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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

대학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이하 ‘LINC 3.0’)’에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월 28일(목),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3.0’의 선정 대학을 발
표했다. LINC 3.0이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협력을 통해 인재 양
성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산학연 간 선순환구조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LINC 3.0 사업 유형은 목적에 따라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총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수요맞춤성장형 부문에 선정된 본교는 매년
45억여 원, 6년간 총 260억 원의 지원금을 교육부로부
터 받게 된다. 본교가 선정된 수요맞춤성장형 부문은 산

업계/미래 사회 수요 인력 양성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활성
화를 목표로 하는 유형으로 총 53개교를 선정했으며 호
남제주권에서는 우리 대학을 포함한 9개교가 선정되었
다. 
본교는 특화분야 ICC(Industry coupled Cooper-

ation Center)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학연협력을 선도
할 인력양성, 기술개발과 이전, 창업, 공유, 협업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ICC 식품생명 융합기술 ICC,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INC 3.0은 취업률 증가 및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
며 효과성을 입증한 LINC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앞으
로 LINC 3.0 사업을 통한 전주대의 인재 양성과 혁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미래 고등교육 선도를 위해 혁신할 것’
전주대 58주년 개교 기념 예배

개교 58주년을 맞은 본교(총장 박진배) 개교 기념 예배가
5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박진배 총장, 차종순 이사장, 김
희수 총동문회 부회장 및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58
주년 개교 기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서은혜 교수 등 37

명이 연공상, 박균철 교수 등 11명이 우수교육자상, 변주승
교수 등 5명이 우수연구자상, 서승완 과장 등 5명이 수퍼스
타직원상, 강종순 실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가 교육부 평가

와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지만 4
차산업혁명, 학령인구급감, 비대면으로 유례없는 격변이 벌
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태계가 경험하지
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파괴당했지만, 이에 맞서 본
교는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사업을 바탕으로 미래 고등 사업
을 선도하며 새로운 대학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2년도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훈련받아야 하는 모든 예비
군을 대상으로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하며, 소집훈
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훈
련은 8시간씩 진행하며, 개인별 훈련 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
일 이전에 전달된다.
예비군 훈련 대상은 예비군 연대 소속의 1~6년 차 예비군

이지만 이월 보충 훈련자는 7~8년 차까지 포함한다. 장소는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예비군훈련장)이며, 6월 23
일(목)에서 7월 12일(화) 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
일 동안 진행한다. 개인별 훈련 일정은 직장 예비군연대에 방
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로 훈련 일정 조정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
정된 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개인별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공고한 소집훈련 일정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으며, 5
월 16일(월)에서 5월 31일(화) 사이에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이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
전에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를 확인
하여 훈련 일정 및 장소, 시간을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며 규정에

맞는 전투복과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을 착용해야 한
다. 예비군 훈련 복장 미착용자나 불량자,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하지만, 훈련이 밀집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훈련장에서도 모
든 예비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며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판정 이후 7일까지 훈련에 임할 수 없으
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훈련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
는 식당에서 이루어진다.
소집훈련이 하루로 축소되어 시행하는 만큼, 원격 진행이 가

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비록 불가피하게
훈련 시간이 축소되었지만 소중하게 마련된 소집훈련의 기회
인 만큼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훈련 성과도 높일 수 있
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지면 관계상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 절차는 인터넷판을 통해 안내합니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 지난 5월 17일에 중앙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미트_나잇’ 야시장 축제가 열렸다. 사진은 학생회관 앞에서 학우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며 밤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박헌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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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인권 특
별 교육이 지난 4월 8일부터 실시되었다. 인
권 특별 교육은 우리 대학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강 기간은 4월 8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인권 특별 교육을 수
강하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여 ‘2022학년도 법정의무 교육 및 권
장교육’을 클릭하면 된다. 학생, 직원, 교원으
로 수강 대상이 구분되어 있기에 자신의 신분
에 따라 접속하면 된다. 인권센터에서 공통 추
천하는 교육은 ‘세계 인권 선언’, ‘인권의 이해
입문편’, ‘인권의 이해 권리 구제편’이다. 본교
는 인권 특별 교육은 학내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인권 특별 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서 실시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4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4

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재학생과 전 교직원이 1
년에 한 번씩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또한 전주대학교 사
이버 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하다.
인권 특별 교육은 영상 시청 후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형
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수료처리
가 완료된다. 수료 확인은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서 2022학년도 법정 의무 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에 접속한 후 좌측 강의
실 홈에서 학습 진도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
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2022학년도 법정 의무 교육 및 권장 교육 안내

지난 4월 29일, 호텔경영학과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공동 아카데미 협약식이 개최됐
다. 이 협약은 메리어트의 인재상과 직무에
맞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JuMP)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인사담당자들이 학생들의 역
량 강화를 위해 호텔경영학과를 방문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동인력을 양성하는 협
약을 맺는 일은 무척 이례적이다.
협약식은 취업 특강과 면접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 호텔 측에서는 메리어트 코트야드
수원 이동현 총지배인과 메리어트 코트야드
판교 이은령 인사이사, JW메리어트 동대문
신봉권 인사부장, 그랜드 쉐라톤 인천 김수
정 인사차장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면접 진
행 전에는 메리어트 코트야드 수원 이동현 총
지배인이 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
행했다. 강연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역사
와 핵심 가치, 인재상 및 경력개발 방향성 확
립 등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으로 이
루어졌다.
공동 아카데미 참여 학생 선발 대상은 호텔

경영학과 3·4학년 재학생이며, 자기소개서
평가 및 1차 면접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
상으로 한다. 아카데미 교육이 끝나면 추후
메리어트 호텔 그룹에서 2차 면접을 진행하
여 최종적으로 채용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사담당자의
모의 면접과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우선 채용의 혜택이 주어지
며, 호텔 측 또한 협약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수요가 될 것
으로 보인다.
호텔경영학과 황인수 교수는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선발한 30여 명의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글로벌 호텔리어 맞춤형 실무교
육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해외 취업으로 유
명한 우리 대학 호텔경영학과의 위상을 대내
외에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호텔경영학과 심영국 교수는 “이번
메리어트 아카데미 운영 협약은 선발된
3~4학년 학생들에 대한 채용 보장의 의미
를 지니고, 전국 4년제 대학에서는 호텔기업
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는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실무중심 교육과
정 운영과 80% 영어 수업 진행, 고객 중심
의 인성 교육 등의 성과로 인해 전주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자들의 우수함을 호텔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기쁘며 국내 최고 호
텔경영학과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
혔다.
코로나19로 많은 호텔 그룹의 채용이 현저
히 감소하였지만, 이번 협약이 발돋움이 되
어 호텔경영학과와 다양한 호텔 그룹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호텔경영학과-메리어트 호텔, 공동 아카데미 협약 체결

지난 4월 26일 23시경, 교내 학생회관 앞
에서 차량이 회전교차로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에서 사고 차량의 차주라고 밝힌 학우는 “같
은 학과 학우가 시동이 걸려있는 제 차를 무
단으로 절도해 운전했다.”며 “후문 편의점 앞
에서부터 학생회관까지 과속하다 교통섬과
충돌해 전복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음
주 상태에서 차를 절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차주는 “내 차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차는 수리하기 어려워 폐차했
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으며, 차량 충돌로 무너진 교통
섬은 다음 날 복구되었다.
위 사고처럼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해

제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남
부경찰청이 4월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한 결과 면허취소 20명, 면허정지 26명 등
51명이 단속에 걸렸다. 전날 밤에는 음주 단
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음주운전 이외에도 종업원
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
거나 영업이 종료된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
는 음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전(4월 4일~17일)
과 이후(4월 18일~5월 1일)의 질서유지 관
련 경찰 신고 접수 건이 1,702건에서
1,892건으로 190건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사고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교내에는 재학생들이
많아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 있
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적당한 음주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교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 단편
선에 본교 영화방송학과 15학번 윤효진 졸업
생의 작품이 실렸다. 지난달 28일부터 10일
동안 성황리에 개최된 제23회 전주국제영화
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
최되어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공모를 통해 장편 1편과 단편 32편 가

운데 단편 5편이 선정됐으며, 그중 하나는 본
교 졸업생인 윤효진 감독의 ‘유실’이다.
지역공모는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전북 지역 학교의 재학생인 감독, 제작자의 작

품, 혹은 전북 지역에서 50% 이상 로케이션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유실’은 스릴러 장르로 분류된다. 특수청소

일을 하는 두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탐욕
의 끝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단순한 구도 속에
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이 좋고 장면을 구
축하는 역량이 상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관객은 지난 6일

기준 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지난
해보다 관객이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3년 만의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대 졸업생 작품 실려

생활체육학과에서 우리 대학 교직원을 위한
JJ생활체육교실을 열었다. 2022학년 1학기
8주간 진행되는 JJ생활체육교실은 4월 18
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8
시 30분부터 20시에 진행된다. 종목은 배드
민턴, 스쿼시 두 가지 종목이 있으며, 8주 교
육기간 동안 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한
다. 
배드민턴 교실은 본교 체육관 내 9면의 배
드민턴 코트를 사용하며, 라켓, 셔틀콕이 구비
되어 있다. 스쿼시는 순영관 지하 두 면의 스
쿼시 전용 장에서 진행되며 전용 라켓, 볼이
준비되어 있어 운동할 수 있는 복장과 신발만
갖추면 별도의 준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생활체육학과 홍성택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

