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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를 키우는 곳(The Place for Superstars)

▲ 지난 8월 24일, 26일 이틀에 걸쳐 우리 대학의 발전적 정책 발굴을 위한 '전주대학교 구조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프라인으로는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을 송출
하였다. (사진: 손민기 기자) ☞ 관련기사 2면

2022학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소집

지난 8월 10일, 2022학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이하 ‘전
학대회’)가 수퍼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정기 감사 결
과에 대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행 순서는 중앙감사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중앙감사위원회 1학기 업무 및 진행 사항 보고, 입
장 표명, 2022학년도 1학기 우수 감사 자치 기구 발표, 질의응답, 중
앙감사위원회 마무리 입장 발표 후 폐회했다.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서효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감
사 마지막 과정에서는 학생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작성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라며 “감사 업무는 감사 수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
했다. 서주영 상담심리학과 총무부장은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감
사를 준비했고, 학생회는 학우들이 낸 학생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 준비에 있어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평
가 결과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
앙감사위원회는 자치 기구의 예산 집행도와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
비율, 높은 감사 등급에 따라 사회과학대학과 상담심리학과가 더 높
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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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부장: 허건영(경찰 17)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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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기(게임콘텐츠 19)

[운영기획부]
박솔지(역사문화콘텐츠 18)

[편집부장]

김유민(스마트미디어 22)

김은솔(행정 21)

김찬규(상담심리 22)
박미연(역사문화콘텐츠 22)

[총무]
이어진 신문사 질의에서 ▲감사 진행 불가 학과는 추가 감사 없이 2
학기로 넘어가는가에 대해 1학기 감사 결과와 징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감사에 따른 징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2학기 시작부터라고 답변했다.

김현하(물류무역 21)

[보도부]
송은별(가정교육 21)

[취재부]

김경인(중등특수교육 21)

{정기자}

이아령(영어교육 21)

송민호(한국어문 18)
중앙감사위원회는 1학기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은행 사용 미규제
▲감사 제출 서류에서 통장 실물 제외 ▲거래 명세 확인을 위한 계좌
사용 내역 원본 제출 ▲주류와 담배 등 학장이나 학과장 승인이 필요
한 물품에 대한 승인증 배포 활동을 발표했다. 이어 중앙감사위원회
입장 표명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징계와 감사 진행이 불가
능한 피감사 자치 기구의 비율이 과반이 넘는 55.4%에 달한다고 말
했다. 이에 감사 등급과 감점 기준 세분화, 징계 항목 수정으로 세칙
이 실현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인원이 중앙감사위원회를 향한 폭언과 욕설, 감사 결과 및 징계
결과 불응, 중앙운영위원회의 사과문 작성 및 게시 등의 요구를 해왔
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거절
하다가 내부 논의를 통해 각 자치 기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정기 감사는 감사 시행
세칙과 감사 세칙에 따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번복
하지 않음을 공표했다.
이어 우수 감사 자치 기구로 선발된 사회과학대학과 상담심리학과
대표자가 단상에 올랐다. 위 자치 기구는 모두 사회과학대학 소속으
로, 감사위원장이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이기에 특혜가 있는 거

이후 방청객 질의에서는 징계받은 일부 자치 기구 대표의 항의성 질
문이 이어졌다. 해당 자치 기구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증
빙 기간이나 감사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특히 학년별로 진행되
는 동기 모임에 대한 예산 집행 타당도 부당 판단, 학생회비를 사용
하지 않은 학과에 영수증이 없어 감사 진행 불가 징계를 내린 점을
호소했다. 그러나 중앙감사위원회는 추가 증빙 기간이나 감사는 없
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자치 기구 대표자에게 역으로 질
문을 하며 해당 자치 기구를 쏘아붙였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가 자
치 기구에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감사위원회는 다음 학기부터 중앙감사위원회를 비
학생회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미흡한 감사교육을 2
학기 개강 후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 전학대회 폐회 선언을 했다. 해
당 전학대회 녹화 영상은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학대회에 관한 자세한 기사 내용은 본지 인
터넷 홈페이지(https://news.jj.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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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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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영화방송 22)

백서희(금융보험 22)

서장우(영화방송 22)

정겨운(호텔경영 19)

선수경(영화방송 22)

조정현(금융보험 21)

이지은(행정 22)

최 건(경찰 19)
[라디오부]
[편집부]

김지훈(한식조리 20)

{정기자}

이지원(경영 21)

강수아(영화방송 21)

임수경(행정 21)

진주현(한국어문 20)

이강산(회계세무 22)
이윤진(한국어문 22)

{일반기자}

임현영(영화방송 22)

김지혜(공연방송연기 20)
위 사람을 8월 29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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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구조개혁 대토론회 개최

전주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지난 8월 24일(수), 26일(금) 양일에 걸쳐 우리 대학
의 발전과 미래동력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
하기 위해 교수회 주최, 기획처가 주관한 구조개혁
대토론회가 예술관 리사이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차종순 이사장, 홍성덕 대외부총
장 겸 기획처장, 오재록 교수회장을 포함하여 각 단
과대학 교수들, 총학생회장 등 우리 대학 주요 구성
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많은 인원
이 참석하여 학교 발전과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차종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예로 들며 '구조개혁'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
겼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의 ‘원만한 속도 조절’, ‘구
성원의 합의’와 ‘협의에 의한 결론 도출’, ‘개혁의 확
고한 의지’ 등을 당부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오재록 교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
가 제안해주신 내용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
고 최대한 수용하고 융합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
적을 밝혔다.
24일(수)에는 4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윤형섭
교수(게임콘텐츠학과)는 교육 및 문화산업을 중심을
한 우리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제안’했고, 황요한 교
수(영미언어문화학과)는 링크3.0 사업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특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대학의 구
조개혁과 학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용욱 교수(한국
어문학과)가 ‘학과평가 원칙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

전주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전주지역 대학생의
학업 전념 환경조성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
소를 두고 있는 전국 모든 대학(원)생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학자
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다. 전
주시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생활비 대출이자는 제외된다.
희 망 자 는 이 달 31일 까 지 전 주 시 홈 페 이 지
(www.jeonj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 조정근 교수(방사선학과)는 ‘우리 대학 구조개혁’
에 있어서 법인과 교수노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
했다.
26일(금)에는 5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학생 대
표로 이환 총학생회장이 우리 대학 총학생회의 현황
을 소개하고 ‘학생 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김민영 교수(행정학과)는 ‘공공인재 양성방안’을 발
표했고, 이정상 교수(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기
회’에 대해 발표했다. 윤찬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34년간의 우리 대학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의 위험 속에서 지속이 가능한 대학’을 주제로 경쟁
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오재록 교수회장이 전체 발표 내
용을 종합 정리하고 교수회의 견해를 밝히는 주제발
표가 있었다. 오재록 교수회장은 “다양한 발표 가운
데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항이 많았다”라
며 “이런 집단 지성 구현 방식 소통의 자리는 구성원
의 뜻이 최대치로 반영될 수 있게 지속해서 마련되어
야 한다”라고 교수회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교수회장은 우리 대학의 7가지 긍정적 요인
(지리, 경제, 정치, 교통, 사회, 축복, 교수진)을 근거로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 그리고 우리 대학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 원동력으로 삼아 학교
가 발전해나갔으면 한다”라며 “우리 같이 ‘1년 365일
꽃피는 대학’으로 만들어보자”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
무리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회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 활용에 동의한 학생 본인
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서류의 적합
여부와 재학 및 졸업 여부, 대출 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상환으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연 기자(202062006@jj.ac.kr)

우리 대학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 개최
우리 대학 학과를 홍보하는 동영상 공모전이 8
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이며, 기획서 심사는 9월 1
일부터 9월 5일까지이다. 기획서 심사 결과는 대
외협력홍보실 내부 검토 후, 참가자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된다. 기획서가 통과되면, 영
상 제작비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영상은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10분 이내로 만들어야 하며, 숏츠 및 릴스
같은 숏폼 형태는 제출이 불가하다.
지원 자격은 우리학교 재학생이며, 개인 또는 팀
으로 참가할 수 있다. 팀으로 참가하면 같은 학과
재학생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수상을 하더라
도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2.5 이하, 12학점 이하
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

