴 수 있
었던 대학 생활을 이제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움

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
난 2년간 대학 교육의 주안점은 강의실 안에
서 이루어지던 대면 강의를 최대한 원형에 가
깝게 비대면으로 재현해내는 데 있었다. 이 과
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방역 대책에 따른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긴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나 대학 역시 일상 회복의 들머리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강의실 안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 이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
다. 
사실 대학에서의 배움은 강의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의실을 넘어 캠퍼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이 모두 배움과 함께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다.
수많은 책이 줄지어 꽂혀 있는 도서관 서가 통
로에 앉아 온종일 책을 읽어본다든가, 또래 친
구들과 캠퍼스 곳곳 명소에서 이야기를 나누
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도 좋다.
취미나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를 함께하는 것도 좋고, 신념과 지향이 같은 이
들과 함께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일
도 좋다. 학과나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 가까
운 곳으로 모꼬지를 가는 것도 대학 생활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는 더욱 크고 넓은 강의실에서 각자의 배움
과 즐거움을 찾았으면 한다. 

강의실 밖 
즐거움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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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언어유희일까, 언어파괴일까?

‘어쩔티비, 저쩔티비, 알잘딱깔센, 스불
재, 스라밸...’

제시된 단어는 2022년의 대표적인 신
조어이다. 미디어 매체, 온라인에 쉽게 노
출돼있는 대부분 현대 사람이라면 위 신
조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조
어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나, 기존에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말
로 ‘신어’라고도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운 말들이 생겨나고 있고, 공기업이나 국
가기관에서도 신조어를 사용한 포스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신조어의 열풍
은 점차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신조어는 해당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도 한다. 하지만 신조어에 대한 문제가 다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대 간의 갈등을 지목할 수 있다. 
2019년을 전후로 신조어에 대한 세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9년 말,
‘꼰대’, ‘라떼’라는 특정 세대를 풍자한 신
조어가 탄생하면서 세대 갈등의 시초가
되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예의와 예
절을 가르치고 배우는 당연한 행위는 ‘꼰
대’,‘라떼’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후엔 풍자
된 그들만의 특징으로 굳어버렸다. 
중·노년층에 더불어 초등학생을 비하

하는 ‘잼민’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하면서
각 연령층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 소외계층을 조롱
하며 비난하는 갈등의 장을 만들고 있다. 
신조어가 불러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

다. 늘어나는 신조어로 인해 현대인의 어
휘력과 지식은 줄어들고 있다. 더하여 이
런 어휘력 저하 문제는 담화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 대화 상황
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과 의미이다. 적어
도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는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인은 미
디어 매체에 쉽게 노출되어 콘텐츠 영상,
자막을 통해 올바르지 못한 언어와 맥락
을 습득한다. 습득된 언어 중 ‘어쩔티비,
스불재’ 등 단어는 대화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더하여 ‘스불재, 스라밸’ 등 길이가 긴 단

어를 무작정 단어를 줄여 말하는 ‘축약어’
는 세대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국어 규
칙의 파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

을까? 가장 쉽고 단순한 해결 방안은 신
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공
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결
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마
음에 경각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
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신조어에 의

해 변화하고 있다. 현대는 다세대의 단합
이 아닌 특정한 세대가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고, 그 사회를 둘러싼 벽은 높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신조어를 단순히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경각심
을 느끼고, 우리말의 순수성과 가치를 지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윤정 기자
(ynjeong21@jj.ac.kr)

기자칼럼대가 없이 열렬히 좋아할 줄 아는 마음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는 자유게시판,
비밀게시판, 새내기 게시판 이외에도 다
양한 게시판이 있다. 덕질 게시판, 게임
게시판, 고양이 게시판, 야구 게시판, 애
니 게시판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게시
판들의 공통점은 어떤 대상을 덕질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다. 이때 덕질
은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
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이다,
‘덕질’은 일본어인 ‘오타쿠(オタク/お宅)’

가 ‘오덕후’ → ‘오덕(덕후)’ → ‘덕’으로 변
해온 것에 무언가를 하다는 뜻을 낮추어
말하는 ‘질’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다. 덕질
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좋
아하는 것에 심취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
미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이를 비주류의
문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
고 사회가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인정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덕질을 비주류
문화로 바라보는 시선은 줄어들었다. 이
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가수, 배우,
개그맨, 애니메이션 캐릭터, 드라마, 스포
츠, 게임, 동물 등 덕질 대상의 범위도 넓
어졌다. 
어떤 대상을 대가 없이 열렬히 좋아하