로 인해 중단되었던 생활체육교실이 직장생활

을 하면서 오게 되는 신체적 건강의 저하를 사
전적으로 방지하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줄이
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
다.
JJ생활체육교실은 수강자의 수준에 맞춰 초

기에는 함께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점
차 수준을 높여 게임을 진행한다. 그리고 심화
학습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인 맞춤형 방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배드민턴은 24명, 스쿼시는 18명이

신청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
활체육학과에서는 앞으로 이 두 종목 이외의
다양한 종목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교직원이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백윤정 기자(ynjeong@jj.ac.kr)

교직원을 위한 JJ생활체육교실

보드게임을 이용한 체험 교육

게임콘텐츠학과 ‘게임기획실무’ 수업은 게임
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해 수업 시간에 보드게임 체험을 한
다. 학생들은 각자 준비해 온 젠가와 할리갈
리, 부루마블을 하고, 심지어 트럼프 카드로
원 카드와 포커를 하거나 화투를 이용하여 고
스톱과 섰다를 하는 조도 있었다.
이 수업의 특징은 학생들이 게임 플레이에
몰입하며 체험한 재미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게임의 드러난 규칙은 무엇이며, 그 안에 숨
겨진 수학적 확률 기획은 어떠한지, 기획된
내용은 플레이어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 요소는 무엇
인지,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변용하거나 어떤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지를 알아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게임 메카닉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
지난 4월에는 방 탈출 게임을 하며 보드게임
의 종류와 게임 기획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
다.
수업에 참여한 허성범(게임콘텐츠 3학년)

학우는 “이번 수업을 통해 게임을 재미로만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분석하고, 과제를 하
기 위해 게임 설명지를 꼼꼼히 읽으며 기억
에 남게 집중해서 읽었다.”라며 “등장인물에
몰입하려 노력하며 게임을 분석했는데 게임
기획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담당 교수인 윤형섭 교수는 이 수업 기획 의

도에 대한 질문에 “사실 요즘 학생들은 어려
서부터 해 왔던 디지털 게임이나 온라인 게
임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보드게임 플레이
체험을 통해 보드게임의 규칙, 상호작용을 만
들어내는 맥락, 재미 요소들을 찾아서 분석하
다 보면 디지털 게임의 재미 요소도 저절로
알게 된다.”라며 “상호작용, 재미 요소, 인간
의 심리적 욕망까지 잘 이해해야 하는 게임
디자이너의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 몸
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생각했다. 실제로 학생들도 좋아하니 보람
도 있다.”라고 말했다.

손민기 (minki70064@jj.ac.kr)

▲ 회전교차로 교통섬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 모습
(사진제공: 차민철 학우)

▲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게임콘텐츠학과 윤형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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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자유로워진 일상,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학우들을 위한 따뜻한 약국
제49대 총학생회 ABLE은 근처에 약

국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기숙사생이나
근처 자취생 학우들을 위해 교내에 약국
을 입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리
고 이 공약을 지켜 지난 4월 말 후문 근처
에 교내 약국인 ‘따뜻한 약국’이 입점했다.

총학생회 ABLE은 여러 업체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를 거친 결과 많은 업체 중에
서도 ‘전주대학교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
‘따뜻한 약국’의 약사와 약국 입점을 진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따뜻한 약국’을 학생회관 내에 입
점시키려 했으나 학생회관 내의 공간 조
성이 어려워 후문에 입점하게 되었다. 약

국은 전주대학교 후문 롯데프레쉬 맞은편
1층(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10)에
위치한다.

‘따뜻한 약국’은 교내에 입점된 약국인 만
큼 학우들의 관심으로 운영된다. 필요한
약품이 있는 경우 총학생회에 문의하면 빠
른 입고를 돕는 서비스도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뜻한 약국’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
움이 될지 기대해본다.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
2022년 5월 2일부로 2020년 10월

부터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
제됐다. 이로써 학생들은 장장 19개월 만
에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
다. 대학 생활 대부분을 제한받던 학생들

에게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단순히 불편함
이 일부 해소된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
지고 있는지 목소리를 모아 보았다.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창궐 전으로 돌아가길 바
라는 의견은 동일했으나,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선택한 학생들은 “불편함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학
교생활을 하고 싶다”,“코로나 이전으로 완
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조
금씩 돌아가고 싶다”라며 새로운 변화에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의견을 선택한 학생들은 하
나같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유로운 일상’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에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완벽한 코

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상하며 온전한 일
상을 그리워했다.
부정적 의견을 선택한 학생들은 “반복되

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항상 변하는 제
재들이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
며 엄격한 제재를 받는 삶 속에서 기약 없
는 종식을 바라보다 지친 모습이 대부분
이었다.

이렇듯 5월 2일부터 시작된 실외 마스
크 해제를 두고 학과모임, MT, 체육대회
등 다양한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본교 학생들은 기대 또는 우려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용
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계속해
서 달라지는 거리두기 방침을 재학생들도
잘 지키며 하루빨리 활기 넘치던 일상으
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정현 기자 (cantona1029@jj.ac.kr)

1. 3년 만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 단편선에 본교
영화방송학과 15학번 윤효진 졸업생의 ○○ 이라는 작품이 실렸다. 

2. ○○○○○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가 등장한 2020년도부터 시작했으며
2022년 5월 2일, ○○○○○ 해제로 19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3. ‘게임기획실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할리갈리, ○○○○과 같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체험한 게임을 분석하는 활동을 가진다. 

4. ○○○○ 입문자를 위한 ‘Shall We Metarvers? 대학생을 위한
○○○○ 기초’라는 특강이 진행 중에 있다. 

5. 우리대학이 산학연간 선순환구조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 ○○ 3.0에 선정되었다. 

6. 인권센터에서 공통으로 추천한 인권특별교육은 ‘세계 인권 선언’,
‘○○○ ○○ 입문편’, ‘○○○ ○○ 권리 구제편’이다. 

7. 메타버스 플랫폼 중 SNS 기반형에 속하는 ○○○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이다.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학우를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6월 3일(금)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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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지난 20일부터 ‘Shall We Metaverse?

대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기초’를 주제로 황
요한 교수(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특강은 메타버스 입
문자들을 위해 메타버스의 개념을 파헤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 강의는 메타버스의 정의와 사회
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 이야
기를 담았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서 온라인에서 사
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근래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가 최근 갑자기 생겨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메타버스는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지속된
연구 끝에 30년 만에 모습을 제대로 드러
낸 것이다.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
들은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메타버
스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
다.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게임, VR, 아
바타, SNS 등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의 모든 기술을 총집합하
여 가상 세계를 만든 것이다. 사람을 만나
고자 하는 욕구나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활동의 욕망을 채워주는 공간이 된 것
이다. 

특강에서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
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유형으
로 나누어 설명했다. 네 가지를 총망라한
것이 메타버스다. 
특강에서 배운 메타버스 공간의 7가지

필수요소, 메타버스 발전을 견인하는 6가
지 기술, 메타버스 플랫폼의 7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는 한 가지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큰
틀에서 합쳐져 공간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요한 교수는 “고
차원의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D의 공간 또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단순
히 메타버스라고 총칭하고 사용하는 미시
적인 시각보다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시적인 상상력
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1강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가 회복 단계로
완전히 접어든 이후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
이 떨어지더라도 발전 방향에 대한 가능성
을 기대하고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메타버
스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디지털 트
윈, 놀이와 재미, 크라우드소싱&NFT, 탈
중앙화의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종류
와 활용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메타버
스 플랫폼은 게임형, SNS 기반형, VR 미
팅형 등이 있다. 게임형은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게임의 형태다. 대표적으로 로블
록스, 동물의숲, 마인크래프트 등이 있으
며, 사용자 또는 학습자가 아바타의 형태
로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사회, 문화, 경
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SNS 기
반형은 게임 요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의
사소통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
다. 대표적으로 제페토, 겟어타운 등이 있
다. 게임형과 SNS 기반형은 PC나 모바

일로 접속을 했다면 VR 미팅형은 PC, 모
바일뿐 아니라 전용 기계를 이용한 3D 공
간 체험이 가능하다.

SNS 기반형 중 SK텔레콤에서 개발한
‘ifland’라는 앱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2021학년도 입
학식, 백석대학교, 영산대학교 등 학교뿐
만 아니라 성남시청 공무원 임용식 등 기
업이나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다. 황요한 교수는 ifland에 접속하여 김
미경 작가의 특강을 수강하고 아바타를 이
용하여 인사 건네기, 대화해보기 등을 체
험한 영상을 보여주며 수업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공간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메
타버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아바타로 발
표하고 면접 연습을 진행했는데 실제 교
실보다 자신감 있게 활동에 임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특강을 마
무리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메타버스의 발전 방
향과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을 통해 메타
버스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요한 교수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이용
하고 경험하면서 1차원적으로 알고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메타버스 세상에
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필
요한 제작 기술은 무엇이며 그 기술이 어
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생각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어울리는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919호 정답: 봄의그해전주대 

축하드립니다♥
[919호 정답자]

-호텔경영학과 정겨운 -도서관(학술정보운영실) 이선민
-한문교육과 백광호    -예술심리치료학과 양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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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야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봐

응?
나를 왜 쳐다봐?

제이야 너 마스크를 안 썼잖아!!!!!

내가 그렇게
예뻐?

아! 나는 또
뭐라고.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그게 무슨 소리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어!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는 없어

아 진짜?

답답했는데 잘됐다!

