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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무엇이든 물어보살’ 간담회 개최
지난 7일 본교 슈퍼스타홀에서 제49대 ABLE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콘셉트로, 상반기에 진행

된 총학생회 활동 및 결산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사전에 SNS와 네이버 폼을 통해 학우들의 질문들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였다.

1부는 JJ청원, 학생회비 사용 내역 보고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장은 진행된 행

사에 대해 월별로 키워드를 소개하며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진

행되었는지 등 설명을 덧붙였다.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학우들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특히 축제와 관련한 학우들의 불

만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과하며 대동제 때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사를 만들

겠다고 밝혔다.

2부는 교육방송국과 신문사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는 2학기에

어떤 행사와 활동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신문사 측 질문에 “1학기 종강부터 기

말고사 기간 내 귀가 행사, 방학 때는 농촌 봉사 활동과 국토 대장정 행사가 있

다. 2학기 활동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으나 학우들이 좋아할 만한 대동제

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대답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학교시설 보수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 어떤 불편 사항이 접수되었고, 보수 계획

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문이 세게 닫힌다, 수질 관리가 미흡하다, 정수

기에 종이컵이 없다 등 100여 건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내용을 행

정실에 전달하여 방학 때 10여 건 정도 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방학에도

열심히 점검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담회 이전에 받은 질문들을 뽑아 간담회에 참석한 학우들과 질

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우들은 총학생회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등 많은 질문을 남겼다. 총학생회장

과 부총학생회장은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읊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모든 질문

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지난 6월 8일,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가 스타센터 하림미션홀(B2)에서

진행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졸업작품전

은 3년 만에 오프라인 패션쇼의 형태로 재개되었다.

최진희 학과장은 개회식에서 “오늘 작품을 준비한 학생들과, 24년간 뒤에서 묵

묵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끝없는 격려를 해주신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표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박진배 총장은 “패션쇼를 준

비하면서 배웠던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능력을 자산 삼아 더욱 발전하는 슈퍼

스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

다.

패션쇼의 주제인 [공ː존]은 “여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의 생각에

닿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공존’을 모색한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2 졸업작품 패션

쇼를 기점으로 하여,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학우들의 의지

를 반영한 작명이기도 하다. 이번 패션쇼는 총 9개의 챕터로 나누어 37명이 91

벌의 작품을 디자인했다.

한편, 우수작품 및 공로상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이은빈(패션산업학과 4) 학우

를 비롯해 총 10명이 선정됐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공ː존] 개최

▲ 지난 6월 8일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공ː존]이 열렸다. 사진은 9개 챕터 중 6. Farmers Market의 모습이다. (사진: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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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본교 도서관 하늘정원에서 인권

영화제가 열렸다. 이 영화제는 전주대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직원, 교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인권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인권영화제에서는

‘함께 , 배움 , 나눔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코다

(CODA)’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

다. 영화 ‘코다(CODA)’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로 공개된 작품으로, 작품명인 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준말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을 통칭하는 말로, 영화는 농인 가족 안에서 가

수의 꿈을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한 소녀의 이야기

를 그려내었다.

인권센터는 영화를 관람하기 전 영화를 소개하고

인권영화제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영화

관람의 목적을 알 수 있었으며, 영화를 이해하기도

수월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음료와 샌드위

치를 제공하여 본교 학우들의 편의에 신경을 써 참

여율도 높은 편이었다. 영화 관람 이후 감상을 나

누는 시간을 가져 그저 관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참여한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감상

을 나눈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인권영화제뿐 아니라 본교

학우들을 위한 수많은 인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

다. 인권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https://www.jj.ac.kr/hu-

manrigh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제1회 인권영화제 개최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경, 캠퍼스 정류장 앞에

서 버스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다친 곳은 없었다. 이번 사

고는 승용차 운전자가 정류장 앞에 있는 예술관

입구를 주시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고에 대해 하

나같이 ‘언젠간 일어날 사고’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한 버스 기사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놀랍

지 않다. 정류장 입구가 좁아 버스가 직각으로 움

직여야 하는데, 입구 앞에 회전교차로와 가까운

인접 도로가 많아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

다. 이어서 “버스는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

다”며 “기사들이 최대한 주위를 살펴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번에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보던 학생이 사각지대에 있어 버스에 치인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전주시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달 캠퍼

스 내 정류장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에서 버스 정류장을 예술관 옆 주차장 인근이나

천잠관 앞 삼거리로 옮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

지만 예술관 앞 도로는 2차선 도로이기에 버스 정

차 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천잠관 앞 삼거

리는 기존 정류장과 거리가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

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교통안전 우려로 채택되

지 않았다. 결국 기존  정류장을 화단  쪽으로

5~8m 정도 이동시키고 정류장 입구를 넓히는 공

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회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면담 과정에서

공사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횡단보도 이

동에 따른 공사와 안전난간 설치 이야기만 들었

다. 정류장 공사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사실

관계를 학교 측에 문의해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로 정류장과 버스가 들어온 이후 많은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교내 버스 정류장 이용객

의 대부분이 학생인 만큼 교내 정류장 공사 회의

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됐어야 한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류장 입구 개선공사는

종강 이후 시작될 예정이며, 7월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늘어나는 교내 버스 교통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6월 9일 목요일, 전주대학교 교수봉사단인 ‘들

꽃’의 3주년 행사와 함께 2기 발족식이 열렸다.

‘들꽃’은 2019년 6월 3일,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목적

으로 창단하였다.

3주년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병수 선교봉

사처장의 격려사,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 단원

서약서 작성,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손지훈

사회봉사센터장, 한병수 선교봉사처장과 김문택

교수 외 18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했다. ‘들꽃’ 교수

봉사단은 남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연

탄 봉사활동, 제빵 나눔 등으로 소외 계층에게 도

움의 손길을 주었다. 또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군고구마 간식 나눔을 하는 등 창단 이래로 약

19번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은 ‘들꽃’ 교수봉사단이 전

주대학교의 큰 자랑이라며, ‘들꽃’의 봉사는 본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학습이 아니라 보여주는 경

험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한 2기 발족식에서는 5명의 교수

가 봉사단에 새롭게 가입하였다. 

이렇듯 실천하는 교수봉사단의 모습은 전주대

학교 건학이념에 맞게 교원들의 재능기부 전달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교수봉사단 ‘들꽃’, 3주년 행사 및 2기 발족식 열려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5월 31일 스타센터 108호에서 창의적 글

쓰기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진행되지 않던 시상식은 올해 코로나

19 감소세에 힘입어 열리게 되었다. 창의적 글쓰

기 경진대회는 재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과 말하

기 능력 배양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창의적 글

쓰기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수상을 했다.

시상을 맡은 박현진 교수(한국어문학과)는 “심

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이번 대회 글쓰기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평했다”라며 “이번 창의

적 글쓰기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글은 정형화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신선하였다”라고 전했다.

시상 전에는 각 수상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인터뷰는 혹시 모르는 표절 가능성을

방지하고, 글의 소재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생

각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알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번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에서는 송나운(한

국어문학과 3)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현

진 교수는 송나운 학생의 글은 장르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점이 창의적이었다는 심사 교수들의

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려상을 수상한 임

은서(문헌정보학과 2)학생은 글의 소재가 좋았으

며, 최용혁(역사콘텐츠학과 1)학생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장되고 다듬어지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평했다.

박현진 교수는 시상식을 마무리하며 “각 학과,

각 단과대학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참여해서 다양

한 경험을 한다면 사회로 나갔을 때 좋은 힘을 발

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학생들의 교내 대회 참여

를 독려했다.

*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수상작 총평 전문은 인터넷 신

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 전주대캠퍼스 정류장 버스 출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모습이다.

▲ 3주년 행사에 참석한 교수진들의 모습이다. 
(사진: 조민서 기자)

이랜드-전주대 산학협력 교육, 비스타(BESTar) 20기 수료식

우리 대학이 이랜드(회장 박성수)와 공동으로 10년

째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BESTar

프로그램이 지난 6월 16일에 20기 수료식을 거행했

다. 

BESTar 프로그램은 지난 2012학년도에 기업과 대

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업우수인재

육성과정(3학점)’을 개설하며 시작됐다. 강의방식은

이랜드 임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형식이다.

비스타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실무현장의 이야기를 이랜드그룹 임직원

들에게 직접 듣고 커리어개발과 면접을 준비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

랜드 취업 및 업무 경험의 기회를 획득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부터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호텔·외식·패션산업 현

장에서의 문제해결 방법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는 ‘책으로 성장하는 방법’, ‘나의 로드맵 그리기’, ‘고

객가치중심 스토리텔링’, ‘미리 써보는 자기소개서’,

‘프로젝트로 일하는 방법’, ‘커피 앤 베이커리’, ‘호텔

매니저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의사소통’ 등이다. 

특강 강사로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 이랜드 인재원 김용채 상무 외 이랜드

건설 이재욱 팀장과 정영진 팀장, 켄싱턴월드F&B 조

성우 부문장, 이랜드리테일 한민정 팀장, 이랜드파크

조훈현 수익전략 팀장, 이랜드파크(호텔법인) 유수민

파트장이 참여했다.

특히 본교 동문인 ㈜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는 학

생들에게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과 전설의 서비스 경

영기법을 들려주었으며, 이랜드파크(호텔법인)의 유

수민 파트장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3~4학년 후

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며 멘토

가 되어 주었다. 

이번 비스타 20기 수강생은 경영학과 9명, 물류무

역학과 6명, 금융보험학과 1명, 관광경영학과 1명, 외

식산업학과 2명, 패션산업학과 5명, 한식조리학과 2

명, 호텔경영학과 3명, 스마트미디어학과 4명, 산업공

학과 1명, 영어교육과 1명, 영미언어문화학과 1명, 역

사문화컨텐츠학과 1명, 운동처방학과 1명이었으며,

이 중 36명이 수료하였다. 