최종 영상을 제출할 때는 편집본 완성 영상과 함
께 자막과 배경음악이 없는 클린 버전을 제출하거
나 두 개의 영상을 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결과물을 학교 유
튜브에 올리고 나서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 등 호
응도를 조사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이후 심사 결
과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9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주대
학교 SNS 및 입상자(팀)에게 개별로 공지된다. 심
사 기준에 맞는 작품이 없으면, 시상 인원이 조정
될 수 있다. 출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학교
에 귀속된다. 최종 입상팀에게는 장학금 및 총장
상이 수여된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개최

▲ 음악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술심리치료학과가 주최·주관한 음악회 ‘우리
들의 이야기 – Our Episode 5. Begin Again’이 7
월 30일 수퍼스타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잃어버
린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모두 하나가 되
는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었지만, 거
리두기가 해제되며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
과 이웃 등 많은 인원이 관람에 참석했다.
공연은 황인수 교육부총장과 주정아 입학처장의
축하 말을 시작으로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
서는 학생들의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선
보였고, 2부에서 악기연주와 노래, 일반대학원 예
술심리치료학과에 다니는 유학생 손호등 박사과정
생의 특별무대, 음악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합창
이 이어졌다. 프로그램 중간중간 예술심리치료학
과에 대한 퀴즈를 내기도 했으며, 관객들과 소통하
며 공연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기도 했다. 수퍼스타
홀 입구에는 고래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해 쉬는 시
간에 관객들이 구경하기도 했다.
소혜진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음악과 미술, 무용
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하지만 학생들
이 좋아하는 것만 치료의 부분으로 생각하며 공부
하다 보니 본인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기회가 적었
다. 그래서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표출할 기회를 제

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재능을 발산하고 표현하며 경험하는 것
이 너무 기뻤다. 무사히 공연을 끝낸 학생들과 고
생한 교수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에 특별무대로 중국인 유학생이
무대에 오른 사연을 묻자 “이번 공연의 주제인 화
합의 취지에 들어맞는 인물이다”라며 “우리 학과에
재학 중인 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소개하는 자
리이기도 했고, 중국의 노래를 들으며 음악과 문화
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 총괄을 맡은 김세은 학우는 “방학 동
안 더운데 매일 나와서 연습해 준 학우들이 정말 고
맙고, 같이 일해준 스태프 학우들도 정말 고생이 많
았다”라며 “교수님들도 공연 피드백해 주시느라 정
말 감사하다. 저희 공연을 보러오신 관람객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음악과 미술, 무용 동
작을 통한 심리치료를 배우는 학과로 소혜진 교수
를 포함한 5명의 교수진이 있다. 2007년 학부 과정
을 개설한 이후 2013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개
설하고 2018년 박사과정을 개설하며 국내 최초로
예술심리치료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갖춘 학과
가 되었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9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주최하는 ‘2022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모집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
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모 주제는 주정차 또는 의료기관(병원, 약국)
분야다.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 공공데이터와
추가신청 데이터, 민간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단, 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수상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이
즉시 취소된다.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다. 전주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4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희

망자는 전주시 데이터 포털에서 참가신청서 등 필
요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획성,
분석 적합성, 파급성,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
사한다. 최우수상 1명(팀) 200만 원, 우수상 1명
(팀) 100만 원, 장려상 2명(팀) 50만 원 등의 상금
과 전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
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시
전주시 데이터 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
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산업 성장환경
구축과 창업정책의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 아이디
어 발굴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1회 국토
정보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창업 공모전은‘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을 가
지고 있다.
참가 자격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으로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 드론, 친환경/ESG 분야, 탄소 산업,
메타버스 등 전라북도 주요 산업 분야에 관심 있
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LX공간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공
모전 지원서, 공모전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 필수) 제출서류들과
함께 준비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총
5팀을 선발한다. 특전으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에게 사업화 자금 삼천만 원, 이천
만 원, 천오백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추가로 사무
공간과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세분화된 창업 인
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 모
집 공고문과 한국국토정보공사 ESG경영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현 기자 (cantona1029@jj.ac.kr)

제922호

‘메이커톤(Make a Thon)’은 만들다(Make)
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 엔
지니어, 디자인,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메
이커들로 구성된 팀이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
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시제품
을 제작하는 행사다. 지난 4월부터 전북에서
개최된 메이커톤 경진대회는 전북 융복합 미
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친환경 제품 제작
을 주제로 했다. 대회에 포함된 분야는 신재
생 에너지 산업, 그린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소재 산업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카본 텀블러’팀은 일회
용 플라스틱 컵을 대체할 아이디어로 무선
발열 텀블러를 제작했다. 음료가 담기는 스
테인리스 외부에 탄소 발열 시트를 부착하여
저전력으로도 음료 온도의 상승이 가능하다.
또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품 내부
를 밀봉해 내구성도 향상됐다.
김한빛 학생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경위
로 “커피나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식지 않고

별이야! 수강신청은 잘했어?
응! 이번 수강신청은
성공적이야!
나도야!
다행이네~
▲ 대상 수상팀, 탄소융합공학과 김한빛 외 2명 (사진제공 : 탄소융합공학과 김한빛 학우)
항상 원하는 온도를 유지해 주면 음료에 대
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며 첫 번
째 이유를 설명했고, “텀블러는 일회용 플라
스틱 컵의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텀
블러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환경오염
을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텀블러의 활용도를 높이는 궁금증 등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해당
제품인 무선 발열 텀블러라는 아이디어를 생
각해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학과이며, 탄소융합공학과를 통해 탄소의 열
적 특성, 전도성, 물리적 성질 등 다양한 탄소
의 특성처럼 탄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었다”라며 학과에 감사
를 전했다.

이어 “학부 과정 기계자동차공학과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탄소커플링 등을 통하
여 설계 공학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딛게 해준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한편 우리 대학 탄소융합공학과 석사과정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전
북테크노파크(전북TP)의 취업연계형 특성
화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시 돌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대비 방역수칙
“켄타우로스(Centaurus, 학명 BA.2.75)”라고
불리는 새로운 상위 변종 오미크론 출현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었다. 켄타우로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5배나 더 강하
다. 또한,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긴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돌파 감
염률이나 재감염률이 높다”라고 공표했다.
국내에서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된 것은 지
난 7월 14일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
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확
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의심 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을 판정받았다.
이후 켄타우로스 변이는 여름 휴가철의 뜨거
운 열기로 인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된 날인 7월
14일 확진자 약 3만 8천 명에서 5일 뒤인 7
월 19일 2배에 해당하는 확진자 약 7만 6천
명을 만들어낸다. 이에 비상이 걸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에
서는 개인 방역 수칙,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하며 빠르게 대응 중이
다.
코로나의 대표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
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
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 그 외 가래, 인
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나므
로 증상이 있으면 곧장 병원에 가서 진단받
아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병원이 앱을 통
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총학생회에는 이삿짐 행사, 개강 행사, 전동
킥보드 안전 캠페인, 헌혈의 날 행사, 장학금
행사, JJ 체전, 대동제가 예정되어 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우들을 위해서 짐을
들어주는 ‘이삿짐 행사’는 학우들의 만족도
가 굉장히 높은 행사이다.
개강을 맞이해 총학생회와 학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인 ‘개강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
에서 즐거움을 얻을 기회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교하는 학우가 늘
어난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동
킥보드 안전 캠페인’ 홍보를 예정 중이다.
‘헌혈의 날 행사’는 학생회관 로터리 앞 버스
에서 헌혈하면 커피, 영화관람권을 받을 수

인문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사회과학대학

9월

방학 잘 보냈어?
벌써 2학기 시작이라니 믿기지 않아~
그러게! 시간이 너무 빨라!
난 아직 신입생 같은데 말이야

나는 방학 때 실컷 논 것 같아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나는 알바만 잔뜩 했어...
그래도 값진 경험들이 많아서 좋았어!

학교에 다시 가면
물론 힘들겠지만
즐거운 일도 잔뜩 생기겠지?

통해 진단서, 약 처방, 약 배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 개인 방역 6대 수칙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시간 최소
화’, ‘30초 비누로 손 씻기 및 기침을 옷소매
에 하기’, ‘1일 3회 10분 이상 환기 및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 ‘코로나19 증
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
촉 최소화’가 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한눈에 보는 2학기 학교 행사 정보
지난 8월 29일 행복한 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강을 맞이했다. 행복한 방학이 끝났다. 지
난 여름 방학, 2달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
안 각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거나, 충분
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방학
이 끝나는 것이 아쉽고 2학기 개강이 걱정되
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을 기대로 바
꿔줄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행사들이 기다
리고 있다. 이번 2학기에 개최 예정인 행사를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하자.