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좋겠어!

(재학생 100명 대상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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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단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주송 교수입니다. 현재
LINC 3.0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Q. LINC 사업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LINC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 가서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산업 경험을 미리 체험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동
안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내용이 상반되어 기업에서 재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
을 써왔습니다. 기업에서 사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끔 LINC 사업에
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
교 교육 과정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익히면 기업에
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바로 취업시킬 수 있어 학교로
서도 좋습니다. 산학협력의 목표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
력하여 성과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LINC 사업의 목적
은 대학에서 산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가르쳐 인재를 배
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과나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 기업에서 경영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배운 사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때 경영적인 마인드와 마
케팅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럴 때 경영학
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울 수 있도록 융합 전공이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
니다.

Q. 이번 LINC 3.0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요?
A.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소 교수
님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학교에서 일부 기술을 기술지
주회사에 넘겨줍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받은 기술을 사
업화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 일부는 우리 대학으로 돌
아옵니다. 이런 선순환을 지속할 수 있게 LINC 사업단
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진행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된 기술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개발한 기술을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
대학경쟁력을 키우려 합니다.

Q. LINC 3.0 사업이 재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LINC 3.0은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취업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나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모든 학과에서 진행하

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LINC 사업단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 글로벌 거점을 만드
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과 중동, 중앙
아시아 등 6개의 글로벌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글
로벌 거점 센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생들이
해외로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 체험활
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운영되던 글로벌 취업 준비반도 다시 시작하
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한 과정을
지원해주고 현장 실습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Q. LINC 사업이 지난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인 LINC, LINC+와 LINC 3.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LINC는 산학협력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게 목표였습
니다. 그동안은 대학과 산업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대
학과 산업체가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LINC+는 꾸려진 산학협력 체계
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 LINC 3.0은 지역을 넘어 우
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이 지역
에서 가진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기술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
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고도화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반 구축, 안정화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지난 사업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제 또는 프
로그램이 있으신가요?
A. 해치라운지와 벤처아카데미, 드론 세 개가 기억에 남
습니다. 해치라운지는 교육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의 형태가 바뀌
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규
모로 모여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그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경험하는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퍼진 이후
에는 집합 금지가 있어서 소규모 그룹 형태의 작업이 많
아져 교육 형태의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이렇듯 교육 방식이 변경된 것에 맞춰 교육 환경도
새롭게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대학별로 해치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해치라운지는 단
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소규모 그룹을 꾸려
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조
그마한 강의실 개념으로 제작했습니다.
벤처아카데미는 LINC+에서 1년마다 50명의 교육생

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에서 5년간 기업인과 기관장을
합쳐 250명 정도가 최고 경영자 교육을 거쳤습니다. 이
렇게 벤처아카데미를 나오신 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형
성되어 있어 우리 학교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협력이
잘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벤처아카데미를 수료한
기업인이 본인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 학교에서 보
내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우리
학교와 많이 진행하고 있어, 현장 실습도 벤처아카데미
와 관련 있는 기업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업이 200개 정도 됩니
다. 이런 협력관계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드론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기술입니다. 드론
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기
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주도로 한국대
학드론스포츠협의회를 만들어 드론 축구와 드론 크래쉬,
드론 레이싱과 같은 경기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번 LINC 3.0을 통해 우리 대학이 드론 특성화 대학으
로 거듭날 수 있게 드론 기술을 고도화시키려 합니다. 또
한 학생들도 드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드론 자격증
이나 드론 교육을 교양강의로 개설했습니다.

Q.최근 메타버스가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LINC 사업단에서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가요?
A. 현재 LINC 사업단에서는 3개의 특성화 분야를 준
비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명’과 친환경 에너지인 ‘탄소’,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전주는 다양한 문화 유산과 내
실 있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
서 문화를 산업화해보려고 합니다. 더하여 학교를 3D
모델링 작업해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축하고, 메타버
스화된 캠퍼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 뉴욕주립
대학교와 메타버스 콘텐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향후 6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Q. 전주대학교 구성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가요?
A.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단이
많은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과와 연계해
LINC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전주대학교를
세계 속으로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지난 3월, 우리 대학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이하 ‘LINC 3.0’)
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 LINC, 2017년
LINC+에 이어 3단계 연속으로 LINC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
루어냈다. 이에 지난 LINC 사업부터 이번 LINC 3.0 사업까지 사업
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송 단장을 만나보았다

▲ LINC 3.0 사업단장 주송 교수(문화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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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타투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타투’란 바늘에 잉크를 묻
혀 피부 아래쪽에 주입해 영구적으로 그림이나 글을 새
기는 것으로, 최근 타투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타투를 사
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서도 돌이켜볼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에 사용되는
바늘과 잉크 등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타투를 의
료 행위로 지정했다. 그 말인즉슨, 비의료인의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했다는 의미다. 

유명 타투이스트인 ‘도이’는 해외에서는 본인이 타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가로 칭송되지만, 우리나라 법으
로는 범죄자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며 1인 시위까지 하
며 타투 법을 재조명했다.

그는 2019년 12월 한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가 설립한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
투유니온(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직업 선택과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불법이란
것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하며 악의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타투법

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기에 협박을 받아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투가 대중화되고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
지만, 법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있다. 이에 타투가
젊은 층을 넘어 여러 나이대에서 대중화되었는데도 관련
법에 의해서는 여전히 의료인만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상황이 현행과 잘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타투이스트들은 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면 소비자도 안
전한 환경에서 시술받을 수 있고, 타투이스트들도 안전
하고 보호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
기한다. 덧붙여서 타투가 합법화가 되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타투를 보유한 사람
이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타투는 하나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당장 20년 전만 해도 몸에 타투
를 새긴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 과거에 타투를 많이 하
던 사람은 갱단이나 조직 등 소위 무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 타투(문신)는 무서운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
졌다.

과거에는 유행하던 도안도 ‘이레즈미’라고 하는 일본 야
쿠자 문신이 주를 이루었으며 팔 한쪽이나 등판을 가득
채우는 등 크기가 큰 타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
는 ‘이레즈미’로 한정되지 않고 라인 타투, 핸드 포크, 올

드 스쿨 등 여러 장르로 세분되어 취향에 맞게 골라서
시술받을 수 있다. 

최근 여러 매체에 타투를 보유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
서가 등장하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너그러워졌
다. 더 이상 타투가 무서운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며, 의사, 대학생, 회사원 등 직업군에 상관없이 모
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
만 타투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긍정적일까?

타투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
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순 없다. 아직 타투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전신 타투를 한 타투이스트의 이야기를 담
았다. 그녀는 목욕탕에 갔다가 ‘혐오 조장’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기도 했으며, 아예 목욕탕에 출입
이 금지된 적도 많다고 밝혔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타투를 한 사람에
대한 편견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투가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남에게 위협을
주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타투
에 사연이나 의미를 담으려는 사람도 많다. 또 단순히
예쁜 도안을 새기거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시술받는 경
우도 많다. 

타투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이고, 젊은
층부터 서서히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전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타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다. 점점 인식이 개선될수록

타투를 희망하는 사람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이처럼 타투는 하나의 문화로 자
리 잡아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서 타투이스트의 안전한 직업 환경
을 위해서라도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의당 류효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
업 법안’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자 타투이스트 ‘도이’는 인권위의 결
정에 대해 ‘상식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결정’이라고 뜻을
밝히며, ‘타투 시술 합법화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닌 상식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강조했
다. 필자도 앞으로의 타투 인식 개선과 타투 관련법이 어
떻게 변화할지 기대해본다.

단순히 도안이 예뻐서 의미 없이 하는 타투도 있지만, 소중한 의
미를 담아 타투 도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사진이나
부모님이 써주신 짧은 메모, 소중한 사람이나 반려동물과의 기념
일 등을 새김으로써 추억이나 의미를 오래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었던 글귀를 도
안으로 제작해 타투를 받는 사람도 있다. 

사고를 당했거나 심하게 다쳐서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타투를 이
용하는 사람도 있다. 흉터를 볼 때마다 당시의 기억에 힘들어하는 사
람들에겐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흉터를 꽃이나 나비, 레터링 혹은 본
인이 원하는 도안으로 덮어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타투의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

요즘은 개성파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뒷받침해 줄 하나의 수단이다. 자신과 분위
기나 외모가 비슷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새기기도 하고, 좋아하
는 노래 가사나 직업을 대표하는 그림을 새기기도 한다. 보통 타
투 도안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쓰이고, 설령 같은 도안이라도 작
업하는 타투이스트마다 그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을 표현
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기증 타투는 한 유명 연예인이 함으로써 더욱 관심이 몰렸다. 장
기기증 타투란 심장박동을 전기신호로 표현한 심전도 모양과 생일, 혈
액형과 함께 ‘나는 장기기증을 희망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기는 타투를
말한다. 큰 사고 등이 발생해 생명 부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빠
르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기증 의사 여부는
신분증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체에 새겨진 타투
보다는 확인하기 힘들다. 장기기증 타투는 시간이 생명인 장기기증에
있어서 보다 나은 판단을 제공할 것이다.

소중한 의미가 담긴 타투 흉터를 가리기 위한 타투

제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합니다

글: 김현진 기자(flwmguswls@jj.ac.kr)
그림: 윤수진 기자(yuns214@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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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영화 어때요?