기말 과제로는 총 11개로 팀을 나누어 비즈니스 현

장을 방문해 고객의 소리를 듣고 문제해결 방법을 제

안하고 매출 증대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이랜드그룹 현직 전략팀

장이 직접 팀별 피드백과 Q&A로 프로젝트 수행을 돕

는 기업 밀착 지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지난 6월 16일(목)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

식이 열렸으며, 최우수팀 ‘EBG를 통한 미쏘 전주 이

스퀘어점의 구매율 향상 전략’(김유진 김세은 백상

은)의 발표가 있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랜드리테일

김시영 팀장은 “이번 비스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

해하고 비전을 꿈꾸며, 성과를 내는 방법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스타 20기 수료생 김유진(경영학과)은 “경영학

과여서 전공에서도 팀플레이의 경험이 있지만, 이번

비스타 수업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고객의 관점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고, 전략기획 팀장님으

로부터 직접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사전 사후 피드백

도 받게 되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후배들에

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밝

혔다.

보도: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phj4@jj.ac.kr)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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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행복!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꿈과 미래, 대학 안에서 찾아보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

워드가 있다. 바로 ‘취업’과 ‘미래’이다. 대학

생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타인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의 인

턴십, 기업서포터즈, 공모전 등의 대외 활동

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로 인

해 대학생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열정페이’

같은 문제도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대외활

동만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

외 활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대내

활동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 대학생들은

대외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

지만, 대내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의 관심만 가진

다면 본교에는 재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내활동이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 가지의 활동을 소개하려고 한

다. 바로 ‘전주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

터즈’, ‘중앙동아리 봉사분과’, ‘전주대학교 신

문방송국’이다.

첫 번째로 서포터즈 활동이다.

서포터즈 활동은 2학기 동안 진행되며 오프

라인 홍보를 통한 정형화되어 있는 경험과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현 사회가 바라는

온라인 홍보 경험을 모두 쌓으며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활용능력, ACA 등 비용의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듯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학

교 밖 기업이 아닌 교내 기관에서도 여러 업

무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봉사동아리 활동이다.

본교에는 적십자 청소년 단체인 RCY 굿네이

버스, 전북지부 소속 굿씨드, 지구대라는 이

름으로 3개의 봉사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이

동아리들은 헌혈 캠페인, 자원봉사센터 봉사,

연계형 봉사, 홍보행사, 나눔 행사, 재학생 대

상 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

하고 있다. 봉사 시간은 어느 직무든 공통적

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봉사동아리에 들

어간다면 좋은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신문방송국 활동이다.

신문사에 속한 모든 재학생은 대학 신문 기

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며 신문을 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

고 취재, 기사 작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

을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가 이러한

활동과 연관이 있다면 앞으로 있어 큰 힘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송국은 정기적으로 라디오를 진행하

고 뉴스를 만든다. 영상 편집이나 기획, 아나

운서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장래에 방송이나 컨텐

츠 분야에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활동 외에도 재학 기간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

양한 대내활동이 있다. 따라서 대외활동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진

다면, 근처에 항상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정현 기자 (cantona1029@jj.ac.kr)

2022 Dream-JOB 스터디 모집 안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위한

2022 Dream-JOB 스터디 모집을 시작했다.

위 프로그램은 동일(유사) 기업 및 직무를 목

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성공

적인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

다. 모집 대상은 전북 소재 대학 재학생 4·5

학년 및 졸업 예정자, 졸업생이며 모집 인원

은 총 10팀으로 1팀당 최소 4인에서 최대 8

인이다.

스터디 프로그램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진행하며 상시 접수 가

능하다. 접수 방법은 온스타에서 팀 단위 신

청 후 온스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이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개인 수행 계획서 부

분은 팀장, 팀원 모두 작성해야 한다.

스터디 활동 내용은 유사 기업 및 직무 취업

스터디, 그룹별 자율적 스터디 진행 및 운영,

그룹별 월 1회 이상 취업 지원관과 대면 컨설

팅, 주 1회 이상 진로 및 취업 분야별 시사 상

식 스터디 진행 그리고 워크넷 고용 안정 정

보망 구직 등록 및 역량 기술서 작성 등 5가

지 활동으로 진행된다.

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취업 관련 교재

지원 및 스터디 모임 다과비 지원, 그룹별

1:1 대면 컨설팅 지원까지 두 가지 혜택이 주

어진다. 그 외 온스타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혹

은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일

자리플러스센터 스터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1. 여름방학에 대학생을 위한 자기개발에는 자격증 취득, ○○,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경기지도학과, 검찰, 지역사회가 협력해 선도 대상 청소년이
자존감 ○○ 및 정서 순화를 돕는 프로그램인 ‘자 UP 자 得’을 마련했다.

3. 전주시립 교향악단 Debut concert 오디션에 합격한 고채은 학생은
다가오는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 예정이다.

4. 본교에서 재학생들이 ‘취업’과 ‘미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내활동은 서포터즈, 봉사동아리. ○○○○○ 활동이다.

5. 제49대 ABLE ○○○○가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콘셉트로
진행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6. 지난 5월 31일 스타센터 109호에서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이 진행되었다.

7. 지난 6월 8일, 패션산업학과 ○○○○ 패션쇼가 스타센터
하림미션홀(B2)에서 진행됐다.

* 알 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학우를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7월 8일(금)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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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대학생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

6월 22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여름

방학은 학교생활만으로 벅찬 학생들에게 자

기개발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준다.

자기개발에는 자격증 취득, 여행,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활

동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최

근 기업 중에는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해 본교는 다양

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은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정보처리기사, IT

Plus, ACP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GTQi 1

급 포토샵, 전산회계 1급, 직업상담사 2급, 유

통관리사 등이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위주로 학기

초에 개설되며, 선착순으로 신청받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할 때 전주대 온스타-비교과 프

로그램-자격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본교는 취득한 자격증을 제출하면 ‘StarT

Program’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StarT Program’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며, 수퍼루키(자격증취득)

활동을 통해 StarT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자

격증 취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최

대 400점이며, 이 포인트는 120만 원의 장학

금으로 환산된다. 포인트는 국가공인자격, 민

간공인자격, 민간등록자격 각각 70점, 50점,

30점으로 환산된다. 취득한 학기에 자격증을

CA실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전주대 인스타 홈페이지-

학사관리-StarT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내 자격증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지 모르는 학생에게 2가지

자격증을 소개해주려 한다. 첫 번째 자격증

은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최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 합격

률이 64.9%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적은 비

용과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격

증은 IT Plus이다. IT Plus는 워드프로세서

와 컴퓨터활용능력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능

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Level 1~5까지 난이도가 세분화되어있기 때

문에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추가로 전주대 온스타에서 GTQi 1

급과 정보처리기사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

받는 중이다. GTQi 1급은 재학생 대상, 정보

처리기사는 4학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그래픽 분야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7월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추천

한다. 

자격증 취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게 필요한 자격증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격

증 취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더하여 본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니, 방학 기간에 교내 프로그램

을 통해 자격증을 딴다면 대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920호 정답: 실외마스크해제

축하드립니다♥
[920호 정답자]

-영화방송학과 강현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김은서
-금융보험학과 선정안

1

2

3

4

5

6

7

나 영화 관람권하고 

극장 매점 쿠폰이 생겼는데

같이 영화보러 갈래?

영화는 좋은데...
극장에서는 음식을

못 먹지 않아?

무슨 소리야!
영화관뿐만 아니라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됐잖아!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리고 철도, 고속(전세)버스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허용됐어!

와아, 그럼 내일
시내버스 안에서

간단하게 빵 먹으면서
학교 와야겠다!

앗,아직
시내(마을)버스에서는

밀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취식이 금지되어 있어

그렇구나 아쉽다...
그럼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보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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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학과, ‘자 UP 자 得’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실시

본교가 전주지방검찰청 및 청소년 범죄예방위

원 전주지역 협의회와 함께 ‘자 UP 자 得(자신

감 업, 자존감 득)’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업자득 프로그램은 소년범이 대학 교수 및

조교가 직접 지도하는 미술, 체육 등의 교육 과

정을 이수한다면, 이를 조건으로 선처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전의 획일적이고 정적인 소년범 대응 시스템

은 충분한 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

라서 검찰과 지역사회(관내 대학)가 협력해 선

도 대상 청소년이 예체능 등 체험 교육에 참여

해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자존감 회복 및 정

서 순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업자

득 프로그램은 장래 재범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5월 중순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축구 교육 및 상

담으로 진행된다. 전주지검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년범을 선정한 후 본교 경기

지도학과에 교육을 의뢰한다. 경기지도학과에

서 지도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축구에 대한 훈

련을 구성하게 되며, 이후 교수 및 조교가 훈련

에 적합한 코칭을 해줌으로써 완성도 있는 교

육을 시행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은 소년

범들이 교육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할 예정

이다.

경기지도학과 유강원 교수는 “자업자득 프로그

램을 통해 소년범은 축구 교육 및 상담을 받으

며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

성을 증진할 수 있다”라며 “소년범을 가르치는

학생들은 지도자로 실제 지도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들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교화 방식이어서 재범 방지 효

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도자로

참여하는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에게도 좋은 실

습이 될 수 있다. 자업자득은 실효적인 선도 프

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연 기자(202062006@jj.ac.kr)

전주시립교향악단 Debut concert 
오디션, 음악학과 재학생 합격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고채은 학생이 2022년

전주시립교향악단 유망주 콘서트 Debut Con-

cert 협연자 오디션에 합격했다. 

1976년에 창단되어 47년 동안 전라북도의 음악

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전주시립 교

향악단은 예술적 기량이 뛰어난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신인 연주자에게 무대 경험과 자기표

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Dubut Concert 협

연자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악, 관악, 타

악, 성악 부문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를 모집

하여 합격자를 꾸준히 선발하고 있다. 

Debut Concert 협연자 오디션은 지난 5월 31일

화요일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사업소 내 다목적

실에서 열렸다. 피아노 전공인 고채은 학생은

협주곡 형태의 콘체르토 피스, 차이콥스키 피아

노 콘체르토 1번을 선택해 응시했다. 고채은 학

생은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전주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번 연주를 준비했다”라고

합격 소감을 남겼다. 