뉴스 3

개강을 기대하는
제이제이와 별이

탄소융합공학과,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2022년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 제품 발표
및 시상식에서 우수 메이커 7개 팀 중 ‘카본
텀블러’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카본 텀블
러’는 우리 대학 탄소융합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한빛, 김동현, 박시호, 박사과정
에 재학 중인 최선호 학생으로 구성됐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10월

체육대회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훈장골 인성 아카데미
중간고사 이벤트
e-sports 대회
축제(11월로 변동가능)
체육대회
축제

중간고사 이벤트

경문문
(경영,문화융합,
문화관광대학 학생회가
주체하는 행사)

경영마켓
생활품 공동구매
중간고사 이벤트
e-sports 대회
중간고사 이벤트
연합 M.T

헌책 장터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11월

헤헤 그러게!
곧 개강 날에 만나
제이제이!
응 그때 봐!

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신문을

읽
으
면
답이

12월

축제

기말고사 간식 이벤트

-

기말고사 야간 매점 이벤트

사구대회
e-sports 대회

기말고사 이벤트
포인트 제도 결과 발표
기말고사 이벤트
e-sports 대회
경영 버킷 리스트 장학금 증정
체육대회
기말고사 이벤트
(12월로 변경가능)
-

그럴거야!
친구들도 보고싶고
학교의 활기찬 분위기도
얼른 느끼고 싶다!

기말고사 이벤트
기말고사 간식 이벤트
피스포인트 장학금 증정

보
여
요
1. 최근 개최한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회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 ○
○○이 특별무대로 오른 바 있다.
2. 전주대학교의 우수 감사 자치 기구는 ○○○○○○○에서 감사를 진행
하여 선발된다.
3. 코로나의 대표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
서 중증까지 다양한 ○○○○○○이 나타난다.
4. ‘제1회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은 한국국토○○○○에서 개최한다.
5. ○○○란 일반 행정과는 달리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를 뜻하며, 전주대학교에는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로 ‘중앙감사위원회’, ‘기
숙사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6. 학과를 홍보하는 동영상 공모전이 8월 12일부터 개최됐다. 공모전의 ○
○ ○○은 전주대학교 재학생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7. 지난 10일, 2022학년도 전체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전체 학생대
표자회의를 다른 말로 ○○○○라고 한다.

<단과대 행사 일정>

※921호 정답: 행복한방학시작
축하드립니다♥ -게임콘텐츠학과 원창희 -관광경영학과 김현준

있으며, 사회봉사 시간과 예비군 시간을 인
정해준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전교생 화합의 장이 펼쳐
질 수 있는 ‘JJ 체전’은 다양한 종목이 있다.
대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동제’를 주목해
야 한다. 대동제는 각종 부스에서 하는 이벤
트, 푸드 트럭,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각

종 부스에서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고, 푸드 트럭에서는 평소 먹지 못
하던 새로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작년 대
동제에서는 ‘저스디스 & 머쉬베놈’이 초청됐
으며, 이번 대동제에서 누가 초청될지 기대
되는 부분이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921호 정답자]

-음악학과 조인지
-경찰학과 김유민

-스마트미디어학과 이다빈

*알림*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학우를 위해 1회 휴식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9월 7일(수)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4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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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전주대학교 마스코트를 소개하는 특집호로, 우리 대학 마스코트 제이제이, 제이트, 별이를 인터뷰했다. 우리 대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선배 및 친구로서 학생들과 함께할 새로운 마스코트에 대해 알아보자.

이름 : 제이제이
학년 : 4학년
MBTI : ENFJ
특징 : 전공서적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음
전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너의 대학생활은 나만 믿어!
학교생활의 꿀팁을 알려줄게

이름 : 제이트
학년 : 1학년
MBTI : ESTJ
특징 :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며 과대가 천직이라고 믿음
전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연애? 창업? 어떤 고민이든
다 해결해줄게. 해답의 문을 열어봐!

제이제이야 안녕, 자기소개 부탁해

제이트야 안녕, 자기소개 부탁해

별이야 안녕, 자기소개 부탁해

안녕? 후배들아!
내 이름은 제이제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과대를
맡고 있는 제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별이입니다.

대표 마스코트로서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인기가 많다고? 몰랐는데...
아무래도 정갈하게 정돈된 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과방에서 우리 신입생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그런 거 같아! 하하!

1학년이라 열정이 가득할 것 같은데,
학교생활은 어때?
요즘 동기들이랑 캠퍼스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
교수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별이와 제이트는 너에게 어떤 후배야?
별이는 수줍음이 많은 후배인데,
늘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제이트는 1학년이라 아직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과대 생활
열심히 하는 후배인 거 같아!
학교 마스코트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뭐야?
앞으로 학교에서 더 많은 후배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타냥이도 자주 만나고
싶어! 후배들에게 학교생활 꿀팁
알려주는게 나는 정말 좋거든!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후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동기들, 선배님들, 교수님들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대도
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선배들과 함께 마스코트 활동해보니 어때?
너무 재밌어요! 별이 선배도 잘해주시고,
제이제이 선배는 너무 멋지세요!
더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선배들 자주 못 만나는 것이
아쉬워요 ㅠㅠ

이름 : 별이
학년 : 2학년
MBTI : INFP
특징 : 내성적이며 수줍음이 많지만,
목표가 생기면 누구보다 열정적임
전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취업이 고민된다면 2학년에 대기업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마스코트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
저는 취업, 창업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도 자주 가서 도서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자면?
저도 취업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은 거 같아요. 하지만 취업지원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와 취업 성공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늘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이 책만
읽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화도
볼 수 있고, VR 체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장소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저랑 VR 체험 같이 해봐요.

진행: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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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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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마련의 첫걸음’
첫걸음 ’

청년주택
청년주택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표는 ‘내 집 마련’
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면 거주할 곳이 필요하
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남의 집을 세
들어 살아야 하는데 이 또한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경기권 원룸은
평균 보증금 7,394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제 막 부모 곁
을 떠난 사회초년생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2021년 7월~10월 전국 청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조
사한 결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 41시간, 월 소득 평균 213만 원으로 집
계됐다. 평균 213만 원의 수입을 가진 청년들이 월세 50만 원, 관리
비,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
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다.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해 지어진 공공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60~80%가량 저렴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
을 위하여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임대료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가량 저렴하며, 각종 옵션
을 포함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
년 행복주택과 내용이 거의 같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
업자가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 임대 해주는 공공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이 편한 곳)에 있는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무
이자로 지원해준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
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일정 비율의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율이 높은 건 아니
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청년주택의 월세는 66만 원에 달했고 이
는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계획과
다른 비싼 가격이었다.
노량진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첨이 됐어도 너무 좁은 면적과 조망 때
문에 입주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갈 정도
로 좁은 데다가, 한강 조망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층
을 제외하고는 앞 건물에 막혀 조망은커녕 채광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첨 전에는 모델하우스도 미리 볼 수 없었던 탓에 나중에
실제 집을 보고 나서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을 시작’을
개최했다.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
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청년 청약 기회 확대’,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현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청년 주거 개선에 대한 관
심도가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 청년주택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Best of the Best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거주할 주