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
을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더욱 마음을 담는다. 그 사랑이 한
없이 커지기도 하고, 그 앞에서 내가 한
없이 작아지기도 한다. 그 대상의 모든 것
이 소중해지고, 값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로와 행복을 얻고, 미소를 지
으며,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
떤 대상을 대가 없이 열렬히 좋아하는 것
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덕질로 인한 감정의 교류는 좋아하는 대

상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덕질
을 하게 되면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
들을 만나게 된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도 하고,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가 실제로 친해지기도 한다. 이렇
듯 덕질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과 좋아하
는 대상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해
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 집단 안에서 유
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덕질은 이제 젊은 세대만의 문화가 아

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영향으
로 트로트 가수를 덕질하는 중장년층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장년층은 트로트 가
수를 덕질하기 위해 팬카페에 가입하고,
음악을 스트리밍하며, 콘서트를 가고, 굿
즈를 산다. 이는 젊은 세대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덕질이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대상을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은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덕질은 나이
가 어리든 많든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
음과 그 대상에 쏟는 정성의 크기는 결코
다르지 않으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모든 삶에는 각자 나름의 고충이 있다.

삶은 고통을 감내하다 가끔 찾아내는 행
복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행복은 가끔 찾아오지만, 그렇게 찾
아온 행복은 반드시 고통을 잠시라도 잊
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좇다가 행복을 찾는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동물일 수도, 때로는 가상의 존재
일 수도 있다. 그 대상들은 각기 다른 모
습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과 보이지 않는 감정을 교류한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덕질은 사람을 웃게 하
거나, 울게 하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건넨다. 같은 대상을 덕질한다는 이유만
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고, 그 안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이
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준다. 
덕질은 그렇게 어느새 삶에 스며들어 누
군가의 삶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준다. 덕
질은 그 대상을 단지 한 사람이라든가, 물
건으로 단정 짓지 않는다. 그저 그 존재
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덕질은 내
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어떤 대
가를 바라지 않아도 무언가를 열렬히 좋
아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둘러싼 울타리다.

진주현 기자
(jjh8222@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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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ing festival, which had not been held for
the past three years due to the COVID-19, was
reorganized by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Lee Hwan) for two days from March 31 to April
1. This festival was initi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the 2,093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1,818 (86.9%) students wanted to
hold the face-to-face festival on campus.

With the theme of "Our beloved spring," this fes-
tival brought joy to students, especially to fresh-
men, by making them truly enjoy the spring
scenery of the campus, which has recently be-
come famous as a filming location for movies
and dramas.

Students enrolled in 2020 who participated in
this festival said, “This spring festival was so
much fun and enjoyable as we have been waiting
for three years because of the pandemic.”In fact,
the festival filled the campus with the laughter
of students and the fragrance of happiness and
romance.

In addition, 10cm (Kwon Jeong-yeol), one of the
famous K-pop singers, came to the festival and
performed his popular songs, making students
dreaming of the university festival truly enjoy
its atmosphere. 

President Park Jin-bae attended the festival on

the last day and said, "Hearty congratulations
on hosting the spring festival on campus, over-
flowing with love and romance. It was really
good to see students enjoying the festival on
campus after a long time due to COVID-19.”

Lee Hwan,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said,
“Because of COVID-19, it was very disappointing
that only a limited number of 299 people are al-
lowed to watch the performance, but we have
prepared hard so that all of students can feel the
spring on campus as much as possible, so I hope
you all laugh together and enjoy it together.”

JJU Spring Festival ‘Our Beloved Spring’ JJU Spring Festival ‘Our Beloved Spring’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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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JJU Library Website, the so-called
"Reading Roadmap" and how to get CP points at
the library have been announced. Any JJ uni-
versity student can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skills and habits.

The reading roadmap is designed to develop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and to form good
reading habits. You can enjoy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literacy based on the seven stages.
Through a reading roadmap consisting of "Using
Library Education - Forming Reading Habits -
Reading Together - Developing Humanities -

Writing Basics - Writing Skills Up", you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ad books in new fields
and share your thoughts with others.