한편, 고채은 학생은 오는 8월 11일 목요일 오

후 7시 30분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전악장을 협연할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boradoly825@jj.ac.kr)

생활체육학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트레이너로 활약

본교 생활체육학과가 지난 5월 26일~31일 전

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한 전북대표선수단 트레

이너로 학생들을 파견했다. 5월 28일부터 31일

까지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목으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다. 또한 이번 대회

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정상 개최이기 때

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본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라

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학과의 업무협약을 맺

어 생활체육학과 학생 9명을 트레이너로서 현

장에 파견했다. 파견된 4학년 학생들은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배구, 검도, 양궁 등 총 6개의

종목을 담당했다. 파견 학생들은 실습 전 4년간

배운 전문지식과 더불어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

절하는 방법 등 현장 트레이너의 역할을 다하

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받았다. 실습

은 테이핑, 마사지, 재활치료, 응급처치 등 학과

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진행됐다. 트레이너

로 활약한 4학년 재학생은 “파견 기간 경기 전·

후로 학생 선수들의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져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경험을 쌓았

다.”라며 “선수들이 재활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에 뿌듯했다. 앞으로 이런 실습 기

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체육학과 홍성택 학과장은 이번 실습을 마

치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실습을 실행하

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선하며 학

생들의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트레이너로 참여

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북대표

선수단이 유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배드민

턴 단체전 동메달, 태권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4개, 배구 단체전 금메달, 검도 단체

전 금메달, 양궁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호텔경영학과, 글로벌 호텔그룹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첫 결실

우리 대학은 지난 17일, 글로벌 호텔그룹 한국

메리어트가 호텔의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

한 호텔경영학과 학생 30명에게 이수증을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텔경영학과와 한국 메리어트 호텔 그

룹이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한 채

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첫 결실을 보

게 되었다.

메리어트 호텔그룹은 JW메리어트, 메리어트 코

트야드, 쉐라톤 등 국내 35개 호텔을 포함해 세

계 유수 호텔을 보유한 최고의 글로벌 호텔그룹

이다.

이날 메리어트 호텔그룹 교육과정 이수증 전달

식에는 황인수 교육부총장과 문화관광대학 심

영국 학장, 호텔경영학과장 안세길 교수, 호텔경

영학과 임현정 교수, 미카일 교수와 카피오 교

수가 참석했고 호텔 측 대표로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 신봉권 인사부장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메리어트

호텔그룹의 경영철학 및 운영 현황, 주요 부서

의 직무 학습과 호텔 실무 체험은 물론 글로벌

호텔리어로 성장하기 위한 경력개발과 4차 산

업혁명, 뉴노멀 시대의 호텔 대응 전략 세미나

등 메리어트 호텔그룹이 특별히 마련한 총 48시

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메리어트 호텔그

룹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메리어트 호텔그

룹 입사에서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송하영(호텔경영학과 3) 학생은 “호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무 내용과 사례를 들어

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생생하고 실감

나는 교육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메리어트 교육과정을 진행한 JW메리어트 동대

문스퀘어호텔 신봉권 인사부장은 “우리 호텔그

룹의 교육을 받았던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호

텔리어에게 필요한 인성과 어학 실력을 고루 갖

춘 인재들이었다”라며, “한 명의 낙오 없이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 주었고, 예비 호텔리어로서 훌

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장 안세길 교수는 “호텔경영학과

는 실무 중심의 알찬 교육과정과 전공 수업의

80% 영어 수업 진행 등으로 국내외 유수 호텔에

서 예비 호텔리어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

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현직자의 직무 특

강과 현장실습, 인턴십 등 글로벌 호텔그룹과 협

력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000년 학과가 개설

된 이후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국내 호텔에서 매

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6년

도부터 시작된 해외 취업 누적 인원이 현재 339

명에 달하고 있어서 호텔 업계의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보도: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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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인문대학 학생회는 주요공

약 5개와 세부공약 9개를 약속했

다. 주요공약에서는 여성용품 및

상비약 다양화와 무료 프린트 복

지 사업, 야외 테이블 식탁보를 지

원하는 복지 물품 확충 및 환경 개

선 공약과 학과 연합 행사 및 축제

활성화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확

인됐다. 세부공약에서는 온앤오프

소통 활성화, 우산 빗물 제거기 설

치 등 6개 공약이 이행되었다. 층

별 엘리베이터 앞 로비 활성화 공

약은 부분 이행 중이다. 인문대학

24시간 스터디룸 개설 공약은 단

과대학 행정실과 협의하고 있어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인문대

학 재정 감사의 날 시행은 1학기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주

차구역 설치 및 진리관 뒤 족구 농구장 펜스 설치, HATCH 라운지 테이블 교체 공약 또한 학교

와 협의하고 있어 아직 미이행되었다. 이에 박세철 학생회장은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2학기 임

기 전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ABL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

부공약 11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에서 지하 환경

개선과 프린터기 및 스테이플러 추가 설치 등 총 4

개 공약을 이행했다. 제3회 평화인의 밤 개최는 2

학기로 예정되어 있다. 세부공약에서는 제7회 애

플 축제 개최와 우산 물기 제거기 및 강의실 우산

꽂이 설치 등 5개 공약을 이행했다. HATCH 라운

지 관리 제도 도입과 시험 기간 강의실 24시간 개

방은 부분 이행 중이다. 사회과학대학 농촌 봉사

활동은 이번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며,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는 2학기에 예정되어 있다. 사회과

학대학 체육대회 개편과 헌책 장터 진행은 아직 미

이행 중이다. 이에 서효원 학생회장은 “아직 이행

하지 못한 공약들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2학기에 꼭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ːACTION 경영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20개를

약속했다 . 주 요 공약에 서  RE-

Festival <REːSUME> 공약이 유

일하게 이행됐다. <REːPAY>경영

장 학 금  확 대  및  W’E’스 포 츠

<REːPLAY>공약 등 3개 공약은 부

분 이행 중이다. <REːBACK> To.

gather 유학생 공약은 2학기에 진

행 예정이다. 세부공약에서는 게

릴라 이벤트 및 경영대 생활백서

등 7개 공약이 이행됐다. 경영대

학 게시판 활성화는 부분 이행 중

이다. 농촌 봉사 활동과 미끄럼 방

지 패드 설치 등 6개 공약 역시 방

학 중 이행 예정이며, 경영 마켓과

생필품 공동구매 등 4개 공약은 2학기에 예정되어 있다. 음식물 처리기 설치 및 화장실 불법 촬

영 물품 정기 점검은 아직 미이행 중이다. 이승아 학생회장은 “방학기간 장학금 관련 공약 이

행이 예정되어 있고 2학기에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남아있는 기간도 잘 지켜봐 주시

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REːACTION 공과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에서 단합력

과 협동심 액션 <REːLATIONSHIP> 공약이 유일

하게 이행됐다. <REːPORT>

공대 알리미 액션 공약은 부분 이행 중이다.

<REːMEMBER> 즐거운 추억 액션 및 바자회 액션

<REːCYCLE> 등 3개 공약은 2학기에 예정되어 있

다. 세부공약에서는 대여 물품 확대 및 무료 프린

트 사업 등 3개 공약이 이행되었다. 간식 이벤트와

포인트 제도는 부분 진행 중이며, 공대 map 개선

및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등 4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 예정이다. 공대 OUTLET 공약은 2학기에 예

정되어 있다. 최광일 학생회장은 “학교생활에 불

편함이 없도록 더 살피고 노력하겠다. 학우 여러분

과 했던 약속 꼭 지키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

했다.

REːMAK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

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에서 문화

융합대학 예술체육부서 신설 및

문화융합대학 온라인 월간지 발행

공약은 이행됐다. REːMake The

문융 공약은 부분 이행 중이다.

End 코로나 And 2022 공약은 방

학 중 이행될 예정이며, 2022 WE

ARE THE CHAMPION 공약은 2

학기에 예정되어 있다. 세부공약

에서는 복지시설 및 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제휴업체 협약 공약이

이행됐다. 장학금 포인트 제도와

불법촬영 상시검사 실시는 부분

이행 중이다.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및 휘트니스 센터 이용료 지원 등 3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 예정이다. 문화융합대학 MD

제작 및 학과 간담회 개최 등 4개 공약은 2학기에 예정되어 있다.

ABLE 문화관광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

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에서 이행된

공약은 아직 없다. Point&Gift: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공약과 ‘함께’하는 우리: With 유학생 공약은

부분 이행 중이며, Clean-up: 해충No! 먼지 No!

공약이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문광 DAY: ‘달’

이 ‘빛’나는 날 공약과 우린 깐부잖아: 연합 M.T.

추진 공약은 2학기에 예정되어 있다. 세부공약에

서는 복지 물품 확장 및 지폐 교환 시스템 등 5개

공약을 이행했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공약

은 시범 운행 중이며, 피플카 제휴 및 배치와 에어

컨 및 히터 중앙제어 완화 등 3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할 예정이다. 농구장 리모델링 공약은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 이에 권진혁 학생회장은 “코로

나19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학교생활을 학

생회장 임기 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하

겠다”라고 말했다.

2학기까지 활동해야 하는 학생회들은 이번 학기에 이행한 공약을 되돌아보며 다음 학기를 위해 점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률은 평균 37.8%로 집계되었다. 높은 이행률은 아니지

만, 공약 특성상 다수 단과대학 학생회의 공약이 2학기 전후에 몰려있는 만큼 방학과 2학기에 이행이 예정돼

있는 38.3%의 공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 손민기 기자(minki7064@jj.ac.kr)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ABLE 인문대학 학생회]

[ABL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REːACTION 경영대학 학생회]

[REːACTION 공과대학 학생회]

[REːMAK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ABLE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2022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야외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거리두기 해제를 반겼겠지만, 제일 반갑게 맞이
한 곳은 학생회라고 예상된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회에서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특집면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제시한 공약이
지난 1학기에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을 해보았다. 점검 대상 단과대학은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이다. 사범대학 학생회는 보궐선거로 당선
된 후 활동 기간이 짧아 제외했고, 의과학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은 학생회가 출범하지 않아 제외했다. 또한,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공약은 미이행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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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지난 2021년부터 올

해 4월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동

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진행

했다. 이 시위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

선, 4호선, 5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대구 지하철

1호선 역에서 진행되었다. 현재는 지하철이 아닌

도로 행진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어떤 단체일까?