택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공
공주택사업자란 국가 또는 국가와 협력하는 건설기업이라 할 수 있
다. 국가가 체결해줄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1인 거주 기준으로 수도
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가량이다. 국가
가 전세금을 내주면 청년은 국가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전세금의
약 1~2% 금액을 12개월에 나눠 임대료로 낸다. 예를 들어 A 씨가 수
원에 있는 8,000만 원 전셋집에 계약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는 주택
에 8,000만 원을 대신 내고, A 씨는 국가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전
세금의 1~2%(80~160만 원)를 12개월에 나눠 내면 계약이 완료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거의 모든 전세금과 중계 수수료를
낸다. 적은 임대료 덕분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입주
하는 동안 무료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 때문에 새집에 사는 것 같다
는 장점이 있다.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
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청년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1~4순위까지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
대로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
지 시설 퇴소자가 1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2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3순위 대상자에 해당한
다.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가구가 4순위 대상자
에 해당한다.
청년주택 모집공고는 일정하지 않아 청년주택 찾기 사이트 ‘마이홈’
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년주택 신청
에 필수 서류인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학생임을 확인하는 증
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
명서가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
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청년주택은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내용이 어렵고 알아볼 것
이 많지만,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들보다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면 자신에게
알맞은 ‘청년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글: 최건 기자 (chlrjssm63@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 (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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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떠난 프로스포츠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
스포츠를 가리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한다. 드
라마 혹은 영화는 짜인 각본으로 흘러가고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스포츠
는 그렇지 않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최약체로
꼽히던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일궈낸 것과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그동안
부진하던 이승엽이 역전 2점 홈런을 날린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짜릿한 역전승에서만 감동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패배로 끝난 경기라 하더라도 모
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플레이를 보여
준다면 팬들은 같이 슬퍼하며 아낌없는 위로를 보
낸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 앞날
을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팀이나 사람에게는 그
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의지와
의욕이 없다면 짜릿한 역전승은 인생에서 기대조
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스포츠는 승패를 알 수 없고 예측 불가한 상
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즐
기며 기대하고 팬과 선수를 단합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것이다.

간 50억 원이고 프로농구는 3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프로농구는 이마저도 각 구단 외
국인 선수 급여를 포함한 각종 공동사업비로 지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단에 돌아오는 수익은 없
다. 결국, 구단은 입장권 매출과 MD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조차 전체
운영비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
장권 수입은 프로야구에서조차 매년 적자에 시달
리고 있다. 프로축구와 프로농구, 프로배구의 입장
권 수익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최다 관중(116만
5,020명)을 유치한 두산도 입장 수입(135억 원)의
비중은 총매출의 26%에 불과했다. 반면, 광고 수입
은 구단별로 50~60%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모
기업 계열사에서 발생한 매출로, 따로 지원금까지
받는 구조에서 구단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 활동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모든 종목의 수도권 쏠림이 가중되고 있다.
프로야구와 남자프로농구 구단 중 절반이 서울·수
도권에 몰려있디. 전국의 꿈나무들도 수도권으로
빨려든다. 지역 스포츠 위축의 악순환이다.

스포츠산업의 특성
그렇다면 왜 스포츠산업이 중요할까? 강준호 서울
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이유를 3가지로 분
류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의 위기
우리나라의 4대 스포츠 구단의 수입구조는 비슷하
다. 프로구단의 수입은 중계권료, 입장권 수입, 광
고 수입, 상품 수입, 경기장 내 판매 수입 등으로 나
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계권료는 연간 약
540억 원으로 책정된 프로야구를 제외하고 타 종
목은 미미한 수준이다. 프로배구와 프로축구는 연

첫째, 스포츠산업은 체험 산업이다. 체험을 만들어
내는 마지막 단계는 가장 높은 차원의 상품으로, 스
포츠는 소비자에게 매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체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도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
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호

백송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뛰는 야구소녀 수인은
134km의 강속구와 뛰어난 볼 회전율을 자랑하는 천재라고 불렸습
니다. 20년 만에 여자 고교 선수가 탄생했다며 화제였지만 프로 지
명에서는 떨어집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수인은 프로팀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트라이아웃에 도전하려 했고, 그때 새로운 코치
진태가 부임합니다.
진태는 수인을 실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 프로는 될 수 없다며
직설적으로 평가합니다. 성별이 여자라는 점을 문제삼지는 않았습
니다. 수인은 포기하지 않고 150km의 공을 던지겠다며 밤낮으로
훈련을 이어갑니다. 진태는 애쓰는 수인을 바라보며 단점을 보완하
는 것보다 장점을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너클볼을
연습시킵니다. 너클볼은 구속이 낮지만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어
타자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공입니다. 과연 수인의 공은 프로무대에
서 춤출 수 있을까요?
‘야구소녀’는 한국 독립영화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2019)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45회 서울독립영화제(2019)에서는 주수인
의 배역을 소화한 배우 이주영이 독립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년 10월 19일 오전 기준 누적 관객 수는 37,373명으로 독립영화로서
의미 있는 흥행 성과였고 9점대의 높은 관객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여자 선수가 아닌 투수 수인의 이야기입니다. '성별이
단점인 적도, 장점인 적도 없었다.'라는 수인의 대사를 통해 이 영화
가 기존 성장 영화, 여성 영화와 다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투수 주수인의 꿈을 향한 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야구소녀’ 속
너클볼을 보러오세요.
글: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jj.ac.kr)

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로서의 체
험 욕구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늘 새로운 경험을
원하게 한다. 소비자는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 체
험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인간의 신체
활동 놀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둘째, 스포츠산업은 문화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처럼 공급자들의 집중적인 노
력으로 단시간에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스
포츠산업은 스포츠가 사회제도로서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스포츠가 사회구성원들의 생활 일부이
자 문화 일부로 자리 잡아야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이다. 스포츠를 생산하는 선수는 하루아침에 길러
지지 않는다. 선수는 학교 또는 클럽 스포츠 시스
템과 스포츠 이벤트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고 알
려진다. 또한, 스포츠경기연맹의 다양한 제도의 산
물이기도 하다. 스포츠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야구
를 접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야구팬이 되길
바라는 건 어려운 일이다.
셋째, 스포츠산업은 융·복합산업으로서 다양한 파
생시장을 창출한다. 스포츠 시장은 크게 스포츠 본
원 시장과 스포츠 파생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
포츠 본원 시장이란 소비자가 스포츠를 관람하느
냐 직접 참여하느냐에 따라 관람스포츠 시장과 참
여 스포츠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스포츠가 대
표적인 관람 스포츠산업이고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이 참여 스포츠산업이다. 스포츠 파생시장이란 스
포츠 본원 시장에서 파생된 다양한 시장들을 말한
다.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관람스포츠산업이 발전
하면 방송중계권과 기업스폰서십이 거래되는 시장
이 파생되며, 추신수 같은 스타 선수 시장이 파생

오
늘
이
영
화

되고 이들을 거래하는 스포츠에이전트 산업이나
스타 선수를 활용한 특허사용 계약 산업이 파생된
다. 또한,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 골프장뿐 아니라
골프용품 시장도 활성화된다. 이렇듯 스포츠 시장
에서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매우 이질적인 형태의
상품들이 생산되고 파생되고 거래되는데, 이것을
스포츠시장 가치 망(sport market value network)
이라고 부른다.

MZ세대를 잡기 위한 방법
짧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환경과 콘텐츠에 익숙한
MZ 세대에게 경기 시간이 2~3시간가량 걸리는 프
로스포츠는 이미 관심 밖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넘쳐나는 볼거
리와 경쟁하기에는 러닝타임이 길다. 미국 프로농
구 NBA에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뉴미디어 저
작권 개방 정책을 펼쳐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활
동할 수 있는 NBA Play makers 플랫폼을 활성화
했다. 팬이 영상을 편집해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NBA의 공식계정 팔로워 수는 무려 1억 명
이 넘게 됐다.
한국 프로스포츠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탑승해
야 한다.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고 팬들이 짧은 영
상을 만들어 홍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쟁자는 현재 즐길 수 있는 모든 문
화콘텐츠라는 점을 인식하고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벤트나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모든 연령대
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글: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감독: 최윤태
개봉: 2020.06.18
장르: 드라마 / 스포츠
러닝타임: 105분
출연｜ 이주영, 이준혁,
엄혜란, 송영규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어
때
요
?