그 여름,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
은 게임을 위해 가위바위보를 통해 한 사람씩 자신의 편을 뽑

는 중입니다. ‘선’은 자신이 뽑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
지만 다른 아이들이 한 명씩 지목될 동안 마지막까지 혼자 덩
그러니 남겨질 뿐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팀에 들어가게 된
선은 게임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규칙을 어겨 아웃되고 맙니
다.

주인공인 선은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친구들 사이에 쉽
게 끼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여름 방학
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지아’라는 아
이가 선과 같은 반에 전학 오게 되고, 마침 교무실을 찾아 헤매
는 지아와 학기 말 교실을 청소하는 선이 우연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선과 지아는 같은 동네에서 또 마주하게 됩니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선과 새로 전학 와 친구가 없던 지아
는 대화를 나누며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방학 동안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지아와 선, 서로의 외로움을 곁에서 채워주던 두 친
구의 사이는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따돌리는 보라의 편에서 선을 외면하는 지아와, 다시 혼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 두 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 ‘우리들’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인간관계 속 질투,
우정, 미움의 감정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영화
는 ‘우리’라는 관계를 맺기 위한 서툶과 고난의 과정을 보여줍
니다. ‘우리들’은 성장의 중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렀고,
상처와 이해의 과정을 통해 혼란의 시기를 보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어른들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 과연 당
신이 선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요? 선과 지
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
시다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보러 오세요.

글: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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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윤가은
- 장르: 드라마
- 러닝타임: 94분
- 출연: 최수인, 
설혜인, 이서연 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활기를 되찾은 영화계,
JEONJU
int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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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JIFF) 개막식이 열렸다.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영화제는 총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 성격을 띤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영화제
로 불리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개막 이후, 22년간 국내외의 여러 독립·예술
영화를 소개해왔다.

축제와 방역의 공존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영
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연의 영화
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정
상화하도록 노력했다. 57개국에서 217편을
초청했으며 그 중 온라인 상영작은 112편이
다. 또한 해외 약 60여 명과 국내 약 2,000
여 명의 영화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행사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니라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고강도 방역을 수행하
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
로 잡았다. 전문 의료인과 방역 행정 전문가로
된 자체 방역 자문단을 구성하며 안전한 오프
라인 영화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팬데믹 이전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징이었
던 전주돔과 부대 공간을 다시 조성해 개막식,
폐막식 등의 대형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진행
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게스트 초청 규모도 정상화했다.
한국영화 특별전과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
포함된 대중성 있는 작품들로 인해 인지도 높
은 국내 배우들(전도연, 설경구, 문소리 등)의
참석도 늘었으며,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 프로
그램 이벤트 또한 게스트 초청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외부 협력을 통해 공생의 모습을 보여

올해는 어떤 해보다 타 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한국영상자료원, 서울독
립영화제와의 프로그램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VR 영화를 발굴,
제작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하여 내년 전
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선보일 프로젝트를 선정
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상영 단체와 협업으로 골목 상영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어린이날에는 국제아동
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영화
제 후반부 행사로 음악 페스티벌 ‘Have A
Nice Day’를 준비해 많은 관객이 영화제와
음악 페스티벌을 모두 즐기며, 코로나19 팬데
믹을 넘어 우리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자리
가 만들어졌다.

특별전이 돌아왔다.

매해 특색 있는 특별전을 준비했던 전주국제
영화제는 올해도 의미 있는 특별전으로 돌아
왔다. 올해 한국영화 섹션에서는 세 개의 특별
전이 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를 바라보는 특별전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에서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창동에 대한 신작 다큐멘터리, 이창동 감독의
신작 단편 <심장소리>, 그리고 그의 영화 전편
을 상영했다. 또 다른 특별전인 태흥영화사 회
고전 ‘충무로 전설의 명가 태흥영화사’에서는
1980~9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태
흥영화사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
다. 또한 ‘오마주: 신수원, 그리고 한국여성감
독’에서는 신수원 감독의 신작 <오마주>를 중
심으로 한국영화사 속 여성 감독들을 주목했

다. 이 세 개의 특별전은 한국영화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폐막 이후에도 계속된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의 폐막식은 5월 7일이었지
만, 이후에도 메타버스를 통한 영화제는 계속
진행됐다. 5월 12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CGV 월드맵에서 제22회 전주국제영
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 수상작 5편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다. CGV 월드
맵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ZEPETO)’내 공식 상영관으로, 한국 관객뿐
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도 접근할 수 있는 글로
벌 오픈 맵이다. 전 세계 관객이 제페토 CGV
월드맵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수상작을 관
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활력을 찾아가는 영화 산업

이처럼 팬데믹 상황 동안 누리지 못했던 일상
들을 회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강력한 방역 지침에 직격타를 맞았던 영
화 산업은 방역 수칙 완화에 호황을 누리고 있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화관에
서는 더 이상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더불어 ‘닥터스트레인지2’, ‘범
죄도시2’와 같은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하면

서 극장가는 활력을 찾고 있다. 5월 5일 어린
이날부터 그 주말까지의 관객 수는 업계의 예
상을 넘어섰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
르면, 5일부터 8일까지 총관객 수는 331만
2,712명이다. 직전 주 동기간 대비(96만
8,938명)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격 인
상까지 감안하면 영화관 업계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돌아오는 일상, 영화 산업도 돌아오고 있나

하지만 영화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 관객이 폭발적으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줄어든 인
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극장업계 1위, CGV의 2021 기준 기간제 근
로자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 수는 3,558명으
로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8년(7,302명)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국
내에서 시작된 2020년부터 급격한 인력감축
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취식이 가능해지자
많은 관람객이 매점에 몰려들었다. 옥수수, 오
일, 팝콘 컵, 콜라 컵 등의 기본 물품들이 모
두 소진되었지만, 본사에서는 제때 보충을 하
지 못했다. 관람객들은 불만을 호소했고, 직원
들은 부족한 물품들을 근처 다른 지점으로 빌
리러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영화관 업계에서는 근무 인력을 보충하
고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
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일상을 회복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모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 여러 문화 행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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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중
시설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
나가 확산한 이후 2년 1개월, 정확하게는 757일 만에 거리두
기가 해제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2일부터는 1년 6개월,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권덕철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토대로 진
행되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3월 3주를 정점으로 코로나바이
러스의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3월 25일 기준으로 국내 확
진자는 총 339,443명이며, 4월 1일에는 280,201명, 4월
8일에는 205,281명, 4월 15일에는 125,832명으로 확진
자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
망자 규모도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한편, 작년 12월 18일부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4개월 동
안 지속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 사회적 피
로도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이 감
소세로 들어간 이후에는 국민들의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
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된 상황
이었다. 향후 유행 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
한 여건 변화가 없다면 감소세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상 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거리
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였
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렇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여 24시간 운영을 허용했다. 사적 모임과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 제한도 모두 해제되었다. 대규모 행사·집회
도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실
내 다중시설 취식도 허용하여 활동의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일 중앙방역 대책본부가 발표한 ‘마스
크 착용 방지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 이에 마스크를 빼
고 답답함과 부담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4월 25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개정하여 제2급 감
염병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제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되, 현재의 치료 및 격리의 의무를 유
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라 확진자 신고는 기존의 즉시 신고

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되었다. 물론 7일 격리 의무는 유
지되지만,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진다면 격리
의무는 언제든지 권고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
입국 관리 시 백신 접종자는 격리에서 면제되며, 미접종자와
일부 주의 국가의 입국자만 격리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권덕철 장관과 질
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 청장이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그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심리적·
물질적으로 고통받아왔던 많은 사람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있
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자영
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
되면서 늦은 밤에도 야간 영업을 하는 영업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물론 아직 예전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평일에도 노래연습장이
나 오락실 등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이렇듯 음식
점과 주점, 유흥시설들이 즐비한 번화가에서는 시민과 자영업
자 모두의 해방감을 실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BC 카드는 사
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주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이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식 및 각종 대면 영업 활동이 거
리두기 해제로 재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흥문화도 마찬가지
였다. ‘닥터 스트레인지 2’는 개봉 첫 주 관객 수 34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년여간 취식 금지 조치는 극장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업계는 영화관 내 취식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거
리두기보다 취식 여부가 관객의 발길을 유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달 11~17일 영화관 총관객
수는 75만 1,712명이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던 주간(18~24일)의 관객 수(70만 4,440명)
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자 관
객 수는 급격히 늘었다.
위메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형 인기 페스티벌의 티켓이 1
분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백화점의 1분기 영업익
은 지난 분기에 비해 37% 증가한 889억이라는 증권가 예상
치를 웃도는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소
비 심리가 바뀐 것과 패션 상품의 매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
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5일에서 8일, 나흘간 전국 32개점
의 매출이 55%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골프·아웃도어·레저
상품군의 매출이 70% 신장했으며, 여성·남성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6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어린이날 선물 수
요 증가로 인해 유아 상품군의 매출도 약 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도 47% 늘었다. 아웃도어
(76%), 골프의류(71%), 여성 패션(65%) 등의 매출이 성장했
으며, 남성 패션(56%), 화장품(55%) 매출도 증가했다.