How to get a cp score in the library is as follows.
There are various activities such as attending
online or offline classes (10 points), book morn-
ing and book night (40 points), reading more
than 30 books per semester (20 points), com-
pleting a reading discussion program (10 points),
transcribing a book and submitting a transcrip-
tion note (10 points), reading recommended
books (30 points). As the score is recognized up

to 50 points per person, it is expected that if you
choose and participate in the various activities
you want, you will be able to develop your read-
ing abilities and earn a cp score at the same
time.

‘Book morning! Book night!,’'Transcription notes,'
and‘Superstar Reading Club’ programs will be
officially announced later on the library website.
You can check for more information on the li-
brary website announcement.

A Good Reading Habit for CP Points!A Good Reading Habit for CP Points!
reporter Baek Yoon-Jeong(ynjeong2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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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U, colored with cherry blossoms, is famous as
a spring picnic spot in Jeonju. Not only JJU stu-
dents but also many people from outside come
to our campus to see the cherry blossoms.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cherry blos-
som attractions at our school for students who
have not enjoyed them due to COVID-19.

Our school has cherry blossoms blooming from
the entrance of the main gate as if welcoming. It
is a good place to take pictures because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along the long gate.
In addition, the background is all filled with

cherry blossoms, so you can take a brighter and
more beautiful picture.

As you follow the main gate all the way up, you
will see the cherry blossoms that line up behind
the Liberty Hall and Truth Hall. It has the
largest cherry blossom tree on our campus, so it
is a perfect place where you can feel even more
magnificent and beautiful. Furthemore, yellow
forsythia blooms together, giving it a more col-
orful feeling. Next to the cherry blossom tree,
there is a table bench where you can sit and see
colorful flowers, making it a good place for a pic-

nic.

Finally, you can visit the Peach Hall. The long
cherry blossom tree in front of its building blends
with the tall pine trees, giving a splendid feeling.
There are also table benches considered a good
place for picnics between the Liberty Hall and
Truth Hall.

This year, spring flowers are in full bloom at our
school campus again, and it is getting crowded
with a number of people.

How About Having a Picnic at JJU?How About Having a Picnic at JJU?
reporter Jo Min-seo(whalstj0207@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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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ùa xuâ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ủa du học sinh năm cuối

Hiện tại mình đang là du học sinh năm
cuối của khoa kinh doanh. Mùa xuân
năm nay đối với mình thật là đặc biệt,
cái cảm giác này thật sự lạ nó đúng là
cảm giác đầu tiên trong đời mình luôn.
Mình đứng trước nhiều sự lựa chọn hơn
giữa việc về nước hay ở lại. Mình thấy
có gì đó nuối tiếc và cũng có cái gì đó
sợ. Nuối tiếc vì mình đã kết thúc quãng
đường sinh viên dài và điều mình lo
lắng là phía trước mình không nhìn
thấy hướng đi rõ ràng nào cả. Không
biết các bạn có cảm giác giống như
mình khô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mình sống xa gia

đình và đến một nơi xa lạ này, trong
nhiều năm mình tất bật vất vả ngược
xuôi để lo cho cuộc sống du học vừa
học và vừa đi làm thêm, nhiều lúc mình

thấy thật sự mệt mỏi nhưng đến bây
giờ mình đã đi gần hết quãng đường
du học thì mình thấy rằng mọi vất vả và
mệt nhọc đó đều có ý nghĩa. Những
khó khăn trong quãng thời du học này
khiến mình trưởng thành và mạnh mẽ
hơn. Mặc dù con đường đi phía trước
như thế nào bản thân mình cũng
không biết rõ nhưng mình tin trong
thời gian qua mình đã cố gắng thì sẽ có
điều tốt đến với mình vì mình tin váo
chính mình Trong cuộc đời con người
luôn có những khoảnh khắc hoặc
quãng thời gian mà chúng ta không
thể quên, với mình thì có lẽ du học là
một quãng thời gian khiến mình không
thể quên đươc và có lẽ đây cũng là điều
mà mình nuối tiếc về nó. Nó không đẹp
như màu hồng của cánh hoa anh đào

nhưng nó khiến mình có thể giúp mình
đối diện với cuộc đời giống như màu
cánh hoa anh đào. Bởi vì để những
bông hoa anh đào nở rộ một cách đẹp
như vậy thì nó đã phải trải qua những
mùa đông lạnh giá và ủ nụ sau một
thời gian dài và khoe sắc vào mùa xuân
ấm áp. Vì vậy các bạn du học sinh
trường Jeonju hãy cố gắng vượt qua
các thử thách nhé! Tuần này là tuần thi
giữa kỳ rồi, thời gian trôi qua nhanh
phải không các bạn. Mong các bạn sẽ
đạt được điểm cao trong kỳ thi giữa kỳ
này nhé! Có công mài sắt có ngày nên
kim mình tin là các bạn làm được. Thời
gian trôi qua rất nhanh nên mong các
bạn học sinh hãy giữ vững tinh thần để
không bỏ cuộc giữa chừng nhé! Cố
lên!!!:))