중학교 시절 천재 야구소녀로 불렸던 주수인,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도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지만
예전만은 못하다.
하지만 수인은 여기서 야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
오히려 여성 야구선수 최초로 프로 구단에 입단하기 위해
절치부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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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 여름 방학을 이용해 비교과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코바늘을 이용한 여름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
▶Program2

코바늘을 활용한
여름소품 만들기
7/4~7/27 4개반 운영
2시간 4회(총8시간)

-신청방법: onSTAR→비교과프로그램
→문/예/체에서 신청
-자세한사항은 프로그램별 상세페이지 참조

▶ 코바늘이란?
한쪽 또는 양쪽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실을 걸 수 있도록 만든 뜨개바늘이다. 코바늘은 실만 있으
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같은 코바늘로 만든 작품일지라도, 실의 굵기에 따라
각각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 코바늘 뜨기 기법
매직링과 짧은뜨기
이름부터 생소한 매직링은 만들어 없애는 것이다. 실 한 올로 동그라미를 세 번 통과하게 되면서 코
바늘이 춤춘다. 그러면 처음에 보이던 가운데 빈 곳이 이름 그대로 ‘매직’처럼 없어진다. 동그랗게 편
물을 뜰 때, 원형 뜨기의 시작을 위한 첫 단계이다. 매직 링으로 ‘기둥코’를 세운 후, 짧은뜨기를 시작
한다. 여기서 ‘기둥코’는 여러 뜨기 기법을 시작하기 위해 토대가 되어주는 기초코이다. 뜨기에서도
계단처럼 한 층씩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이를 맞춰줄 기둥이 필요한데, 이를 기둥
코라고 한다. 기둥코를 세운 후 짧은뜨기에 들어간다. ‘짧은뜨기’는 도안에서 x와 +, 두 가지로 표기
가 된다. 코를 이루는 모통 부분이 짧고 조직이 촘촘하다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본교 온스타(onSTAR)에 접속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신
청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주 1회 대면 참여로 총 4회로 진행됐으며, 교육 시
간은 주 1회 2시간, 총 8시간이었다. 교육은 진리관 407호에서 진행됐다. 다수의 학생에게 체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4개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코바늘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실용적인 소품을 만들 수 있었다. 작은 소품인 수세미, 키링(열쇠고
리)부터 시작해서 큰 소품인 그물 가방, 발 매트 등과 같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
다. 우리 학교 코바늘 프로그램은 다양한 작품 중에서 ‘스마일키링’과 ‘티코스터(컵 받침)’,‘그물 가
방’을 선택했다.

▶ 소품 제작 과정
수강생들은 제공받은 코와 바늘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총 4회 수업 중 2회는 티코스
터(컵 받침)과 스마일키링을 제작했고, 나머지 2회는 그물 가방을 완성하는 코스였다.
수업 초반, 강사의 소개와 기본적인 코바늘의 기능, 특징, 종류 등에 대한 설명 후 제작으로 이어졌
다.

▶ 코바늘뜨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배우기

빼뜨기와 사슬뜨기
빼뜨기는 코바늘에 실을 걸어 한 번에 두 코를 빼는 방법이다. 주로 코를 이동하거나 모티브 연결,
단을 마무리할 때 쓰인다. 키가 작아 단 높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슬뜨기는 코바늘뜨기의 가
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코 모양이 사슬과 같아 사슬뜨기라고 불린다.
한길긴뜨기
앞에서 설명한 뜨기 기법들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한길긴뜨기는 ‘double crochet’이라고 불린다. 긴
뜨기가 기본이 되는 한길긴뜨기는 사슬 3개 높이의 뜨개 기법이다. 기호 모양도 긴뜨기 T자 모양에
서 중간에 사선으로 줄이 하나 그어져 있다. 첫 소품인 ‘스마일키링’을 제작할 때, 코바늘의 기초 도
안을 배웠다. ‘매직 링’,‘기둥코’,‘빼뜨기’,‘사슬뜨기’,‘짧은뜨기’,‘한길긴뜨기’ 등등으로 뜨개질을 시작
했다. 이렇게 배운 도안을 수업 중·후반 부에 제작하는 티코스터(컵 받침)와 그물 가방에 적용해서
완성해 나갔다.

▶ 우리대학 코바늘 프로그램의 특징
코바늘이 처음이어서 어색한 학생들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코바늘을
처음 해보는 학생은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사는 수강생이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어려
울지를 생각하며 누구나 쉽게 작품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했다는 점이 특징
이다.

필자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바느질의 특징인 단순 반복 작업 속에 잡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바느질은 대학 생활이나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소
품이었던 그물 가방을 만들 때, 창의 공작을 하는 수강생도 있었다. 정형화된 모양이 아닌 자신이 만
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드는 수강생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편안함’을 느껴 나
왔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안정을 느끼면서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아
이디어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본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 과목과
연계된 뜨개질은 제작 후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사람들과 나누면 더 즐거운
뜨개질이 된다. 이를 위해 미리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체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듯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로 편안함을 느끼고 싶고, 작품완성이라는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싶은 학생들은 손으로 가치를 전하는 뜨개질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겨울방학 때에
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있으니 신청하길 바란다.
글: 서주연 기자 (202062006@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 (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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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퀄리티는 작가의 몫 yes or no
어느 날, 당신은 작가가 되어 드라마를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드라마를 쓸 때 미디어가 현실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미디어로
말하는
사회필요악
사형제는
사회를
위한
최근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는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에 소
비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전 세계가 열광
한 ‘오징어 게임’은 어린 시절의 동심을 깨웠고, 동시에 ‘달고나 게임’을 세계에 알렸다. ‘이상
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을 바꾸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다. 그러기 때문에 작가는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하여
작품을 써야 한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
고 있을까? 7~8화의 소재였던 ‘소덕동 팽나무’는 도로 건설 계획 탓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
만 ‘법무법인 한바다’의 노력 덕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보존된다. 실제로 이 팽나무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에 있으며, 2015년 보호수로 지정돼 시가 관리하고 있다.
드라마가 방영된 후 팽나무가 화제 되면서 이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문화재청은 팽나무
의 화제성과 나무의 형태, 수령 등을 근거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천연기념물 지정
을 검토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고래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비봉이’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
지막 남방큰돌고래다. ‘비봉이’는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다. 그 뒤 제주
퍼시픽리솜 수족관에서 17년간 갇혀 살며 돌고래쇼에 이용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 서
귀포시 대정읍 해역에서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을 시작했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비봉이’의 방류를 결정한 이유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풍
에 따른 것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정부는 2013년 ‘제돌이&춘
삼이&삼팔이’, 2015년 ‘태산이&복순이’, 2017년 ‘금동이&대포’를 방류한 바 있다. 이번 방류
땐 ‘비봉이’에게 GPS(위치정보시스템)를 부착하고 1년 이상 장기 관찰&보호한다. 비봉이 이
슈에 힘입어 SNS에서 “돌고래쇼 반대”, “수족관 안 가요” 등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미디어가 시청자에게 언
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을 때, 시대가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작가는 언제나 자기 작품이 사회에 끼칠 사소한 영향까지도 고려하며 작품을
써야 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시청자에게 단순한 재미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의 아픈 모습을 꼬
집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땐 여러 가지 사
항을 고려해야 한다. 작가는 시청자가 작품의 소재에 얼마나 큰 이해도를 가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작품의 이해도가 적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널리 퍼진 각종 다양한 정보를 사실처럼 인지
하고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사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시청자는 작가가 던진 질문에 각자의 답을 내놓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찰과 갈
등이 생기지만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각기 다른 답변 속에 작가는 또 다른 작품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시청자
는 그 질문에 답하며 사회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렇게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작가가 작품으로 사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던지면 시청자는 각자의 답을 내놓는다.
시위하거나 SNS에 옹호 혹은 비판하는 글을 쓰는 등 각자 답을 내놓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작가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작품을 쓴다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질문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글: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국내 드라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내에서 흥행했던 작품들
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스포츠물 ‘스토브리그’, 휴먼물 ‘슬기로운 의사생활’, ‘갯마을 차
차차’, 청춘 성장물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과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국내 드라
마는 소재의 폭을 넓혀가며 한국적인 감성이 담긴 휴먼 장르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뻔한 로
맨스물이 아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드라마 속에 자
극적인 요소가 없으면 심심해하기 마련이다.
방송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시청률이 잘 나오는 작품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작가는 자극적이고 격정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청률을 높이려 하며 시청자들은 이
러한 요소들에 유혹된다. 시즌제로 방영되었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내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이는 등 막장에 막장을 더하여 수위부터 개연성과
같이 다양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시청률은 최고 31.1%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드라마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지나친 설정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끝까지 드라
마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봐줄 순 없는 것일까.
작품은 작품적 허용으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작가는 마음껏 상상
력을 펼치고 대중들은 여러 요소와 자극을 통해 통쾌감을 얻는다. 자극은 선택이고 연출이다.
작품의 연결을 위해 쓰는 장치 중 하나로 이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반응이 나타난다. 실제로 작품을 보고 모방 범죄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모방 범죄는 범죄자들의 문제일 뿐, 작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자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으로도 논란이 끊임없이 나온다. JTBC에서 방영된 드라
마 ‘설강화’는 방영 전부터 제작 철회 요구에 휩싸였다. 드라마 줄거리와 인물 설정을 소개한
시놉시스가 일부 공개되자 남자 주인공 설정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남자 주인공은 ‘명문대
에 재학 중인 운동권 학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보낸 간첩’, 또 다른 남자 주인공
은 ‘안전기획부 1팀장으로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인물’이란 설정이었다. 일
부 공개된 내용으로 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운동권
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한다는 이유였다.
비난 여론이 세지자 방송사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정국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이며 그 속에서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 드라마이기도 하다”라며 ‘남파 간첩이 민
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안기부를 미화했다’라는 등의 지적은 제작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역사 왜곡 논란 드라마의 폐지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드
라마는 역사책이 아니기에 사실보다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허구를 더할 수 있다. 하
지만 허구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
이 만들어진다면 창작물의 소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 시청자의 권리로 방송 폐지를 요
구할 수 있지만, 창작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선 잘생긴 재벌 2세가 나타나
청혼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악역이 마법처럼 처벌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드라마는 보
여주고 싶은 면들만 확대하여 담아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장면들이 많다. 시청
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얻는다.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마치
현실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며 과몰입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우영우의 주변 인물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폐인을 돕기보
다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꼭 시청자들
에게 불편함만 주는 건 아니다. 우영우보다 주변 인물이 더 판타지 같을 정도로 현실과 차이
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을 통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또,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
마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현실을 다루되 허구적 인물, 공간,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픽션
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작가의 창작물을 그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제922호