실외의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며 편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아직 많은 사람이 실외에서
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추세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
제되어 보다 부담감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CJ
올리브영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색조 화장품 판매량이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골프,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이 활발한
5월이라는 시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맞물려 선케
어 매출도 57% 증가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휴가로 체중 관
리에 도움을 주는 슬리밍 제품은 149% 급증했다. 이렇게 많
은 사람이 그동안 고통받고 제약받았던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기대하며 즐기고 있는 상항이다. CU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음
료와 먹거리의 매출이 전주 대비 15.1% 증가했다고 9일 알렸
다. CU에 따르면 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야외 취
식도 가능해지면서 얼음 컵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 매출이 23%
급증하였다. 이어서 생수(20.7%), 탄산음료(20.4%), 캔 커피
(19.2%), 이온 음료(18.1%), 우유(13.5%) 등의 순으로 매출
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하게 해제한다는 의
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많은 사람
이 일상과 미소를 되찾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
전의 세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는 석학들의 분석이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 일상적인 생
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종
식 후의 세상은 아주 바뀌어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이어 신종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
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받았던 행동들을 억지로 계속하자
는 말이 아니다. 다만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전처럼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착용하며, 자영업자
들은 쉬지 않고 영업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번화가로 나가 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일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일상이라고 부를 수 없어진 지금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글: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거리두기 해제로로
다다시시  돌돌아아오오는는  
우우리리의의  삶삶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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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거짓말
같은 사소한 죄든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무거운 죄든 법은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의 무게를 단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희대의 연쇄살
인마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죄
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저 역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 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는 것은 피해
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슬픔을 제 눈으
로 봤는데 제가 가해자들과 동화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건들을 사전에 빨리 차단하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이 제 중심을 잡아줍니다.”라며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 붙잡아주고 중심을
잡고 버티게 해준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잊히지 않는 고통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간다. 무고하
게 죽임당한 자기의 딸을, 아들을, 혹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분노와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과는 반대로 어떠한 무게도 감당하
지 않으려고 생을 저버리려는 가해자가 있다면,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피해
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은 감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기를 죽인 살인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법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
운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로 인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
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법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닫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
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의 목숨마저 가볍게 여
기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살아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죄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

과 남겨진 이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물론, 이 살인자가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다 채우지 않고 가
석방될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법이 책임의 대가를 지우고, 가해자가 그 법을
따라 책임의 무게를 지는 과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유가족
들의 슬픔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더하여,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범인이
잡혔다는 통쾌함과 더불어 죄의 무게는 무겁고, 죄를 지은 자는 자기의 행동
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유일한 목격자인 내가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살려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필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라 하더라도 살려야 한
다고 생각한다. 살아서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의 찰나의
희열을 위해서 희생된 자들과 남겨진 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느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결코 위대하고 무서운 살인마가 아닌, 그
저 법이 무서워 도망가는 한낱 도망자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게 살리는 이유는 그의 생명이 불쌍해서
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의를 지
키기 위해서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기 싫어서 쉽게 목숨을 끊어
버리는 나라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산다면, 이는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남길
것이다. 사람들은 정의에 기대지 못하고, 정의를 지키려는 자들의 노력은 수
포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를 살려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무게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범의 자살을 막는다 YES or NO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

강호순, 유영철 등 역대 연쇄 살인범들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연쇄 살인범
정남규는 2년간 13명을 살해했다. 그는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방화
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자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
했다. 이렇게 남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은 살인범이라도 스스로 목숨
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살리는 것이 좋을까?

2012년, 전과 47범인 5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재소자 신
세가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
게다가 교도소에선 먹고 자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교도소행
을 자청한 것이다. 한 교도소의 교도관은 현재 수감 중인 전체 재소자 300
명 중 대략 5%가 고의적인 범행으로 교도소를 찾은 범죄자들이라고 밝혔
다. 이를 통해 요즘 교도소는 혹독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안
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까지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속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안 유가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들어 생활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재소자와 유가족을 놓고 본다
면, 과연 누가 벌을 받는 것인가.

복역 중 모범수로 선발되어 사회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형법 제72조에 따
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 김 부장판
사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다시 죄를 짓
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도 언
제 다시 사회로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없게 힘을 써야 한다. 하지만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와 사회를 영구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

게도 연쇄 살인범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사회를 위해 굳이 말릴 이유
가 없다.

자살한 연쇄 살인범 중 정남규의 죽음을 생각해보자. 그의 죽음은 벌을 받
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다
르게 보았다. 정남규는 ‘내가 이렇게 잡혀 와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나를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권일용 프로파일러에게 자주 보냈다고 한
다. 이를 통해 프로파일러들은 정남규의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결
국 자신을 살해한 마지막 살인이라고 보았다. 연쇄 살인범은 자신과 아무 관
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속으로 살해한다. 남의 목숨을 가
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살인에 목말라서 또는 수감생활을 하기 싫
어서 자신의 목숨마저 가볍게 여기려고 한다면, 자살하려는 살인자를 살려
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도 결국 목숨을 끊을 것이다.

연쇄 살인범의 목숨을 구해서 좋을 일은 없다. 끔찍한 사건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사형을 집행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
지 알려주고, 범행의 싹을 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형이
폐지된 지금, 가해자들의 자살이 죄의 무게를 알려주진 못하더라도 재범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살인범들이 감옥에 가면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무게를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은
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두어 죽음이 얼
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낫다.

살인범의 자살? 말릴 이유 없어

글: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그림: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당신,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당신의 눈앞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공익을 위해 고민하던 당신은 외면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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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재학생  

전주대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당연
히 음식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음식이 유명한 전주로 대학을 오면서 음
식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맛집이 많습니다. 구
정문과 신정문의 맛집들도 훌륭하지만, 학식 또한 가성비도 좋으면서 음식의 퀄리티도
높다고 느껴서 학식을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전주의 맛집이 많이 모여있는 신시가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시간
이 충분하다면 여러 맛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도 좋지만,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전주대학교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번 어린이날과 개교기념일에도
본가로 내려가지 않고, 전주에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서 돌아다
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식당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 친구들과 함께 밥
을 먹지 못하는 경우 혼자 밥을 먹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
들과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며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칸막이가
대화보다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재학생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전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점
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
엇보다도 장학금 제도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전주대학교는 다른 사립 대학교에 비해서 학비가 저렴하
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장학금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
어 있어서 금전적인 걱정을 덜면서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교에는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금연과 다이어트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
데, 이러한 장학금 제도들은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에 대한 장학금
제도와 포인트 제도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 가벼운 자기개
발부터 큼지막한 자기개발까지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학
금 제도는 전주대학교의 모든 장점 중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비교과 프
로그램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혜택도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프로
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대 웹 메일과 드라이브, 학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최신화도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시설이 계속해서 새
롭게 바뀌며, 업그레이드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사되어 학
교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심리학과 20학번 재학생 

다른 대학의 친구들을 보면 교수님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은 그에 비해 모두 좋은 분들이라고 느낍니다. 교수님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열정이 있으시며, 학생들과 자주 마주치는 조교 선생님들도 좋은
교수님들의 영향으로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배나, 후배, 동기들도 모두 큰 문제 없이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아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학생들끼리 싸우거나 심지어
는 왕따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본교 에타에서도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 학교 분위기 자체가 안정적이고
화목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의 많은 직원분도 친절하십니다. 경비원분들과 청소 미화원분들, 셔틀버스

기사님도 모두 학생들에게 친절한 부분이 전주대학교만이 가지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
각합니다.

한국어문학과 22학번 재학생 

전주대의 장점은 학교 시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노후된 시설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
며 무인 복합기나 화장실 등 자잘한 공간에도 큰 신경을 기울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판기 배치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 등 자그마한 것부터, 식사를 할 수 있는
벤치나 분수대 같은 큰 시설들은 학교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점들이 재학생들의 편의를 넘어서 다른 학교의 학생에게 보여줄 만한 자부심
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봄철에 활짝 만개하는 벚꽃들은 벚꽃 명소로 꼽힐 만큼 우리
학교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의 명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채꽃밭도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문학과 22학번 재학생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은 유학생들이 활동하기 좋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학교에는 유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는 유학생들도 쉽

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교수님들과 조교님들 모두 유학생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며, 친
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재학생들도 유학생들이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어려
운 부분을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불쾌하지 않
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학교의 자랑스럽고 좋은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방송학과 22학번 재학생 

아무래도 행사가 많다는 점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행

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직후에는 그동안 밀려왔던 축제들과 행사를 크게 준

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생회가 행사
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이 전주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축제에는 가수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술을 판매하
지 못하는 대신 음식들을 판매하는 부스를 열어 재학생에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한 것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큰 행사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주대학교의 행사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랑이며 계속 이어나가야 할 좋은 전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문학과 22학번 재학생 

전주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각 건물은 비 올 때를 대비해 우
산을 구비해 놓습니다. 특히 편의 시설이 곳곳이 배치되어 있는 점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어떤 학교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물질적인 배려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배려
하려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배려부터 큰 배려까지 교수님들과 다른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우리
를 편하고 쾌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학
교의 가장 좋은 점이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글: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디자인: 서주연 기자(202062006@jj.ac.kr)

Q.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전주대학교에 다니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민
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난다. 간결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매우 아름답고 심오하다.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글자 수이
다. 24절은 세 단어로, 25절은 다섯 단어로,
그리고 26절은 일곱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무(영)에서 셋, 그리고 다섯, 일곱(완전, 영원)
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물결처럼 퍼져가
는 모습을 언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barak)는
‘후손’, ‘땅’, ‘건강’,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하
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등과 같은 다양한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바라크의 기본
의미는 ‘무릎을 꿇다’이다. ‘무릎을 꿇을 줄 아
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다. 주어진 하루
하루의 삶이 사랑의 빚이기에 그 빚을 갚으며
살고자 하는 갈망, 극히 적은 것에도 만족하
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넉넉함,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누림, 절제된
삶을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깊은
풍요로움, 모든 걸 버림으로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영적 신비를 느낄 줄 아는 지혜가 바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의 본질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인 5월, 가정의 달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평소
우리가 그렇게나 목말라 갈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지나 곧바로 사그라지는
들에 핀 꽃 같은 것들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
안과 생명을 풍성하게 꽃 피우며 우리의 삶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 우리에서
우리 자녀 세대, 그들에서 우리 손주들 세대
로 이어지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
의 복’이 퍼져가는 물결처럼 차고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
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
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4~27).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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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
서는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를 진행하였
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는 자전거를 통
해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정
신과 사랑을 일깨우고 신입생들에게 그 사랑
을 전하며 일깨워주는 프로젝트로 2022-
1학기 새롭게 출발하였다.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전주대학교를 시작으
로 하여 마지막 도착지인 부산까지 자전거로
만 진행하였다. 