2007년에 설립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

하 ‘전장연’)는 사회 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

려고 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

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

어나가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전장연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에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이 있었으며, 그러한

억압과 차별이 현재까지 만연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경쟁 사회는 장애인을 무가치하고 기준 이

하의 존재로 만들며, 그저 시혜와 동정밖에 남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은 그저 정권

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해버린

신세일 뿐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장애인들

이 차별받는 세상에서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 철폐

와 장애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지금도 전

장연은 시위하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최전방에

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

장연 시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장연이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전장연 시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시위가 일어

난 배경은 박 전 시장이 2015년 ‘서울시 장애인 이

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

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율 100%를 약속한 것이 시

초이다. 발표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2015년

87.7%에서 지난해 92.2%(283곳 중 261곳)로 증가

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2021년 서울시 본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장연은

지난해 초 네 번의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

나 목표 기한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

속했지만, 2022년 예산에도 설계 작업이 완료된 8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

았다. 

전장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

터 설치 문제 시위와 함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촉

구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촉구 시위는 지난해 12

월 6일부터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됐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법안,

‘중앙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였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

권 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국 저상버스 실 보급률은 아직 28%(9,791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발

표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한 적은 없다. 이는 혜

화역 시위가 진행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

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운행을 임시 중

단하기도 했다. 이런 서울교통공사 태도에 많은 시

민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했

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의 전장연 시위에 대한 관

심과 지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위가 큰 힘을 발

휘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를 하면서 판도는 뒤집혔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사회적 갈등을 일

으키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것이다. 시위 장

소가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 것이 사회

적 문제가 되었다. 전장연은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

퀴를 넣는 방식으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만들어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시위를 진행

했다. 이때 일어난 전철 스크린도어의 파손이 더욱

화제가 되어 전장연의 시위가 시민들의 큰 이목을

끌었다.

전장연 시위는 이렇게 큰 논란을 끈 2022년 2월 3

일부터 매일 아침 진행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

보 텔레비전 토론 1분 발언을 계기로 잠정 중단했

다. 심 후보는 마지막 1분 발언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이동권조차 보장하

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위를

걷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선진국 만

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하겠다”라고 발언

을 마무리했다. 이에 전장연은 심 후보의 발언에 감

사를 표하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4일부터 6일간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재

개됐다. 지하철 시위가 재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

의 불편이 가중됐다. 시위가 벌어진 지하철 호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

리가 터져 나왔다.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이 훌

쩍 넘게 지하철 운행이 지체되며 직장인들이 제시

간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내방송에

서는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

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시위 장소가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

철이며, 시민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에 시위를 한다

는 점에서 비판이 많은 추세이다. 하지만 일부 시

민들은 시위라는 것이 본래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

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 모이는 지하철이 시위에 최적인 장소라고 이야

기한다. 실제로 전장연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소유 건물에서 87일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시민들

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에 애초부터 정치권과 시

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하철 점거시위까지 가

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직장인을 중심

으로 전장연 시위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

는 상황이며, 서울교통공사 역시 시위의 취지를 이

해하지만, 운영의 차질이 크다며 3,000만 원 상당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전장연이 지자체와 시

민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에 따라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그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장연의 시위에 따라 요구 사항을 모

두 들어준다면 전장연의 시위가 선례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후 다른 시민 단체가 전장연의 행보에 따

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협하면 요구안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폭력적, 테러적인 시위를 한

다면 더욱 높은 수위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전장연 시위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가 시위에 관심을 가진다면, 전장연의 처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과 장애인 인

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장연도 시

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목적을 이룬 이상 불특정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장연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이다. 이동권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

리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시위라는 것

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왜 그런 선택

을 한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시위를 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약자들만의 불편함

은 묵살되기 쉽다. 지금은 절박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글: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디자이너: 사주연 기자(202062006@jj.ac.kr)

루비는 아름다운 음색과 음악성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루

비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장애 때문에 괴롭힘을 당

하는 루비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용기를 내 합창단에 들

어가게 되고, 자신의 반짝이는 재능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재능을 본 합창단 선생님은 루비의 음

대 입시를 돕지만, 남은 가족들은 루비의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음대에 가고 싶어 하는 루비

와 루비가 가족의 곁을 지켰으면 하는 부모님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과연 루비는 이 역경을 딛고 일

어설 수 있을까요?

‘코다’는 작년 여름에 개봉한 미국 영화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 제37회 선댄스 영화

제에서 4관왕을 하는 등 각종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CODA

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준말입니다.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루비는 가족들에게 세

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닌 루비는 가족과 꿈 사이의 갈림길에서 고민합

니다. 

코다는 얼마 전 진행했던 전주대학교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했습니다. 사회에서 농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발랄한 하이틴 성장드라마로 풀어내 많은 관객의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유쾌하지만 가볍

지만은 않은 루비의 가족의 성장스토리, 궁금하시다면 코다를 보러오세요.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감독 : 션 헤이더    ｜장르 : 드라마
｜개봉 : 2021.08.31 ｜러닝타임 : 111분
｜출연 :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필로,

트로이 코처

음악의 마법에 빠질 시간!
가장 조용한 세상에서 시작된 여름의 노래!
24/7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
는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간 합창단에
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
다.

루비는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
와의 듀엣 콘서트와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지만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
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망
설이는데… 

오늘 이 영화 어때요?

지하철이 멈춰 서자 
수면 위로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이 멈춰 서자 
수면 위로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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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은

미술관과

함께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

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모두 마비시켰

다. 그렇게 2020년부터 정지된 우리의 문화생활은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번에 개봉한 <범죄도시2>는 팬데

믹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였으

며,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콘서트나 문화 행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던 우리

의 문화에 다시 활기가 되찾아오고 있다. 

물론 아직 모든 문화생활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돌

아온 것은 아니다. 큰 타격을 입은 문화들은 아직 회

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중에서

도 미술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 매해

약 580만 명이 방문하던 영국 대영 박물관의 경우

2020년 3월 18일부터 약 1년간 휴관에 돌입하고 모

든 프로그램과 전시들도 취소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술관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미술관들은 코로나의 장기화 대책

으로 온라인 전시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는 직접 관

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낯선 방식이

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술관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

복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미술관에 큰 타격을 주었던 코로나의

종식이 다가오면서 미술관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보

러 온 관객은 역대 국가미술관 전시 중 두 번째로 많

았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전주 근교의 미술관들도 다시 프로그램과 전시를 시

작하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미술관 방문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

만, 이제 종강을 맞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주 근교

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도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면에서는 전주 근교 미

술관의 방문을 추천하기 위해 미술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조민서 기자(whalstj0207@jj.ac.kr)

전북 도립미술관
전북 도립미술관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2004년

10월에 개관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다양한 미술 전시회를 개최

하며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및 국내 작가 발굴,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전라북도

의 미술 문화 창달에 기여를 위해 건립한 공공미술관이다. 

미술관 1층은 강당으로 사용되고 2층은 강의실, 실기실 및 어린이

실습실, 보존처리실, 하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아트

숍 카페테리아, 자료열람실, 수장고 등이 있다. 야외에는 공연장을

비롯해 광장, 수변공간, 정원, 테라스 등의 조경 및 휴게공간이 있

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1년에 2차례 국내

미술계 동향, 작가소개, 작품 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이론 강

좌와 실기강좌를 운영하고,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

틀리에를 진행한다. 또한 강당과 야외무대에서는 공연과 퍼포먼스

와 같은 다양한 복합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한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북 도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j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현대미술관
전주 현대미술관은 한옥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미디어아트

및 서양화, 동양화를 전시하는 사립 미술관이다.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전주 현대미술관 JeMA(Jeonju Contemporary Museum of Art)는

1960년도 전주 남부시장에 지어진 옛 초원약품 건물을 재단장한

미술 공간이다. JeMA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기획으로 원 도심지

를 더욱 살기 행복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핵심적 공간이 되자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즐거운 미술관, 상상하는 미술관, 창

조하는 미술관, 공유하는 미술관 총 4대 목표를 세우고 전시 및 교

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JeMA는 현대미술 기획전과 현대미술을 해설해주는 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목각 가구를 제작 조립하는 창의 프로그

램과 ‘민화 이야기와 그림 그리기’, ‘소설과 시가 있는 그림 그리기’,

‘내 자서전을 위한 그림일기’ 등 그림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주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s://jemamuseu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교동미술관

전주 한옥마을 근교에 위치한 교동미술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2007년에 건립되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10시부

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10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교동미술관은 시·도같은 지자체나 단체에서 만든 미술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재를 내놓으면서 탄생한 공간

이다. 미술관이 들어선 곳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약

2,500여 평의 공장 터로 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던 의류공장

터였다. 교동미술관은 그 시절 옛 공장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

고자 공장 일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관했다.