Q.

로타리 가입하시기 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
지 궁금합니다.

A. 로타리 가입하기 전에는 취업보다 사업 준비를 위해 노력했었습니
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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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Q.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로타리에 대한 핵심 키워
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제로타리 3670
지구가 어떤 이미지로 남기를 원하시나요?

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지도역량단체인 JC활동을 했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는 골프를 좋아하는 편이라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

A. 로타리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구와 전국 각지에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

사람에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체입니다.

다.

로타리는 1979년 소아마비 퇴치기금, 글로벌보조금, 지구보조금, 클

Q.

총재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 ㈜보
고산업개발, ㈜전주아레나, ㈜개성공단 등 다양한
기업에서 수십 년간 경영 업무를 해오신 우수한 경영자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경영관과 경영철학에 대
해 알고 싶습니다.

럽내부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구 중에서 3670지구는 다양한 분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로타리는 이러한 수많은 선한 영향력
을 주는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
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공공이미지 사업을 확대하여 로타리만이 자긍
심을 높이고, 비로타리안의 참여를 이끌어 로타리라는 단어가 자주
상기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A. 경영에 관한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너무 막연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절에 ‘그냥 하면 되
겠지’라는 심정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틀도
잡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 잡은 사업이 97년 IMF라는 시련을 극

Q.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격
려의 말씀 또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
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하지 못해 사업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준비하

지난 7월 1일에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제52대 국승일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국승일 총재는 전주대학교 경
영대학 회계학과를 1991년에 졸업한 우리 학교 동문이다. 신임 총재
에 대한 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신문사가 지난 7
월 20일 본관 접견실에서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로 로
타리에 대한 설명, 경영관, 해온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는 과정에서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이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

A.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 어떤 시험을 보고 취업의 문을 통과하는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시련들이 젊은 나이에 겪을 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딱 2곳이 있는데, 바로 일본과 우리나

있었던 것이 유용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신용이라는 더 큰 자산이 새

라입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꿈을 열어가기에는 한계

로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강제적인 공부는 스스로에 대해 이해

Q.

2004년부터 전주동 로타리클럽에 입회해 클럽회
장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보좌역, 봉사프
로젝트위원장, 로타랙트 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타리의 길을 걷
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리나라에서 공부에만 매진하여 구속된 삶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지식과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책 읽기, 여행가기, 동아리,
학생회, 단체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
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싶
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면 좋겠
습니다.

‘총재’와 ‘학생 기자’간의 거리감 없이 선후배로서의 편안한 분위기 속
에서 이루어졌다.

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로타리안들이 그랬듯이 2004년에 지인
의 소개로 로타리에 가입하였습니다. 로타리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로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

“90개의 클럽과 전라북도에 약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이끄는 총재로

더욱 로타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저의 장모님께서

았다. 또한, 위와 같은 공식 질문 이외로 후배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취임하게 됨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자리가 아

1000불 PHF기금(국제로타리 연차기금)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해 선배로서의 조언도 해주었다. 특히 학생 시절에 자신이 했던 활

니며 꽃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총재로서 사회적

이를 계기로 저 또한 1000불 PHF기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동들을 언급하며 대학생으로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도 하였다.

약자들을 위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수행해나가면서 더욱 윤택

고 이 기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로타리에 대해서 더 자세

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 알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에 조금씩 동화
되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를 통해 얻은 상금을 기금에 조금씩 꾸

인터뷰의 마무리로 국 총재는 “우리 전주대학교 모든 학생이 취업의

로타리 신임 국승일 총재가 밝힌 취임 소감이었다. 또한, 약 30분 동

준히 기부에 참여하였으며 로타리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를

문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상상하고 있는 꿈

안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 후배들에게는 공부보다 자신에 대한 고민

통해 로타리클럽 회장까지 도맡아 오면서 현재 로타리 총재까지 이

을 이룰 수 있는 후배들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후배들에 대한 애정

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르게 되었습니다.

과 응원을 전했다.

Q.

Q.

A. 90개의 클럽과 전라북도에 약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이끄는 총재

A. 로타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바로 로타리클럽입니다. 세계

로 취임하게 됨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재도 마찬가지지

2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5,000개가 넘는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습

만 다른 어떤 단체장이나 회장이 된다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자리가

니다. 로타리클럽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므로 회원들의 경험은 클럽마

먼저 총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
씀해주세요.

로타리는 세계 최초의 봉사 클럽인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로타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며, 꽃길만 걸으며 재미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영감

다 다르지만, 그 운영 방식은 대체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클

과 동기부여를 주면서 로타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

럽은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질 회장과 총무, 재무와 각종 위원

끼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세대 변화에 대한 격차가 좁아지고 시

회를 둡니다. 그리고 각 로타리클럽은 국제로타리의 회원으로 간주됩

기가 변화되는 주기도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빨리 적응해

니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튼튼한 클럽은 회원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

나가는 꽃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로타리도 바뀐 상황

사하고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봉사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에는 120만

속에서 적응해 나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재로서 보이지 않

명이 넘는 로타리클럽 회원이 있습니다. ‘로타리안’이라 불리는 우리

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수행해나가면서

클럽 회원들은 로타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한 개인에게 주어진 힘

더욱 윤택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 훌쩍 뛰어넘는 봉사 역량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
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서로의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한데

진행: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촬영: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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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겨자씨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어 시간과 공간, 그리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
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채플
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이 채
플의 교과과정을 5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
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일 장소에서의 대
규모 집합 수업으로 진행되는 채플의 특성을 고
려하여, 2022-2학기 모든 채플 과정을 온라인 수
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각 채플에서는 온라
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각 채플의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문화공
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고 이 세계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다
른 존재 즉, 해와 달과 별과 각종 나무와 풀과 꽃
과 동물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
조하셨다. 여느 창조물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특
별히 삼위 하나님이 모이셨다. 그리고 당신의 형
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
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
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요, 근원
이다. 창세기 2장은 사람 존재의 본질을 더 자세
히 설명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
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
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의 성품
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하
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
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
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
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성품채플이 기획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젝트
중‘바퀴달린 학교’는 캠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
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
게 교육하여 올바른 영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
하여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활
용하여 신자·비신자 모두 공감하고, 기독교 진리
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진행하는 채플이다.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B.M.D(Bible Music Drama)와

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
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사람은 ‘흙의 먼지’라
는 물질과 ‘생명의 숨’이라는 영적 요소가 결합된
더불어 매주 채플 밴드가 선보이는 음악적 요소
를 통해 채플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청하고 문화공
연을 통해 채플의 흥미와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학기 말에는 참여도와 감사일기 등을 종합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성채플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성
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체계 속에서 기
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
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러 이벤트와 행사
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
플을 흥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
육 목적을 극대화한다.