이번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에 참여한 선
교지원실 오황제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
께’는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정신과 사랑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고 들었
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를 진행하
며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
실 수 있을까요?

A.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선
교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은 선교사님들
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의 선물이니까요. 이처럼 ‘순례자
의 길을 찾아 함께’하는 모든 분이 값없이 받
은 선물을 다시금 전하기 위해 부산까지
50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라이딩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와 만났던 학생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그동안의 힘듦을 위로
해주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수고했노라며
격려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또 저희와 만
난 학생들은 각종 음료를 건네주어 더운 날
씨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적
셔주었답니다.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Q.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는 자전거로만
이동하는 프로젝트였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며 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A. 자전거를 타고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무척 따분하고 힘들었을 것으
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정말 즐겁

고 행복했답니다. 이미 날씨는 봄기운이 완
연하여 가는 길마다 예쁜 꽃과 푸르른 나무
들이 저희를 맞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전
거로 달리며 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
시는 아름다운 선물 같았고, 몸과 마음을 건
강하게 만드는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를
통해 배운 선교사들의 정신과 사랑을 신입생
들에게 말씀해주신다면?

A.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
었습니다. 현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 가운데 가족분들과 함께 하실 텐
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 모
든 것의 공통점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사랑)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

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위
해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고, 그분들이 베푸신 아주 작은 밀알과 같
은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
정을 변화시켜, 그 지역과 나라가 아름답게
변모하도록 한 것이지요.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 학생, 한 학생이 서로
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준다면... 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를 아름답
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전
주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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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복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명으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
퍼스에는 울긋불긋 각양의 색깔로 꽃을 피워 가득하고 각
종 나무가 자기들만의 색깔로 봄바람에 맞춰 생명의 충만
함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구석
구석 빈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져 생명으로 가득 찬 캠
퍼스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
가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생
명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우
리들과 전주대학교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헌신 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 캠퍼스 사역으로 부르신 소명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하
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길 갈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 되길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하나님
이 그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움직이실 때
마다 계속 변하고 새롭게 고쳐져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
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기도합니
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행정하고 가르치고 일하게 하옵소
서.

새벽이슬같이 영롱하고 맑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그 수많은 대학교 가운데 유독 전주대학교
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청
지기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
의 타이밍에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는 평범함에서 하나님
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법을 기독교 대학교인 전주대학교
캠퍼스 생활하는 동안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나’를 위해, 마치 나비가 되기 위
해 오랜 시간 고치로 있어야 하듯 캠퍼스의 시간을 낭비하
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서 이 나라 안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등 모든 영
역에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변혁의 주체가 되는 자들로 준
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이승용 목사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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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핍박을 거두어라.” 예수의 이 한마디에,
바울은 지칠 줄 모르던 출세 가도 행보를 과감
히 접고 혐오와 위협과 결박과 제거의 대상으
로 여기던 사람 중의 하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가히 곳곳으로 '간증 집회' 다니며 공
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빴을 드라마 같은 반전
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다. 바울의 그 이후 삶
도 여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지
만, 방향은 하늘과 땅의 격차처럼 180도 바
뀌었다. 많은 회심자가 세상의 성공을 접으면
보상 급부 차원에서 '교회적인' 성공에 눈이 어
두운 법인데 바울은 세상에서 버린 만큼 교회
에서 챙겨야 한다는 꿍꿍이속이 전혀 없는, 정
말 멋진 사나이다. 물론 본인의 철 지난 스펙,
뜨거운 낯을 감수하고 이따금 자랑했다. 사도
권 변증에도 의아한 핏대를 올렸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스펙을 운운하는 것이 어리
석은 바보의 어법임을 알았으며 자기의 입술
로 직접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의 인간적인 초
라함도 모르지를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 그대로 복음

때문이다. 

주께서 이방의 빛이요 백성의 언약으로 부르
시고 구별하신 큰 그릇인데 당시 논적들은 복
음을 거절하는 방편으로 인신공격 차원에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건드려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변호하게 만드는 수모의 구덩이로 일
부러 떠밀었다. 바울의 자랑과 변론은 복음 때
문에 그런 수모를 마다하지 않은 대인의 풍모
라는 해석을 가한다면 과장으로 보일지도 모
르겠다. 하지만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
도 예수라면 자기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곤경
에 빠뜨리는 대적들의 함정은 상관하지 않았
다. 그런 그가 루스드라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간파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앉은뱅이 되어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다. 그 파장은 온 동네의 지반이
출렁거릴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다. 허메와 쓰
스가 성육신을 했다며 그 앞에서 제사까지 지
내고자 했다. 이를 듣고 취한 바울의 '즉각적

인' 반응은 옷을 갈기갈기 찢고 동일한 몸뚱아
리 가진 동일한 사람이란 것을 보이며 추하고
부끄러운 '나체'를 무릅쓰고 한 톨의 영광도 취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마땅히 주어질 것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무리의 분노를 촉발하
여 죽도록 맞고 성 밖으로 던져지는 연고 없는
테러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보의 전달을 넘어 복음
을 살아내어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
을 증거가 되는 자들은 “나를 본받으라” 단계
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공적 직무에 충실하
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
기에 합당하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
면 엄두도 못 낼 경건의 수준이다.

자아 가리기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 역사의 Turn-
ing Point를 만든 로마의 황제이다. 그는
313년에 밀라노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인
들이 받던 핍박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

라,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던 십자
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321년부터는 주
일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여 모든 사람 특히
노예들까지도 쉬도록 하였다. 
또한 신학적 교리와 관련하여 이단 시비가

대두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신학적 분쟁
을 하루빨리 종식 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
하고자 한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명
석한 두뇌를 가진 그들은 많은 경우에 각자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상적 통일을 위해
서 그들은 언제나 합의에 도달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인
가?”(김상근, 『기독교의 역사』, p.38)라며 주
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강력한 권고 내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
에 접근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시행한 큰일 중의 하나

가 330년 5월에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현
터키 이스탄불)으로 옮긴 일이다. 그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군사
적 방어가 유리하다는 지리적 장점과 그리스
어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아무튼 그는 동서양이 맞닿는 이스탄불로의
천도(遷都)는 당시 작은 지방 도시였던 이곳을
세계사적, 종교적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만들
었다. 새로운 수도 건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 동방의 권력자인 리키니우스를 타도하고
명실공히 로마 제1인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는
324년부터 시작되어 6년 후인 330년에 완
공 되었고 그해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가 새
수도에서 치세(治世)를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이스탄불은 수많은 교회과 수도원들이 생겨났
고 중세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이
스탄불에는 현재 세계인의 관광명소가 되는
아야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 모체가 되는 성
당도 그가 건축하였고 후일 유스티니안 황제
에 의해 5년간의 공사 끝에 537년에 완공되

어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
서 4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이다. 
그러나 1453년 이슬람에 의해 도시가 정복

될 때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 이슬람 사원이 되
기도 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그랬지만
다행인 것은 이슬람교도들이 성소피아 성당
내의 기독교 흔적을 파괴하지 않고 기독교 성
화를 덧칠해서 보이지 않게만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30년 성화 복원 작업이 되어 성화들
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비잔틴 문화의 보고인
모자이크 성화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성당은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세계인
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건축 양식
과 규모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중요성으로 인
해 가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7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

진리의 샘

▲ 소피아 성당 앞에서 전통차 판매상인, 
공짜로 주는 듯 권하는데, 비싸다. ▲ 반대편에 위치한 블루모스크는 이슬람의 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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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용돈 관리법이 있을까요?
제한된 용돈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지출액과 잔액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
입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투자 및 재테크를 위
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자산규모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하고 지출액과 잔액을
조절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재테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
엇일까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
과 같은 규제 등이 자주 변동되므로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테크를 선택할 때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
해야 합니다.

Q.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입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
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
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일반적인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
원 조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
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대
10년간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이 최대 500만 원 한도의 비
과세(무주택 세대주만 적용) 혜택이 주어지므로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참고하세요.