교동미술관은 2007년 개관 이래 매년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

램을 통해 지역의 우수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미술관 문턱을 낮

춰 작가와 지역민, 관광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주여성 및 지역 아동민 등 문화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이며,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

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교동미술관 (http://www.gdart.co.kr/main/inner.php?sMenu=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술관은 비대면으로는 완벽하게 즐길 수 없는 활동 중 하나다. 직접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과 사진이나 영상으로 감상하는 것은 천지 차

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술관에 갈 수 없었고, 미술관도 관객이 끊겨 큰 타격을 입었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미술

관을 방문하는 것은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문화 활동이 되고, 미술관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미술관들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개의 미술관 이외에도 근처에 둘러볼 수 있는 수많은 미술관

이 있기 때문에 근처 미술관을 찾아보고 방문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문화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문화생활이 다시 회복

되고 있는 지금, 팬데믹 이후 첫 종강을 맞아 미술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ㅅㅁ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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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측불허한 시간을 의미한다. 우린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미

래를 고민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한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이다. 끝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미래를 확실히 아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미래에 대비하는 현실이 마음을 해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

간은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를 안다면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 미래가 긍정적이라면 현재가

힘들더라도 앞으로 생길 좋은 일을 기다리며 힘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미래가 부정적이

라면 부정적인 미래가 오기 전에 현재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어떤 미래가 다

가오든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바뀌지 않을 미래를 알면 현재를 열심히 살아도 부질없다며 게을리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미래를 알고 나서 현재를 더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신과 맞는 길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

을 챙길 시간의 여유는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0~30대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취업, 학업에서 오는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도전과 좌절의 반복 대신 정해진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생겨 건강관리나 여가생활을 즐기

는 등 자신을 챙길 수 있다. 

살면서 한 번쯤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봤을 것이다. 궁금하긴 하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다고들 한다. 만일 자신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대하

는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 주변 사람

들과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등을 생각하며 하루를 소중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등 인생에 있어서 감사해야 할 일

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맞아야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

다. 하지만 인생의 끝을 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걱정하고 헤매는 것보다 미래를 알고 나

서 현재를 알차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볼 것이다 YES or NO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필요악미래를 알면 현재가 바뀐다

사전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았다. 사전은 인생이란,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으로서

생을 받고 희비의 과정을 거쳐 사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

럼 인생은 ‘생’을 받고 ‘희비’의 과정을 거쳐 ‘사’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그 희비의 과정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미로 게임과도 같다. ‘생’이라는 입구와 ‘사’라는 출구가 존재하지만, 출구가 어디쯤 있

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나의 인생이 짧고 단순한지, 길고 복잡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높고 단단한 벽들에 둘러싸여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여

러 갈림길 중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매 순간 갈림길이 나오면 선택하고, 나

아가야 한다. 

내가 선택한 길이 출구로 향하는 길인지, 큰 벽을 만나게 되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러나 다행인 것은 틀린 길이라 생각되면 되돌아 나올 수 있고, 그 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희

비가 있다는 것이다.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길에서 동료를 만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해결

책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동료와의 이별, 혹은 반복되는 막다른 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실패에서도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막다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통

찰력이라든가 하는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인생의 미로는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후

회 없는 생을 살다가 ‘사’라는 출구로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출구로 향하는 방법을 알고 있

다면 과연 그 과정이 재미있을까?

내가 알고자 하는 미래가 내 기준에서 볼 때 불행한지, 만족스러운지 현재의 나는 알지 못한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미로 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즐기다가 어

떤 절망을 견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도 내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과

정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을까?

미래를 알게 된다면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출구를 찾는 과정에 온

전히 몰입하여 순간을 즐기고, 괴로워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길고 긴 인생에서 희비를

잃은 채 바뀌지 않는 결과를 향하여 가는 길은 매 순간의 몰입을 깨뜨리고, 인생에서 느끼는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던 미래가 불행하다면, 미래를 기대하며 그 순간이 얼른 다가오기를 바

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미래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미래라면 더욱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이다. 미래를 아는 건 어쩌면 신나는 일이기도 하겠지

만,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미래를 모른다고 현재가 마냥 즐겁거나 다가올 미래가 기

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모른다면, 나의 미래가 어떨지 기대하며, 새로운 꿈을 꾸

고,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즐기며, 미래가 아닌 현재

의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로 시작해서 D(Death)로 끝난다. 그러나

그사이에는 C(Choice)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 미래를 미리 알고 다가올 미래에 순응하지 않

고,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지와 나의 선택의 결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것도 인생

의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희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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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미래는 모르는 현재의 희비

어느 날, 당신의 미래를 볼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현재의 당신은
알 수 없고, 결과를 안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미래.
그래도 정해진 미래를 볼 것인가?

※ 한 학기 동안 'YES or NO'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다양한 주제로 찬반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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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 인력 수요에 따라 직무별 적성을 고려해 2학년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해 졸업 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산학교육프로그램이다.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지난 2018년 채용연계형 적성 중심 인재 육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림그룹의 공채 선발 절차에 따라 지난
2019년 하림beSAR 1기를 선발했고, 올해 하림beSTAR 4기가 선발됐다. 지금껏 선발된 합격자 중 이지원 학우, 김소은 학우, 송동현 학우와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Q.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영업 직무 이지원(공연방송연기학과21):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에 한 번에 성공하여 회사 생

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학벌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으로도 취업이 어렵

고, 3년 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경기 상황 속에 경력

이 필요한 신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제 미래가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전주대학교를 들어오고 나서 하림과 전주대학교가

함께 공동 인력 양성 과정을 거치며 전공과 성적에 상관

없이 2학년 1학기 재학생을 상대로 진행하는 하림그룹

최종 선발 및 취업 확정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어서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방송제작 직무 송동현(영화방송학과18): 제가 지원

한 가장 큰 이유는 매 학기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부

모님께 교통비와 식비만 받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개인

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 학기 지급하

는 100만 원이 저에겐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다음 계기

는 당연히 졸업 후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것도 대기업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더욱 지

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졸업 후 대기업은 고사

하고 건실한 중견 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얼

마나 힘든지 친한 형, 누나들이나 먼저 취업한 친구들을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림beSTAR가 엄청난 기회라

는 걸 알게 되니 무조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Q.하림beSTAR 프로그램에서 수강한 수
업 중 인상 깊은 수업이 있을까요?

홍보방송제작 직무 김소은(영화방송학과20): 저는 이번에

수강한 ‘창의적 문제 해결방법론’이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

에 남습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수업 내용이었는데 수

업 이름처럼 정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었습

니다. 보통 수업들은 수업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보면 됐었

는데, 이 수업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보통의 수업과 다른 방식의 수업과 평가 방

법이어서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나름 창의적인 사

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Q.하림beSTAR가 되면서 본인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홍보방송제작 직무 김소은(영화방송학과20): 저는 하림

beSTAR가 학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대표해

서 하림에 취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학교 얼굴에 먹칠

하지 말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기 계발과 저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

니다. 또한 선택한 직무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고,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영업 직무 이지원(공연방송연기학과21): 하림 4기 구성원

으로서 제 직무와 관련된 수업을 배우고, 현장 실습을 나가

배우는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저의 졸업 후

의 모습이 가장 기대됩니다. 특히 2학년 1학기까지는 공연

방송연기학과에서 학과 생활을 하였지만 2학년 2학기부터

는 전혀 결이 다른 경영학과에서 배우기 때문에 달라진 학

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Q.
홍보방송제작 직무 송동현(영화방송학과18): 하림 beSTAR에 관심이 있다면 2학년일 확률이 높

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혹은 스스로 2학년부터 무슨 취업 준비를 하느냐고, 아직 더 놀아도 된

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0살이 넘은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대학생입니다. 자유를 즐기고 추

억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의 냉정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객관

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하림beSTAR가 4학년이 되기 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림beSTAR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

고,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어떤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러니 많은 학생이 꼭 하림beSTAR에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Q.어떤 직무를 선택하셨는지, 그 직무를 선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홍보방송제작 직무 송동현(영화방송학과18): 홍보방송제작 직

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에 입학

했을 때부터 저의 목표였던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

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직무별로 주관하는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직무는 경영학과이고 제

가 선택한 홍보방송제작 직무는 제가 재학 중인 영화방송학과

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전공을 살릴 수 있었고, 합격해도

주관 학과로 전과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홍보방송제작 직무를

선택하였습니다.

Q.하림beSTAR에 선발되기 위해 어떤 준비
를 하셨나요?

영업 직무 이지원(공연방송연기학과21): 사실 제가 현재 학과

에서 진행 중인 공연 준비와 동시에 하림beSTAR 과정이 겹쳤

던 상황이라서 다른 분들에 비해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임원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면접

강화 교육에 가지 못했고 학과 일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

적 여유가 없어 머리도 탈색인 상태 그대로 갔었기 때문에 걱

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지인 중에 이미 뽑혔던 선배들이

있어 면접 조언도 받았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

던 경험과 학과 공연 참여 경력, 현재 학과장님과 함께 하는 프

로젝트 경험을 통해 제 순발력과 경험을 살려 임원분들의 질문

에 잘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Q.하림beSTAR 선발 과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   
금합니다.

영업 직무 이지원(공연방송연기학과21): 마지막 임원면접 과

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에서 면접을 진행해

서 임원분들도 지쳐있었던 상황 속에서 면접을 보려니 더욱 긴

장했습니다. 다행히 걱정되었던 저의 옷차림을 임원분들이 지

적하지 않으셨고, 본인의 영업 능력을 설명해달라는 마지막 질

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서 저의 영업 능력에 대해 답변했

을 때는 칭찬도 해주셔서 마음이 풀렸던 상태로 면접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을까요?

예비 하림beSTAR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를 보내는 전주대학교 가족들 가운데 주님

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먼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한 학

기 동안 전주대학교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

누고 싶어 성요한 신부가 곡을 만들어 부른 노래

의 가사를 떠올려 본다. “당신 참 애썼다/사느라,

살아내느라/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

아 빈다”

▼ 노래는 마치 먼 길 걷느라 비록 지치고 남루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우리의 여윈 얼굴

을 토닥거려 주는 것 같다. 이 노랫말은 정희재 시

인의 ‘당신 참 애썼다’라는 시의 한 부분이다. 견디

기 어려운 것을 견뎌내야 했던 눈물의 시간들, 잃

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기 ‘하나 된 우리’가 있는 한, 우리

의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소망

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과 절망, 기쁨

과 슬픔의 한 학기 모든 여정을 잘 견뎌 왔다. 그

래서 이 시간, 전주대학교 가족들에게 들려 드리

고 싶은 메시지이다. “한 학기 동안 참 애쓰셨습니

다. 흩날리고 겹치는 그림자 속에서도 오로지 전

주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우겠다는 희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일궈오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

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 안에 동참함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 즉 일치, 온전함을 이루어 간

다. 