全州大学总学生会主办举行春季庆典

全州大学发布新闻说，全州大学总学生
会主办举行了“那年我们”为题的2022年

春季庆典。
此次庆典3月31日开始4月1日结束，历
时两天。为了遵守新冠防疫守则，整个庆
典过程，人员严格限制在了299名。
虽然从2020年持续的新冠疫情限制了聚

会活动，但是为了给新生和2020届、
2021届在校生提供交流平台，给他们带
去校园的浪漫让他们顺利适应大学生

活，特意精心筹备了此次春季庆典。
此次庆典的主题为“那年我们”。庆典以视
频、音乐、舞台表演等形式，让在校生体

会最近因成为电影和电视剧摄影地而备

受瞩目的全州大学校园春季风景，并以
此为全校学生带去了欢乐。
值得一提的是，以电视剧“那年我们（그
해 우리는）”的一个场景为背景设置的拍
立得拍照区、花田拍照区，为在校生提供
了增添回忆的场地。另外还筹备中央社团
和演艺人表演、流动餐饮车、跳瘙市场等
多样的项目，吸引了很多在校生关注与
参与。
参加庆典的2020届的在校生表达自己的

感想说：“自从入校以来因新冠疫情没有
举行春季庆典，三年了，第一次参加春
季庆典真是太好了。虽然人员不是很多，
但是隔了好久之后能与朋友、前辈、后辈
们一起度过了快乐时光，也尽情享受了
大学的浪漫。”
全州大学李欢（音译）总学生会长说：“作
为主办方因为新冠疫情的原因，只能让
有限的人员观赏表演，我们也很遗憾，
但是遵守防疫守则也是我们学生应尽的

职责。我们非常感谢给予积极协助的众位
同学。等疫情有所好转，防疫守则放宽以
后再举行庆典活动时，我们将筹备更多
人尽情享受的、充满情趣和浪漫的庆典活
动。”

据全州大学国际交流院3月29日发布的

通知，毕业生申请的就业准备签证，
也就是D-10签证以后将允许打工。
此次变更政策的对象为最近三年之内

取得学位的人，而且要持有TOPIK四
级以上有效成绩单。允许的打工时间为

滞留韩国期间内，每周星期一到星期
五至多三十小时。允许的打工领域与本
科、研究院相同。申请可以在Hi-Korea
网站，http://www.hikorea.go.kr进行。
咨询电话是1345（外国人综合客服中
心），可用中文。 

D-10签证以后允许打工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消息，四
日，毕业的前辈创业者捐赠了600万韩元
发展基金。此次捐赠的基金是为培养后辈
创业者为目的的“创业接力捐赠”。
捐赠者为视觉设计专业04届毕业生崔志

浩（音译）、机械汽车工学系08届毕业生宋
洙镇（音译）、智能媒体系13届毕业生李志
亨（音译）等。这些捐赠者也是得到母校的
捐助开始创业并成功。他们希望后辈们以
他们的成功经验为基础，通过他们不足
的捐赠金继续走创业之路。为此他们参加
了此次“创业接力捐赠”活动。

全州大学的朴珍培校长说：“继三月份
的捐赠，毕业的前辈们为未来的后辈创
业者们捐赠奖学金，令我们非常感激。我

们将以前辈们为后辈和学校付出的爱心

和献身精神为动力，继续更加努力搞活
学校的青年创业活动。”

视觉设计专业毕业生崔志浩发表感想

说：“在母校开始创业时，学校的多种多
样的创业支援项目给予我们很多的帮助。
通过大学和企业之间的共同发展，扩张
健康的创业文化是我们这些取得一点成

绩的前辈们的希望。为此我们这些前辈创
业者一同参加了‘创业接力捐赠’活动。”
全州大学的前辈创业者都是通过创业支

援团支援的初期创业包、预备创业包等创
业企业支援项目培养出来的。如今他们为
搞活全州大学青年创业事业乐意付出努

力，捐赠发展基金。

全州大学前辈创业者捐赠发展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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