Q. 적금과 예금의 차이와 해당 상품으로 얻는 이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요!
예금은 입출금에 제약이 없는 보통예금과 만기까지는 입출금 제약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 시 일정 금액(단일 현금흐름)을 은행에 납입하고
은행과 약정한 기간 동안 맡겨놓았다가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동안 2%의 금리(주로 연금리를 의미)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12개월 후에 1,000만 원 원금과 20만 원(=1,000만원*2%)의 이자를 수령하는 형태입
니다. 반면에 적금이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속적으로 납입(연금 현금흐름)하며,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수령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액이 일정한 정
기적금과 매월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자유적금으로 구분합니다. 적금의
이자는 각 현금흐름의 납입 이후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의 산입기간을 고려
하여 미래가치를 예측해야 합니다. 결국 예금과 적금 모두 이자소득의 차이를 잘 고려하여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포털에 ‘기간’과 ‘이자율’ 정보와 함
께 ‘예·적금계산기’를 통해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Q.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으로만 가입하고 있어요.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표금액인 종잣돈을 모으기까지 고수익률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원금을 보전하
는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
나, 여전히 저금리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상품을 활용해야 하며, 자
신의 성향을 파악한 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그중 투자할 금액의 비중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Q. 친구들이 모두 주식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주식 상식은 무엇이 있나요?
투자상품의 경우 국내 주식 중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가지수 ETF 상품 등 배당을 실시하는 상품을 비교 분석하면 은행이자율을 상회하는 고

배당 금융 상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 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배당소득으로
분산시키는 우선주 등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하여 저축
대신 월별로 저금하듯이 지속적으로 분할매수 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주
주로서 주인의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주식과 펀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세요!
주식은 본인이 직접매매를 하는 상품이므로 항상 시세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적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
고 수시로 차트나 경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펀
드의 경우,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매니저에게 투자금액을 맡기는 성격이므로
장중의 시간 소비는 덜하다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펀드는 시간적 비용 없이 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좋은 투자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 역시 투자 금융
상품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하고 펀드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며, 예금이
나 적금과는 달리 원금 보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금금리
가 워낙 낮아서 주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면 간편하게 펀드투자를 권하기도 했으나, 최근
에는 예금금리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예·적금의 이자율과 비교 분석 후에 금융 상
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현실적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목표금액을 설정하세요. 종잣돈이 모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
하여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금액을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하여 아르바이
트나 사이드잡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단, 학생들의 경우에 장학금 등 교내·외에
서 지원되는 경제적 혜택과 비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료로 진행되는 자격증 준비반
및 장학금이 연계되는 우리 대학의 여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과 장학금 수
령이라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업 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에만 집중하게 되
면 장기적으로 희생하는 경제적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학에 분산되어있는 장학금 연
계 프로그램이 많으니 잘 살펴보고 비교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Q. 재테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부지런히 돈을 움직이면서 투자해
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단, 시간적 기회비용을 고려하세요. 모든 투자상품의 가격은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큰 차익을 줄 수 있는 거래는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Q. 금융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20대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2022년 2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첫 주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가입을 시작해 200만 명이 몰리며, 2030 세대의 관심이 폭증했던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본인
에게 유리한 우대금리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
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 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일 수 있습니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더 받으려면 납입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일인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하는 경우 25일의 경우보다 2년 뒤에 더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일수 산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이자소득이 창출되므로 여
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
을 공부하고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누리는 몫이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투자 및 재테크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실용금융’ 강의 등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금융 지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
대합니다.

글: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지식iN 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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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고 싶은데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대학생이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가 궁금해요!

재테크

지식인채택 질문자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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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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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교수님 답변



사    설

우리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
명예를 안게 되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발표
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평가 결과’에서 우리 대
학은 유학생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9개 대
학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내
년 1학기까지 향후 1년간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신·편입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학생
들의 국제 교류 활동 및 재정적 측면에서 큰 타
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5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

증 대학에 처음 선정된 이래 작년까지 7년 연속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석·박사
과정은 물론 학부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에 우수
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다수 유치할 수 있었다. 인
증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어학연수생 선발 인원 증원’, ‘대학원 선발 인원
증원’,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을 받
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체
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초청장학생 수학 대학에 11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신규 유학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본부
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어학연수생 교
육을 담당하던 한국어교육센터가 폐쇄되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학연수생과 수십 명에 달하는 강
사들이 갈 곳 없게 되었다. 또한 재학생들의 국
제화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던 교환학생 프
로그램 진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유학생
들과 국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던 교내의 각종
국제화 관련 활동도 위축될 것임이 자명하다. 현
재 여러 형태의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지수와 역
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아울러 유학
생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
에 미칠 충격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교육부의 평가는 끝났고, 지난 일을 되돌

릴 방법은 없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
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극복하
고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치
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그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이 어떤 문
제로 인해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분석
해 책임 소재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실태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
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 평가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어학연수생 관리 부
실로 인해 비자발급제한대학에 지정되었다가 1
년 만에 제한에서 벗어난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학 본부의 구
체적인 극복 방안 제시를 기대한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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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팬, 서로를 잇는 마음

한국프로야구(KBO)는 1982년 프로리
그 출범 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간 침체기에 빠
졌던 KBO는 여러 마케팅 산업과 함께
힘찬 발돋움을 시도했다. 이에 힘입어 지
난 5일, 이번 시즌 누적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스포츠가 흥행하기 위해선 슈퍼스타가

필요하다. KBO도 마찬가지다. 선동열과
최동원의 투수경쟁, 양준혁과 이종범의
타격 경쟁,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국민타자 이승엽 등 화려한 선수
가 있던 1990년~1997년을 KBO의 전
성기로 뽑는 사람이 많다.
현재 WBC와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뒀

다. 한국 야구팬들은 국가대표 엔트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자연스럽게 과
거 국가대표를 박탈당한 한 인물에게 이
목이 쏠렸다.
현역으로 활동하는 A선수는 어린 나이

에 최고 158km/h의 속구, 148km/h
의 브레이킹볼, 강인한 멘탈 등 류현진의
뒤를 이을 최고의 투수라는 평을 받고 있
지만, 대표팀에 승선할 수 없다. 불미스
러운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그는
2017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3년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영
구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포츠계에서 이러한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프로배구 이다영, 이
재영 자매의 학교폭력으로 큰 이슈가 됐
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죄질
이 흉악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파급력은 매우 컸다. 해외 주요 언론에서
도 보도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문화
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 폭력근절을 하도
록 특별 지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
호 체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실행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몰랐던 대중
들은 스타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이면을 알게 되면서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인품이 갖춰지
지 않았다면 그런 자격조차도 가질 수 없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력 위주의 엘리트 문화가 사라지고 있

다는 예로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을 들
수 있다. 메달을 걸지 못한 선수들은 만
족스러운 표정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했
고, 이에 대중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
다. 특히 가장 사건이 많았던 여자배구에
서 김연경의 눈부신 리더십이 발현되면서
많은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구계 또한 지
금같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우
리들은 그가 158km/h의 속구를 던지
든 148km/h의 브레이킹볼을 던지든
상관없다. 그저 팬들 모두가 즐기고, 선
수 개개인이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플
레이를 원한다. 그렇게 한다면 패배한다
고 하더라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필자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의 입

장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팬이 더 많
아지고 스포츠가 더 부흥했으면 한다. 팬
이 있어야 선수가 존재하고 리그가 운영
된다. 선수를 보며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
야 한다. 스포츠는 모두가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돼야만 한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기자칼럼‘검수완박, 개혁인가 독주인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
립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검사의 보완수사
인정’,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인 6대 범죄로 축소’
등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 조
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검찰은 수사 가
능 범죄를 특수범죄로 축소시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권 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여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 견제

와 균형을 이뤘다. 당시 리얼미터에서 조
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
론은 찬성 57.9%, 반대 26.2%, 무응답
및 잘 모름 15.9%로 과반수가 지금의 수
사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월 3일 국회 의결을 통과한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
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
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써 검찰
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절
대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지만, 윤
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행정부 정권
이 바뀌기 때문에 서둘러 검수완박을 추
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민형배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의혹이 문제시
되고 있다. 여당 3명과 야당 3명으로 구
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당의 표가
갈리게 되면 동률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
로 넘길 수 없다. 민주당의 민형배는 자
진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
회에 참석하여 4:2 과반수 찬성을 얻었
다. 검수완박은 본 회의에 넘어갔지만, 각
종 언론사가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황이 커지자 박병석 국
회의장이 검찰 직접 수사권의 단계적 폐
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만들었으며 더
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
는 것 같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
한 검찰 지휘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 합의 재검
토 의사를 밝혀 국정이 더욱 어지러워졌
다. 이런 어지러운 국정 속에서도 검수완

박 행사 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는
시작되었으며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
결됐다. 이로써 4달 뒤 대통령의 법안 공
포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남기고 박탈당하게 되
며,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충분해졌을
때 부패·경제까지 모두 박탈당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지닌 법안이 만들어진 지금 3
가지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첫 번째
는 이의 신청 권한의 축소이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다면 이의 신청
을 통하여 검찰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지
만,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이
의 신청을 해도 마땅히 재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두 번째는 경찰의 막강한 권
력 문제이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경
찰을 견제할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대 범죄 수사의
증발 문제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중대 범
죄 수사가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경찰의 인
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작 4달 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 여론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추세이지만 결코 검찰을 옹호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국민의 바람은 나쁜 짓을 저
지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뿐
이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든지 애국
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고 집행하
게끔 만드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건 기자
(chlrjssm63@jj.ac.kr)

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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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8th anniversary JJU (President Park Jin-
bae) worship service was held at 10:30 am on
May 4 at JJ Art Hall. As social distancing was
relaxed, President Park Jin-bae, Chairman Cha
Jong-soon, Vice Chairman of the Alumni Asso-
ciation Kim Hee-soo, and some of the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ttended the ceremony.