▶소명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
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하는 영성지
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
과 고민뿐 아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
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이다.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로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태어나
서 살다가 죽는다. 하지만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특별한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하나는 ‘만물
을 다스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
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 모 든 생 물 을 다 스 리 라 하 시 니 라 ”(창
1:27,28). 두 번째 목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하나님께서 꾸미신 에
덴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
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을 알아듣는다’는 것과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는 능력과 의지도 함께 주셨다‘는 깊은 뜻이 있다.
▼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분의 엄청나고도 놀랍고 신비한 사
랑,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런 믿음
으로 2022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대

예배안내

학, 전주대학교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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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라”(요일 4:16). 아멘.

장선철 교수

기도문

(상담심리학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19)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

향해 성큼성큼 걸어갈 때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회의 유행

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

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여름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 학

을 좇지 않고 자신의 빛을 은은히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

시고 전주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

기에 좋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소서.

소서.

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가 열악하고 힘든 중에도

교수와 학생과의 만남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관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게 하시니 감사합

로 그치지 않고 인생의 큰 스승으로 각인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산학연협력을 선도하는 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전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

주대학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인격

옵소서.

과 교양을 갖춘 영향력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진리의 전당이

불확실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취업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시대를 비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꿈을 찾고 그 꿈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꿈을 향

김용광 교수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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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로운 판결

진리의 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일평생 우리는 무수히 많

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

은 판단을 내립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재판할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

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때 에 낯 을 보 아 주 는 것 이 옳 지 못 하 니 라 "(잠

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

하느니라"(잠17:8). 뇌물에는 그 뇌물의 효능을 경

24:23).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사람들의

16:19).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재판관도 뇌물을

험한 사람이 뇌물 없이는 살지 못하는 강력한 중독

상태는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의 생

품는 순간 평가의 눈은 어둡게 되고 판결의 언어는

성이 있습니다. 뇌물을 아예 형통의 보루로 여깁니

명은 공의의 확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굽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판결을 굽히려

다.

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

고 막대한 뇌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

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로 인해 굽은 판결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재판하라"(레19:15). 즉,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

"(잠17:23).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통치자들
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

기 때문에 편들지 말고 권세자를 권세 때문에 두둔

한병수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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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공의로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은 모

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

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뜻

두 뇌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잠하냐"(시58:1).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태도

을 따라 이루어질 때에 최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부라고 부릅니다. 동일

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판결에 잠잠하지 말라는 것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판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

한 물질이 뇌물도 되고 기부도 되는데 이는 물질의

입니다. 이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에 달린 것입니다. 밥을 제공

의 공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하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목소리의 자격자가

성경은 재판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면 무엇이든 뇌물 공여죄를

되려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

원흉으로 "사람의 외모"와 "뇌물"을 언급하고 있습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뇌물의 유혹을

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49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는 터키
이곳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하란이 나온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날 때 까
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곳이다.
또한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도들이 모인 곳이다. 신약시대에
최초로 사도들을 파송했던 곳이며, 이곳에서 예수
를 따르던 사람들을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
호가 시작되었다.
특히 터키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쪽 에게해 연안에 있는 이즈미르(성경에
는 서머나로 표기됨)는 서머나교회에서 사역한 폴
리캅의 순교정신이 서린 곳이다. 아무튼 터키는 기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독교 유적지가 많은 곳이어서 지금까지는 에베소,
카파도키아 등지를 순례하며 기독교 유적에 중점
을 두었다.
그러나 때로는 한 골목 더 들어가서 꾸밈없는 터
키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에베소 근교의 쿠사다시
는 소박한 항구도시인데, 여기서는 바울의 유적지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주거지 등 여러 곳을 다니기
에 편리하고 밧모섬, 그리스 섬들로 갈 수 있는 항

보통 우리네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하면 예루살
렘, 베들레헴, 갈릴리를 떠올린다. 물론 이는 예수
와 직접 관련된 곳이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
리는 아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터키, 요르단 등의 나라도 성지의 범주에 속한다.
그중 특히 터키는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는 ‘터키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 표현 할
정도로 기독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 이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먼저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 최고봉 해발5,165m의 아라랏 산이 있는
데, 노아방주의 얘기를 품고 있다. 구약성서에 아라
랏 산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치
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 후에 – 방주가 아
라랏 산에 머물렀고 224일째 산들의 봉우리가 보
였다. (창세기 8 : 2-5)」는 내용이 그것이다.

구가 있기에 에베소를 돌아보려면 여기 쿠사다시
릉 베이스 캠프로 정하는 것이 좋다.

▲ 에베소 쿠사다시에서 바라본 에게해, 맑고 에게해는 가슴 시원하게 해 준다.

여행에서 그렇듯이 호화로운 대도시 보다. 소읍
과 골목이 훨씬 그 나라다움을 볼 수 있다. 이번 여
행을 주선한 나승균 장로와 나는 쿠사다시의 골목
을 거닐다가 노래 소리가 울려 나오는 곳이 있어서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순박하고 우리를 호
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우리에게 앉으라
고 권하더니 노래를 불러 준다. 영락없이 우리의 노
래방 분위기다. 그렇잖아도 그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친근해 하는 판에, 그들의 친절에 감동(?)
받은 나장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차 한 잔씩을
돌리니, 분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화기애에’ 해졌
다. 그 순간 우리는 민간 문화 사절이 된 것이다.
〈계속〉

▲ 터키 국내 비행장은 시골 버스 정류장 같다.

▲ 그들과 나장로는 어깨동무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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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지 못하는 감사기구,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진행된 전
체학생대표자회의 임
시 회 의 (이 하 ‘전 학 대
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중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위’)는 감사 결과에 대
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
하며 추가적인 서류 제
출 기간과 감사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일부
손민기 기자
(minki70064@jj.ac.kr)
자치기구는 서류 제출
을 보완하고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이번 감사의 기준이 불
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학대회
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감사위 위원들이 모두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우로만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학생자치기구 감사 시행 세칙에 따르면 중앙감사위원회는 1월
중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추천을 받
아 선출된 중앙감사위원장이 최대 9인의 감사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 선발에는 최종적으로 중운위가 동의해야 한다. 올해 선

발된 4인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감사위원장과
소속이 같다. 거기다 감사위원은 자치기구 겸직을 할 수 있어 투명한
감사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감사위는 전학대회에
서 “관련 의혹에 저희가 대처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청렴한 감사를 진행했고,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라고 해서 감
사를 느슨하게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위원장과 중운위, 두 기구에 잘못이 있다고 생
각한다. 일차적으로 감사위원장이 4인의 감사위원을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만 구성한 점, 이차적으로 중운위가 구성 인원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동의했다는 점이다. 두 기구가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수월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기자는 전학대회가 끝난 뒤 자치기구장들을 만나보았다. 참석
한 자치기구장 모두 불만섞인 말을 이어갔다. 먼저 감사 관련 교육에
관해 물어봤다. 자치기구장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글 올리고
끝.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 끝. 이게 다였다”, “예전에는 수정 기간이
있어서 미흡한 점을 수정할 수 있었고, 감사위와 소통하면서 자료를
보충했었다. 올해는 수정 기간은커녕 번복할 수 없다고 공식 석상에
서 말해버리시니 수정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눈치였다. “없는 예산
아껴서 2학기에 단체 활동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 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니 할 말이 없어졌다”, “2학기가 시작되고 단과대
학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과는 예산이 없어서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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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학우들을 위해 운영을 했지만, 결과는
이렇다. 학생회 임원들도 힘이 빠지고, 학과 분위기도 어수선할 뿐이
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자치기구들은 감사위와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
음을 알 수 있다. 감사위는 적은 수의 감사위원과 단일 단과대학 소
속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감사 결과는 급작스레 바뀐 감사 세
칙과 자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보였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료 보충할 수 있는 시간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재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감사기구는 학생
회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규칙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올
바른 학생회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점이지만, 모든 자치기구는 돈을
똑같이 쓰지 않는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에 이런 점도 포함
에 세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감사 시행
세칙에 오타가 보였다. 세칙은 해석 차이가 있으면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기에 이런 점을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전학대회에서 감사위는 “감사위 인원 구성을 학생회가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건 어떤가”라는 질문에 “해당 방안을 생
각하고 있었다”라며 “다만, 학생회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바꾼다면
당장 감사위를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떠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다음 학기에 내부 논의를 통해 감사 세칙을 변경하고 부
칙으로 효력 발생일을 다음 해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 내
용을 참고해 빠른 감사위 구성 변경을 해주기를 바란다.