▼ 우리 대학은 믿음의 대학이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전주대학교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가기 위해 오직 ‘일치를 향한 아름

답고 멋진 여정’이 될 2학기를 잘 준비하길 바라

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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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2-1학기 교직

원 예배를 진행하였다. 2022-1학기 교직원 예배

는 6월 16일 종강예배로 드려졌으며, 차종순 목

사(신동아학원 이사장)가 ‘한 사람을 찾으라’라

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한 사람을 찾으라_예레미야 5장 1-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

리에서 찾아보고 알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

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

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선지자로서 한 사람 예레미야는 불행한 사람이

었을까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하였는데 그 기간의 마지막에 이르기

까지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

었다. 우리말로 소귀에 경 읽기였다.

예루살렘 성을 3년이 넘도록 공격하였던 바벨론

이 무섭게 쳐들어왔다.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한

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항전해야 한다

고 하며 그 두 세력이 붙었다. 항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고 항전을 주장하는 왕과 많은 사람은 하

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고 하였

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누가 이 시대

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항복을 말하

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을 가

진 이름처럼 감옥으로 갔다. 나중에는 감옥 뜰 안

에 있는 우물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국가를 운

영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소리가 들리지 않

자 국론이 통일되는 것 같았고 의견이 하나로 종

합된 것 같아 평안해졌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들

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되

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

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한 사람이었다.

이 문제는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예루살렘이

나 우리나라나 어찌 보면 우리 학교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누구의 말 가운

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느냐이다. 사람들

에게 좋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보일 것

인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

해보라.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상황을 우

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

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방향 지시등으로 볼 것인가.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교직원 예배 - 한 사람을 찾으라

신앙과 선교 제921호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암흑 속에 빛나는 별(Star)이 되게 하소서
“빛이 있으라”(창세기 1:3)라고 선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원숭이 두창 등

수 많은 전염병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세계 전쟁의 위협이

가득합니다.

경제 혼란을 넘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

우리의 현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고, 잔혹

하고 불공평과 불공정이 가득하여,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입

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 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하

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그 빛

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며 장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실망과 좌절, 포기와 낙망이 아니라, 도전과 희망, 불굴의 의지로

무장하게 하소서.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Star 되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교수와 직원들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Star가 되어, 어두움

과 혼돈을 뚫고 세상을 밝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어,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세계, 미래의 Star 되게 하소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큰 획을 긋는 대변혁, 대전환의 시대

에, 미래를 밝히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Star 되게 하소서.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계,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세계, 아

무도 꿈꾸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나

라와 세계에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전주대 학생, 교수,

직원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전주대의 가장 큰 보물인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미

래의 스타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뿐 아니라, 세

계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Star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오권택 목사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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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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도문은 악인들이 교만하고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처형

하고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

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도사리고 있으

며, 급기야 그들이 하나님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감찰과 심판도 없기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

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상황 속에

서 시인의 가슴에 고여 있던 의협심이 입술로 분출

된 탄식이다. 참으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쏟아

내는 기도이다. 나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

게 기도한다. 이러한 동의 속에서도 복음의 관점에

서 과연 최적의 기도일까? 질문하게 된다.

이런 기도는 대부분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얼

마든지 터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 공분이요 개인적

인 경건의 표출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가볍게 발설하기 어려운 내용임을 확인한

다. 이는 '죄악 되고 사악한' 성정에서 자유로운 사

람이 아무도 없어서다. 자신도 자유롭지 않아서 심

판과 형벌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시라고 기도하

는 것은 자칫 '너 죽고 나 죽자'는 공멸을 주문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이 시구는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자는 비

록 자신이 형벌의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도 신적인

공의와 정직의 구현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하고 갈망

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단순

히 원수들이 밉고 싫어서 그들의 패망을 주문하는

감정표출 수준의 속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원

수와 우리는 모두 불의하다. 본인도 똑같이 의롭지

않으면서 원수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것으로 자신

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반사이익 챙기려는 성향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도를 원수들로 인해 축적된 분

노와 감정을 쏟아내는 출구로 오용하기 쉬워진다.

물론 시인의 기도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는

아니하다. 첫째는 죄악 되고 사악한 자들을 죄와 사

탄과 그 졸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정하면 이 기

도는 너무도 정당하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신적인 권능의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피 흘림을 불

사하고 끝까지 싸우는 게 마땅하다. 둘째는 자신이

원수의 팔을 직접 꺾겠다고 나서지를 않고 하나님

께 원수 갚는 것을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

진다.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면 그건 하나님

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월권이요 세상적인 보

복이며 또 다른 보복의 씨앗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

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

수들의 죄악 되고 사악한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기

에 우리 자신도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심정으

로 늘 기도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면 원수들에 대해

서도 속이 후련해질 판결과 형벌과 파멸에 대한 요

청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 돌이키게 해

달라는 기도, 그래도 복 주시라는 기도가 쏟아진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고 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방불하는 자였음도 기억하게 된다.

사실 원수들은 우리의 본래적인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주변에 원수들이 눈에 거슬리

고 때때로 뾰족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

패한 죄성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용서와 긍휼

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하

나님의 멱살을 거머쥐며 존재도 부인하고 신성도

무시하고 능력도 조롱하고 뺨도 갈기고 창으로 찌

르고 멸시의 침도 투척하던 우리의 원수행각 및 사

악한 풍조의 맹목적인 추종의 때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는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서 번진다. 급기야

인간 원수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

하는 마음까지 솟구친다. 

사회적인 정의는 원수들이 멸망하는 방식보다 그

들이 돌이키는 방식으로 구현됨이 좋다.

원수들에 대한 기도
죄악되고 사악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시10:15)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지금까지 본지에 여러 차례 로마 · 그리스 · 터키

에 대해 연재한 바 있다. 그것은 주로 기독교 역사

를 바탕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찾아가는 내용에 중

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호부터는 일반적 역사에

비중을 두고 그동안 찾아다녔던 지중해, 에게해 연

안의 나라들의 역사 문화에 중점을 두고 글을 쓰기

로 한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터키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

로 동서 문명의 교차점이다. 동양과 서양의 길목이

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동서양의 문화가 접합

되고 함께 어우르고 있으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

존 등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터키인들이 이곳에 들어 온 지는 10세기경이지만,

사람이 거주한 것은 훨씬 이전인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기원전 12세기경에는 그리스에

서 건너온 이오니아인들이 에게해 연안 이즈미르

와 에베소에서 문명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에베소

에는 그들에 세운 도시가 현재까지 존재하며 역사

유적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터키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발원지이

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며, 노아 방주가 있다고

하는 아라랏 산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2개가 에베소와 보드룸에 있다. 가파

도키아에는 바위가 버섯모양, 짐승 모양 등 형형색

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천만 년 전에 터

진 엘제스 산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지층이 오랜 세

월을 지나면서 비바람에 쓸 켜 단단한 바위만 남아

만들어졌다. 이 특이한 자연 유산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지구의 풍경인가’ 하며 감탄을 자아내
게 만든다. 

또한 차탈회윅에는 기원전 6,000년경에 형성되

었던 인류 최초의 집단주거지가 발굴되어 이스라

엘 여리고와 함께 가장 오래된 주거 기록을 가지고

있다.(이 주거지는 앙카라의 문명박물관에 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기원전 7세기에 시작하여 120

년에 걸쳐 완공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아르

테미스 신전이 있다. 원래는 19m 높이의 대리석 기

둥 127의 웅장한 규모의 신전이었으나 지금은 기

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다. 이곳에 있는

서기 135년에 지어진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셀시우스 도서관도 관심거리이다.

한때 이 도서관에는 1만 2천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 호메로스(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저

자),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르도토스, 사도 바

울 등 많은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 곳이 터키이다.

또한 한때 오스만 제국이 맹위를 떨쳤었고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는 등 터키의 역사는 다양함을 품고

있는데, 역사 문화적 유적지가 어느 한두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동서남북 전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라 전역이 역사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터키의 역사와 문화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8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에베소에 있는 셀시우스 도서관(필자 촬영)

진리의 샘

▲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 폐허와
2,500명이 모이는 거대한 공연장(필자촬영)

▲ 6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온 대지를 덮었다.(필자촬영)

▲ 용암에 묻혀 있던 암석이 풍화작용
으로 조각품이 되었다.(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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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이어트는 꼭 해
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병적 비만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정상 체중인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

다.”라고 말하면 너무 고지식하겠죠?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은 외적인 이

유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20대에 날씬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

다. 더욱이 20대에게 외모는 자존감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 친구들의 다이어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도 20대에는 그랬으니까요.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의 몸을 바

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반드시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되어 몸을 상하게 하고, 역으로

요요현상으로 인해 체지방이 과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몸, 건강한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Q. 본인의 몸에 맞는 운동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도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운동법을 추천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운동을 하는 것이 생

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편안한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교정을 걷는 것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

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

서는 최소 20분의 운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20분 전까지는 우리 몸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열심히 10분씩 운동하는 것은 힘은 들

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최소 20분을 넘겨 30분 정

도는 할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1시간이 넘어가면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되어 식사량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을 추천하고, 더 운동하고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또 30분에서 1시

간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강도가 센 운동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도 중요

한 요인이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

리자면 즐겁게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은 차

없이 학교 오기 운동을 시작하였답니다.

Q.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청소기

돌리기와 걸레질 등 집 안 청소 운동을 권합니다. 집이 깔끔해지고 마음도 몸무게도 가벼워진

답니다. 이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하자면, 층간소음을 고려하여 요가 매트를 깔고

하는 요가나 간단한 도구인 덤벨을 이용한 근력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요가와 덤벨에 대한 다양한 운동법은 인터넷에 잘 소개

되어 있으니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Q.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자주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요요를 방지할 수 있을
까요?