At the ceremony, awards were given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JJU (37 seniority awards includ-
ing Seo Eun-hye, 11 Outstanding Educators in-
cluding Park Gyun-cheol, 5 Outstanding
Researchers including Byun Joo-seung, 5 Su-
perstar Sraff Awards including Seo Seung-wan,
Achievement Award Kang Jong-soon, 3 Com-
mendation Plaques including Je Yong-hyeon).

President Park Jin-bae said at the ceremony,
“JJU has achieved excellent accomplishment in

the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ceived variou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However, as unprecedented upheaval is
taking place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rapidly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and
non-face-to-face classes, we need a dramatic
change. Although the traditional university sys-
tem was broken due to COVID-19, we will take
it as a new chance to make educational innova-
tion.”

‘The Beginning of a New University Innovation!’
JJU 58th Worship Service

‘The Beginning of a New University Innovation!’
JJU 58th Worship Service

reporter Choi Geon(chlrjssm6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As of May 2, 2022, the mandatory wearing of a
face mask outdoors, which has begun since Oc-
tober 2020, has been lifted. 19 months have
passed, and students can finally walk the streets
without wearing masks. For students who have
been restricted from most of their normal cam-
pus life, removing the mask outside is more than
simply relieving some of the discomfor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of 100 JJU
students regarding the issue of not wearing
masks outside, 83% expressed a positive opinion
while only 17% expressed a negative opinion.

Some of the positive comments said, "It seems
that discomfort has become a part of life during
COVID-19 pandemic.” “Now I want to go to cam-
pus without a mask.” and "We can not completely
go back to the normal life, but I hope to go back
little by little, and no mask outside is a good
start.” In addition, many students answered that
they expect to go back to normal life through
the removal of indoor masks as well.

Most of the students who chose negative opin-
ions were tired of changing the rules over and
over, which even looks meaningless. One student

say that "I am worried that the situation is get-
ting worse because of this new policy.”

Likewise, stud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various aspects of college life, such as depart-
ment gatherings, membership training, and
sports competitions, are continuing their school
life with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In this
situation, more practical and specific standards
are needed. I hope that the students will follow
the changing distancing policy well and return
to their normal college life as soon as possible.

JJU Students' Voices on the Removal of Outdoor MasksJJU Students' Voices on the Removal of Outdoor Masks
reporter Jo Jeong-hyun(cantona10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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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education on human rights hosted by the
JJU Human Rights Center started on April 8.
The education is conducted for JJU students and
faculty. The course runs from April 8 to Decem-
ber 31. To take the courses, you can log on to
the JJU cyber campus and click on the ‘2022
legal compulsory education and recommended
education’. You need to choose the courses based
on your position (student, professor, staff). Com-
monly recommended courses a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Human Rights’, and ‘Right

Remedies for Understanding Human Rights’. JJU
encourages special education on human rights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In addition, the following four maj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re available
from April 28th to December 31st. Education
deals with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which is a legal compulsory education that stu-
dents and all faculty and staff must take once a
year. You can take the courses on the JJU cyber
campus.

For human rights special education, a satisfac-
tion survey is conducted after watching an ed-
ucational video. Moreover, formative evaluation
and satisfaction surveys are carried out for the
four maj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courses
made compulsory by law. You can check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at the JJU cyber cam-
pus and checking the learning progress in the
home of the classroom on the left.

Information on Statutory Compulsory Education and Recommended 
Education for Year 2022

Information on Statutory Compulsory Education and Recommended 
Education for Year 2022

repoter Baek Seo-hee(seoheebaek0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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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g tâm học tiếng hàn và những kỷ niệm

Trung tâm học tiếng hàn dành cho tu
nghiệp sinh luôn luôn đầy ắp tiếng cười
và có lẽ là nơi mà tôi cảm thấy vui nhất
trong thời gian du học. Khi mới sang
hàn tất cả các bạn du học sinh đều phải
trải qua quá trình tu nghiệp tiếng rồi
sau đó mới chuyển đổi sang visa du
học. Những ngày chập chững mới
bước sang hàn ai ai cũng đều bỡ ngõ,
vô tư, hồn nhiên và học tiếng hàn từ
cấp vỡ lòng nên sẽ có nhiều trải
nghiệm và kỷ niệm thú vị, có lẽ là nơi
đây cũng là nơi đầu tiên mà mình gặp
nhiều các bạn đến từ nước ngoài nhất.
Không những học tiếng hàn mà còn có
thể học được văn hóa của các nước
khác nhau thông qua bạn bè cùng lớp.
Chúng ta tuy rằng đến từ các đất nước
khác nhau nhưng đều có điểm chung
đang sống cùng tại một đất nước xa lạ
và học chung cùng một ngôn ngữ nên
mặc dù tiếng chưa thạo nhưng vẫn
hiểu nhau. Đặc biệt nhờ sự ân cần,
nhiệt tình, chu đáo của các thầy cô giáo
dạy tiếng nên tôi cảm thấy được tình
yêu thương của các thầy cô dành cho
học sinh và tình yêu đó đã giúp cho
không chỉ riêng tôi mà các bạn học sinh

không còn cảm thấy sự cô đơn và dần
dần lớn lên từng bước trong quá trình
du học. 
Tôi thấy tình yêu thầy cô và tình yêu
bạn bè lúc đó thật đơn thuần và trong
sáng hay nói các khác nó đẹp một cách
mộc mạc.Thời gian trôi qua mỗi người

một hoàn cảnh và cứ thế đi theo nhiều
thứ và nhiều ngã rẽ của cuộc sống nên
dần dần cũng rồi xa trường học.
Trường học cũng thiếu vắng đi những
hình ảnh học sinh ngoại Quốc đến
trường đi học và hiện nay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à một trong những trường

học bị hạn chế visa không thể nhận
học sinh ngoại Quốc dẫn đến trung
tâm học tiếng hàn đã phải đóng cửa.
Đây là một thông tin buồn phải không
các bạn. Tiết học cuối cùng của trung
tâm tiếng hàn kết thúc vào ngày 13
tháng 5 năm 2022 khép lại một học kỳ
và đồng thời cũng là ngày kết thúc
trung tâm tiếng hàn chứa đầy kỷ niệm
vui vẻ thú vị và những tình yêu mộc
mạc của học sinh ngoại Quốc. 
Trung tâm tiếng hàn đóng cửa để lại
trong tôi nhiều cảm xúc nhưng có lẽ
điều khiến tôi cảm thấy nuối tiếc nhất
đó là sẽ không còn được gặp các thầy
cô giáo đã từng dạy tôi. Hy vọng các
bạn học sinh hãy cố gắng học tập
chăm chỉ để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có
thể nhanh chóng lấy lại vị trí top và
trung tâm tiếng hàn có thể khôi phục
lại như những ngày đầu.

与室外课堂一同复苏的青春校园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5月12日消

息，随着政府解除保持社会距离的防疫
措施，全州大学正式全面实施面对面的
授课方式，由此大学校园也恢复了往日
的活力。
利用教育部大学革新支援事业经费建起

来的校园室外讲课空间，即“室外课堂
（야외교실）”也受到关注，赢得了教授和
学生的热烈欢迎。
室外课堂是在教室外，日常与生活的延
续中传达学问和知识的空间。也是通过亲
自然的学习环境，为了强化学生的文、
艺、体力量，在全州大学校园内的天蚕馆
前松树林(천잠관앞소나무숲)、图书馆天空
庭院（도서관하늘정원）、天蚕水池（천잠
연）、音籁水池（소리연）、真理馆(진리관)等
五个地方构筑的室外学习空间。
参加室外课堂的英语教育系学生说：“平
时只在教室里上课，第一次吹着微风在

室外课堂上课感觉很棒，体会了特殊的
大学生活。希望疫情早点结束，好让我们
尽情享受大学校园的自由。”
另外，随着全面实施面对面的授课方
式，全州大学也逐渐恢复了其间中断的
体育大会等各项活动，进入恢复日常阶
段。

16日，全州大学总学生会为了强化新
生的适应能力举行了以“开花，及落
花”为题的活动。
此次活动是与成人节相连的活动。目
的在于让今年20岁的新生认识到社会

人的责任与义务，也让他们感受到成
长为成人的自豪感，也以此帮助他们
尽快适应大学生活。
以“开花，及落花”为主题，让新生到
不同的任务展位（mission booth）。在这
些展位让新生访问并体会他们还不熟

悉的校内各个设施。以此来帮助新生了
解校内建筑、设施、福利等。
在以“开花”为主题的主展位，让新生
参与问卷调查。问题是“（新芽）你儿时
的梦想是什么？”，“（开花）学生时代
最有趣的一件事儿是什么？”，“（盛

开）20至29岁之间最想成就的一件事是
什么？”。还为在校园内设置的三个任
务展位参与活动的学生发放了玫瑰、嘴
型果冻、嘴型挤牙膏器、落花招待券等
奖品。
在进行以“落花”为主题的脱口秀（talk

concert）时，在“开花”填写的问卷中评
选出优秀答案，并为获奖学生颁发了
香水。脱口秀期间还进行了小游戏，为
获奖者颁发了玫瑰香薰藤条。
主管活动的全州大学总学生会李欢

（音译）会长发表感想说：“为了帮助新
生尽快适应学校生活，也为了祝贺他
们成为成人，我们准备了亲手写的信
和2000多个礼物。希望此次活动为因疫
情受累的所有同学带去幸福时刻。”

全州大学总学生会为新生举行
强化适应力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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