위 질문을 가끔 받고는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 감소를 막아 체중 감량으로 인한 기초대사량

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으로 뺀 살은 요요가 덜 오는 건 맞습니다. 그

러나 텔레비전에서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해도 관리를 안 한다면 체중은 늘 수밖에 없습니

다. 셋팅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똑똑해서 몸이 기억하는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작용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내 체중이 다이어트한 날씬한 체중이 되려면 최소 5

년을 유지해야 이 체중을 내 체중으로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비만의 완치도 5년 체중 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체중 관리는 최소 5년이 유지되어야 요요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계획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배고프지 않아도 자꾸만 음식에 손이 가게 되는데, 폭식증을 극복하는 방
법이 궁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음식이 더욱 생

각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굶거나 평소보다 너무 적은 양

을 먹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체중이 감소했는데도 우리 몸에서 아

무런 반응을 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폭식증은 다이어트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폭식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우리 몸이 긴장하지 않

도록 서서히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폭식증은 정

신과에서도 매우 고치기 어렵고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폭식에 동반되는 구토로

인해 신체에도 큰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폭식이 반복되어 폭식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고구마, 우유와 같이 가볍고 맛있으며, 다소 포만

감도 줄 수 있는 간식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폭식의 기운이 느껴지면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 운동 등 관심을 먹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챙기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식욕 증진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영양분

흡수를 늘리는 등 체중 증가를 위한 기전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굶는 다이어트는 매우 위험하

고 폭식으로 연결되기 쉽고 위태로운 전략입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식을 먹는 다이

어트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칼로리가 적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채소, 담백한 닭가슴살 등 다이

어트 식품에 대한 정보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자신에게 맞도록 맛있

게 요리해서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은 하루

세끼를 한식으로 골고루 먹되 적당량을 먹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며, 간식이 필요할 때는 채

소, 과일, 우유 등 건강하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고 폭식하지 않도록 하는 교과서적인 다이

어트 방법이 답입니다. 돈 들여서 다이어트 식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식

사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음식보다는 평소 먹는 음식들로 전략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면 이번

여름에는 예쁜 옷들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Q.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현실적
인 조언을 해주세요!

체중 관리, 몸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체중 감

량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체중 감량은 건강식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라는 허무하지만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오히려 역효과

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면 우리 몸이 바로 압니다.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

중한 여러분의 몸을 위해 오늘부터 천천히 식단관리와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글: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u0915@jj.ac.kr)

지식iN 전주대

500 여름이 다가오니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법을 알려주세요!

체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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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육과  ·채택답변수 9,999+  ·받은 감사 수 9,999+

정은영 교수님 답변



사    설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여느 때보다 굵직한 선거를

많이 치렀다. 지난 3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

고, 6월 초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지방

선거에서는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였고, 신임 도지

사와 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

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아

직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다만 그간의 여러 언론 보

도를 놓고 볼 때,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이양

및 강화’가 전반적인 기조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

서 향후 신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의 대학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

서 내세운 공약은 물론이고, 인수위 구성 이후의 행

보를 보더라도 지역 대학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에는 여러 정치적·사

회적 요소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

다. 어떤 정책 하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고

려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단순

하게 대학 관련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달라고

누구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대

학의 기능과 역할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도

정과 시정 운영에 있어 대학의 존재를 늘 염두에 두

어야만 할 것이다. 

대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역 사회 역시 지역공동체 안에 있는

대학과 발걸음을 함께 할 때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아래 그간 교육부 지원으

로 ‘LINC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

업’,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등 지역과 대학

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

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시·도 차원에서 지역

내 대학 정책에 관한 새로운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

다. 기존의 성과나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협력과 상

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학 정책이 마련되기

를 기대한다. 

협력과 상생의 
대학 정책을 기대하며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박진배  주간 백진우  편집장 양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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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 강아지, 출생의 진실

길에서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흔

히 볼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팸족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KBS 동

물티비 애니멀포유’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

루 평균 372마리의 강아지가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수많은 강아지는 어디에서

나오고 버려지는 것일까?

애견숍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에

서 원치 않게 번식을 당한다. 강아지 공장은

단순히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를 대규모로 교

배, 사육하는 번식장을 말하며, 개 농장이라고

도 한다. 이러한 강아지 공장의 문제점은 대

부분의 사람이 공장 강아지들의 유통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발된다. 

건물들 사이 자리 잡고 있는 애견숍을 본 적

이 있을 것이다. 작은 유리통 속 더 작은 강아

지들은 길을 가는 행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

큼 귀엽다. 이렇게 진열된 강아지들 중 선택

된 귀여운 강아지만 소비자에 의해 팔려나가

게 된다. 이것이 애견숍 강아지의 흔한 입양

절차이다. 하지만 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의

이면에는 애견숍에 오기 전 참혹한 배후가 숨

겨져 있다.

애견숍의 강아지들은 대부분 강아지 공장에

서 경매 후 팔려 온 것이다. 비닐하우스 크기

의 좁고 각종 오물이 범벅인 공장에서 많은

개체의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자란다.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맞지도 못하며 오로지

번식을 위해 생존한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

에서 어미는 오로지 배변 패드 위에서 갓 태

어난 새끼 개를 돌보아야 한다. 

어린 강아지는 어미 개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

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강아지 공

장의 어린 강아지들은 빈약하고 오염된 환경

에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후 4주 만

에 경매장에 팔려나간다. 이러한 환경에 어미

개는 새끼 개를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먹으며

그나마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거나, 극

단적으로는 자신의 새끼를 먹어버리기도 한

다.

위의 과정을 거쳐 애견숍에 배치되는 강아지

는 어미로부터의 독립 과정을 배우지 못해 생

긴 정서적 불안감으로 방석보다 익숙한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또한 입양된 후 어미의 모습을 따라 자신

의 배설물을 먹기도 한다. 

애견숍의 강아지들의 실태를 알게 된 이제는

유리통 속 강아지를 단지 귀여운 마음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강아지는 강제로

번식 중이며, 특히 연말 선물 시즌에 강아지

의 번식은 더 증가한다. 애견숍에서 강아지를

사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단

란하고 흐뭇한 모습이지만, 연말에 맞춰 생후

1달 전후의 강아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암

컷의 생리 주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비윤리

적인 행위가 벌어진다. 

애견숍에서 강아지를 사고파는 행위를 눈으

로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실태

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분양숍이나 애견숍은

동물의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며, 한 철의 장

사를 노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뿐 아니

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백윤정 기자
(ynjeong21@jj.ac.kr)

기자칼럼

타인이 주는 위로, 
수고했어요. 우리 모두

지난 5월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우리 대학 ‘에

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누가 됐든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오늘 하루 고

생했어. 힘들었던 사람 기뻤던 사람 슬펐던

사람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

야. [감성 터진 에타인이]”

이 글을 접한 우리 대학 학우들은 “고마왕.. 너

무 힘들어서 에타나 슥슥 보고 있었는데ㅠ 감

동이야”, “소중한 존재 중에 1명인 쓴이야 오

늘도 고생했어~!!”, “맞아 누구든 다 소중해

너를 위한 너를 살았음 좋겠당”, “이 사소한

말이 위로가 되다니.. 감사해요..”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외에도 65명이 공감을 누르며 위로

의 말에 감사를 전했다. 

필자는 해당 글에 달린 댓글과 글쓴이가 남긴

대댓글이 눈에 띄었다. 두 학우의 대화는 이

러했다. 익명 4: “그냥 이거 보니까 눈물 난다

그냥 삶이 힘들었어”, 글쓴이: “ㅠㅠ 진짜 힘

든가보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들면

쪽지 해” 익명 4: “감사합니다..”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중요성은 점점 흐려져만 가고 있었다. 게다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사람

들은 비대면 상황에 더욱 익숙해졌다. 그 결

과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졌다. ‘우리’보다는 ‘나’

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이름, 나이, 얼

굴 등 아는 것 하나 없는 익명의 타인이 주는

짧은 위로는 듣는 이에게 생각보다 더 큰 위

로를 건넨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배경을 토대로 위의 대화를 살

펴보면, 글쓴이의 글은 단순히 하루의 고됨을

위로하는 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글쓴

이의 마음이 담긴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

고, 익명의 공간에 자신의 힘든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다른 학우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이다. 

때로 우리는 나를 잘 아는 사람보다 나를 모

르는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나를, 혹은 비밀을

드러낸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나의 두려

움이나 수치심 혹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

들에게서 받을 사회적 낙인이 두렵기 때문이

다. 반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를 판단하거나 낙인을 찍지 않는다.

단순히 ‘이 사람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힘들었겠다’ 또는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

구나. 나는 그때 이렇게 해결했는데…’와 같이

한 발 떨어져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

문이다.

종강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글을 돌아보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각

자의 위치에서 하루하루 꺼지지 않기 위해 애

쓰는 불씨처럼 치열한 학기를 보냈을 것이다.

각자의 방법으로 학기의 끝을 위로하며 보내

겠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사회에서

도 ‘우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하루의 고됨을 알

아주는 타인이 익명의 존재로 ‘우리’에게 존

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찬란하게 빛났

던 우리의 오늘에 다들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수고했어요. 우리 모두.

진주현 기자
(jjh8222@jj.ac.kr)

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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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25, a human rights film festival was held in
the Sky Garden of our school library. All Jeonju Uni-
versity member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festi-
val, not only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for employees and teachers.

At the 1st Human Rights Film Festival held by the
Human Rights Center, they had time to watch the
movie CODA together under the slogan "Together,
Learning, Sharing." The movie "CODA" was releas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The
title of the movie, CODA, is an abbreviation for "Chil-
dren of Deaf Adults." The film tells the story of a girl

who has difficulties while realizing her dream of be-
coming a singer.

Before watching the movie, the Human Rights Center
introduced the movie an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Film Festival. This helped to under-
stand the purpose of watching the movie. The center
provided drinks and sandwiches to those who were
pre-registered, which increased the level of partici-
pation.

After watching the movie, there was a discussion ses-
sion where participants shared their impressions and

thoughts about the movie and human rights. Coffee
coupons were provided to those who shared their im-
pressions, creating an atmosphere where they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The Human Rights Center is planning a number of
human rights programs for our students as well as a
human rights film festival.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human rights center's program, you can find
it at Jeonju University's Human Rights Center
(https://www.jj.ac.kr/humanrights/).

JJU Human Rights Center Held the 1st Human Rights Film FestivalJJU Human Rights Center Held the 1st Human Rights Film Festival
reporter Yun Hye-in(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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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7th, a meeting hosted by the 49th ABLE Stu-
dent Council was held at Superstar Hall on campus.
The meeting was held under the theme of the enter-
tainment program ‘Ask Anything’ and consisted of a
Q&A and a report on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accounts hel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Before the
meeting, honest and diverse questions were prepared
by receiving questions from classmates through SNS
and Naver forms.

Part 1 was the JJ Petition, which was followed by a
report on the use of student association fees. The Stu-
dent Council president introduced keywords about the
event on a monthly basis and explained how the event
was prepared and how much it cost. He also intro-
duced the questions of students posted on social
media sites such as the school community's "Every-
time" and Instagram. In particular, he accepted and

apologized for the opinions of students regarding the
previous festival, and announced that he would make
an event that would satisfy everyone during the fol-
lowing Daedong Festival.

Part 2 was conducted with a Q&A from JEBS. In re-
sponse to a question about what events or activities
will be provided to students over the second semester,
the Student Council answered.

"During the final exam period, there will be a taxi
service for those who stay late at the library. During
the summer vacation, we are planning to have rural
volunteer activities and national tour events. There
has not been a specific schedule for the activities for
the second semester yet, but we are planning a num-
ber of events that students will like the most.” 

Asked about the student council's pledge to repair
school facilities, more than 100 complaints were re-
ceived, including tight doors closing, insufficient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no paper cups in the
water purifiers, etc. The student council promised that
they would deliver the received information to the ad-
ministrative office and start fixing about 10 cases
during this summer vacation.

Finally, they had time to answer questions with the
students who attended the meeting on the spot. The
students asked many questions, such as the goals that
the Student Council want to achieve, what they value
the most, and what they want from the students.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answers very carefully and
thoughtfully without any script prepared in advance. 

Student Council ‘Ask Anything’ EventStudent Council ‘Ask Anything’ Event
reporter Choi Hye-rim(chr946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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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y 26th, JJU's Immersive Contents Project Busi-
ness Center announced that it opened "X-ValueUp
Space” as a metaverse social living lab space for solv-
ing social problems.

This will be used as a place to carry out realistic
media-based practical projects and convergence proj-
ects and support various PBL(Project Based Learning)
education and start-up activities for students.

Despite the rainy weather, more than 70 people, in-
cluding dean, faculty, and students of each college, in-
cluding JJU President Park Jin-bae, Education
Minister Hwang In-soo, Vice Foreign Minister Hong
Sung-deok, and Graduate School President Jeon
Yong-seok, participated in the opening ceremony.

The newly opened X-ValueUp Space consists of a total
of five spaces, including two practice buildings, one
craft experience room, one sound room, and one office,
for the purpose of the realistic and immersive media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project. These spaces
will be used as 24-hour open project and practice
spaces for students, realistic and immersive content
and prototyping and start-up spaces, space for re-
search on sounds of regional specialization, and space
for student counseling and operational support.

In the future, it plans to build the same-sized fiv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make them an experi-
mental space for students and a project space special-
izing in immersive media. Furthermore, they will be
shared not only by university members but also by
local companies or institutions.

Han Dong-sung, head of JJU's Immersive Contents
Project Business Center, said, "We look forward to ac-
tivities in this space that transform ideas into reality
while preparing for the metaverse era by freely dis-
cussing,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with them.”
He also said, "I am confident that every student I meet
in this space will grow as a talented individual suitable
for this metaverse era.”

Meanwhile, JJU's Immersive Contents Project Business
Center was selected as the participating univers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ceived a total budget
of 81.6 billion won for 6 years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immersive media field along with Konkuk Uni-
versity, Kyung-Hee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Pai-Chai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X-ValueUp Space, a Place for Metaverse Social Living LabX-ValueUp Space, a Place for Metaverse Social Living Lab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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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ững vấn đề mà du học sinh cần biết
Mỗi năm, có hàng ngàn sinh viên quốctế đến xứ sở kim chi để thực hiện mụctiêu học tập và phát triển tương lai. Vớimột nền giáo dục chất lượng dẫn đầuchâu Á, thì Hàn Quốc dần khẳng địnhvị thế của mình trên thị trường du họcthế giới. Bởi số lượng du học sinh ngàycàng tăng, nên Chính phủ Hàn Quốcluôn có những chính sách và quy địnhriêng để quản lý vấn đề xuất nhậpcảnh. trường nằm trong danh sách nàythường là do chưa đáp ứng đủ yêu cầuvề chất lượng giảng dạy, cơ sở vật chất,chưa đủ điều kiện tiếp nhận sinh viênquốc tế, hoặc có tỷ lệ du học sinh bỏtrốn cao…Tháng 3 năm 2022 trường đại họcJeonju đã rớt hạng và trở thành trườnghọc bị hạn chế visa vì lý do có tỷ hệ họcsinh trốn cao. Trường bị hạn chế visa sẽgặp khó khăn về việc nhận học sinhquốc tế tu nghiệp tiếng hàn, các hồ sơđổi visa và gia hạn visa sẽ bị kiểm tramột cách gắt gao và nghiêm ngặt hơntrước, các giấy tờ chuẩn bị để gia hạnvisa cũng phước tạp hơn. Hệ cao họccủa trường sẽ chỉ được nhận 10% trongtổng số lượng học sinh. Hiện nay ở Hàn

Quốc đang bộ giáo dục đang sàng lọcsố lượng học sinh quốc tế kém chấtlượng nhằm tái tạo lại cơ cấu cáctrường đại học một cách chất lượnghơn để nâng cao chất lượng nền giáodục trên thị trường du học Quốc tế. Vậy nên hiện nay cục xuất nhập cảnh

cũng ngày càng gắt gao hơn trong việcquản lý người nước ngoài hiện đangsống tại Hàn Quốc nên những bạn họcsinh khi đi làm thêm thì nhất định phảiđăng ký và không làm thêm nhữngcông việc mà du học sinh không thểlàm như công xưởng, trong quán hát

hay quán bar, khách sạn,…… nếu nhưbị cục phát hiện thì bị xử phạt lần đầulà phạt hành chính và cấm di làm thêmtrong một năm và nếu bị bắt ở lần thứhai thì sẽ bị cưỡng chế về nước. Ngoàira các bạn học sinh nên quản lý điểmsố và điểm chuyên cần khi đi học để khigia hạn visa không bị yêu cầu nhữnggiấy tờ phức tạp. Ngoài ra học sinhchuẩn bị tốt nghiệp muốn đổi sangD10 có thể đăng ký đi làm thêm đượcvà hiện nay các nghề liên quan đến kĩthuật ra trường rất dễ xin việc và đổisang visa E7.Đi du học là một cơ hội tốt để chochúng ta có một tầm nhìn mới hơn vàsự nhận thức tốt hơn ngoài ra còn chochúng ta những sự trải nghiệm và lớnhơn trong quãng đường đời chúng tađi. Mong tất cả các bạn hãy thực hiệnđúng những luật của đất nước Hàn đưara và làm đúng nội quy của trường họcđể cuộc sống du học đỡ khó khăn hơnvà không có điều gì nuối tiếc hay hốihận khi lựa chọn con đường đi du học.Học kỳ 1 năm 2022 đã kết thúc chúc tấtcả các bạn đạt được điểm số như mongmuốn và có một kỳ nghỉ hè vui vẻ!

全州大学共同承办《2022全国无人机足球大会》

据对外协力弘报室6月21日消息，由韩国 无 人 机 足 球 协 会 主 办 ， 全 州 市 、CAMTIC综合技术院与全州大学共同承办的《2022全国无人机足球大会》分别于6月4日（幼少年部）和6月18~19日（一般部1，2，3部）在全州大学名为希望厅(희망홀)的室内体育场举行。由教育部和韩国研究财团支援的全州大学LINC3.0事业团为了培养无人机领域的人才新设立了无人机学校和无人机融合专业。2020年7月主导创立了韩国大学无人机体育协议会（会长周松教授），2021年隆重召开了由18所大学，24个团队参加的韩国大学无人机足球大会。

此次2022年的全国无人机足球大会有一般部34个团队，幼少年部27个团队，共350名选手参加。通过激烈的竞争幼少年部由OK无人机队获得冠军。而一般部分为甲级联赛、乙级联赛、丙级联赛，也各有霸主产生。全州大学LINC3.0事业团周松团长说：“作为主导四次产业革命的大学，要通过与社区社会联合举办多样的无人机体会大会来强化地方大学的先导力量和作用。”

6月22日，在国际教育馆108号举行了由全州大学国际交流院主管的2021~2022年中国人留学生会干部座谈会及证明书授予仪式。此次会议的目的在于表彰2021年9月至2022年6月担任中国留学生会干部的学生。他们在负责全州大学第八届中国留学生会的工作期间，为外国留学生的福利和学校发展做出了优异的贡献。也是为将工作交接给下届留学生会的干部。下午两点开始的会议由国际交流院负责管理留学生工作的朴相奎老师主持进行。全州大学第八届中国留学生会会长穆潇汉发言说：“感谢这一年来大家对我工作的支持和帮助。特别是国际交流院的老师和全罗北道

总会对我们学生会各项工作的支持。也感谢学生会的每一位成员在一年中对学生会相关工作的付出。也希望大家可以对将来的新会长和未来的学生会一如既往的给予帮助与支持。”到会的中国留学生会全北地区会长于明龙也发言，对穆潇汉会长过去一年中的工作给予肯定和感谢。也对全州大学国际交流院相关负责人和老师长久以来关心帮助留学生表示感谢。尤其是朴相奎老师将作为全州大学代表获得光州领事馆颁发的表彰证书。全州大学新一届的外国留学生会工作，将由管宁宁新任会长负责展开。

全州大学国际交流院为留学生颁发活动证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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