2022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신간도서발간

영미언어문화학과
황요한 교수,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 발간

박채윤 영미언어문화학과 / 영문학

윤여혁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

학력

학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New York University 영문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영문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 박사

주요경력

주요경력

·21.01.~22.08.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구교수

·20.09.~22.08.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 PA1팀 Staff Engineer

이윤석 금융보험학과 / 보험학
학력
·국민대학교 법학 학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석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18.08.~22.08.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19.03.~22.08.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영미언어문화학과 황
요한 교수가 집필한 <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커넥트에
듀)가 출간됐다.
이 책은 메타버스 시대
의 미래교육을 위한 청
사진을 제시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메타버스
에 대한 이론이 쉽게 소
개되어 있고 실제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와 정보통신기술
(ICT)을 아우르는 각종 교육 툴과 프로그램을 함께 다룸으로써
영어교육 분야의 최신 교육법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나기는 아직 쉽지 않다. 그런 측
면에서 이 책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활용 예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 교수는 인문대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디지털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했다.

김 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 지적(국토정보)
학력
·광주서석고등학교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행정 학사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행정학 석사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지적학 박사

주요경력
·94.10.~97.05.
·97.06.~03.10.
·02.03.~10.02.
·03.10.~07.06.
·07.06.~08.02.
·09.03.~10.06.
·08.02.~22.08.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남도 장성군청 종합민원실(지적행정)
목포대학교 시간강사
전라남도청 토지관리과
행정자치부 지적팀
한양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규진 경기지도학과 / 운동생리학(운동과학)
학력
·인하대학교 체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체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체육학 박사

주요경력
·18.03.~19.12.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박사 후 연구원
·17.04.~22.08.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05.03.~22.08. 인천광역시 공립 고등학교 교사

유정란 국어교육과 / 고전문학
학력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 / 일어일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주요경력
·21.03.~21.08.
·21.03.~22.08.
·21.03.~22.08.
·21.07.~22.08.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 국어국문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노언경 교육학과 / 교육평가 및 교육측정
이선우 재활학과 / 장애인 재활상담

학력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 석사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 / 사회복지학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경력

·12.10.~17.02. 분당우리복지재단 법인사무국 팀장
·19.03.~21.09. 계명대학교 강사
·21.09.~22.08.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주무관

·14.09.~18.02.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8.03.~20.0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03.~22.02.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22.03.~22.08. 서일대학교 조교수

오병관 건축공학과 /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내진설계

손현주 창업경영금융학과 / 사회변동론 또는 미래학

학력

학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주요경력

·전북대학교 사회학 학사
·전북대학교 사회학 석사
·University of Houston at Clear Lake 미래학 석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정치학 박사

·11.07.~13.07. 포스코건설 Associate
·17.11.~19.11. 프린스턴대학교
Visiting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21.03.~22.08.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14.09.~17.0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SSK 전임연구원
·14.03.~22.08.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09.~22.08.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적경제과 강사

주요경력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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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MBTI는...”

정겨운 기자
(adorrrrr.jj.ac.kr)

5,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를 우리는
16개의 성격유형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맹신한
다. ‘MBTI’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유형 검사 도구를 말한다. 외
향-내향(E-I), 감각-직관(S-N), 사고-감정
(T-F), 판단-인식(J-P) 이 네 가지 분류 기준
에 따라 총 16개 성격유형의 결과가 나온다.
젊은 층 사이에서 ‘MBTI’는 일종의 자기소
개 수단으로 사용된다. 본인을 설명하는 데
이만큼 간결한 수식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SNS에서 검색해 보더라
도 성격유형의 특성을 요약한 게시글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접근성에 탁월한 장점이 있다.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무의식 속의 모습을 파
악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할 기회로 작용
한다. 그러나 사회는 전문적이지 않은 ‘MBTI’
분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성격유형을 만
들어 놓았다. ‘I’는 활동적인 ‘E’와 다르게 소
심한 유형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웠으며, ‘T’는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심하게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MBTI’는 성격·심리를 분석한 유형일 뿐 본
인이나 타인을 특정 고정관념으로 정의해서
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검사 대상자
의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우리는 왜
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 채용 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문항에
‘MBTI’ 기입란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
욱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기업에서 이와
같은 개인의 성격을 요구함에 취업 준비생들
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기업은
참고사항으로 확인하는 용도일 뿐 채용 결과
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
다. ‘MBTI’가 과연 개인의 역량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필자도 검사를 진행한 후 새로운 결
과를 얻는 이점도 있었지만 다소 신뢰할 수
없는 문항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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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항
은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지만, 정당성은 감소
시킨다. 즉, 12분 내외로 진행하는 검사가 본
인의 역량을 표현하기에 어디까지나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MBTI’ 결과는
채용 시 역량을 판단할 근거 자료로 적용하는
데 부적절하며 맹신과 과몰입이 이러한 부정
적인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
야 할 때이다.
전문가들은 감정을 고차원적이라 말한다.
감정 자체는 1차원적이나, 여러 감정이 합쳐
져 또 하나의 새로운 감정을 도출하게 됨으로
써 고차원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검사에서 비
유하는 4개의 지표는 상관관계가 없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른 유
형이 나오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
으므로 나오는 결과다.
그렇다면 ‘MBTI’ 과몰입을 방지할 방안으
로는 무엇이 있을까? 본인이 직접 자신을 파
악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특징은 참고하되 12분의
검사로 스스로와 타인을 결론 내지 않고 검사
이전의 모습과 마주하여 본인이 어떤 사람인
지 고민해야 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MBTI’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등장한다.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 도구가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개인의 역량과 미
래 성과 예측을 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니므로
과도한 맹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사

설

문해력의 위기 속에서
‘사흘’, ‘금일’, ‘무운’에 이어 최근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화두에 올랐다. ‘사흘’을 ‘4일’로 이해하고,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고, ‘전쟁 따위에서 이기
고 지는 운수’를 뜻하는 ‘무운(武運)’을 ‘운이 없음’을
뜻하는 ‘무운(無運)’으로 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
다. 이제는 심지어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표현을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하
고 재미가 없는 사과’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익명의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보도전문채널 정치부 기자의 문해력도 이 정
도 수준이니 이쯤 되면 가히 ‘문해력의 위기’라고 할
만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문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매
체가 다양화된 요즘 시대의 상황에 맞게 문해력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단순히 ‘글’뿐만이 아니라 ‘대화’,
‘영상’, ‘콘텐츠’ 등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
가 일상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언어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적절
한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 된 책을
읽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를 시청할 때에
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
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끝없이 오르는 치킨값

대학에서 문해력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학습자

기자칼럼

가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문
분야의 고급 지식을 다루는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수자들이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형편없다고 탄식한다. 하지

백서희 기자
(seoheebaek03@jj.ac.kr)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인 치
킨이 더 이상 국민 간식 수준의 가격이 아니
다. 대부분의 치킨값이 2만 원을 넘기고 평균
적으로 배달비는 2천 원에서, 5천 원까지도
내야 한다. 그렇게 치킨과 배달비를 합하면 2
만 원이 훌쩍 넘긴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에
프랜차이즈 치킨을 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
고 있다.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아닌 마트
치킨을 선택하게 되었다. 최근 큰 인기를 얻
고 있는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의 가격은
6,990원이다. 최근엔, 말복을 맞이하여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5,000마리 한정으로 5,990
원에 판매되었다. 소비자들은 마트가 문을 열
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1시간 만에

완판되었다. ‘당당치킨’의 높아지는 인기에 다
른 대형마트들도 저렴한 치킨을 내놓고 있다.
당당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앱에
치킨 매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2시에 샀
는데 1시 5분까지 연락받겠다’라며 기존 가
격에 3,000원을 더한 만원에 책정되었다.
3,000원은 배달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가깝게 사는 사람이 가져가면 된다는 내용이
었다. 당당치킨의 인기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와 자영업자
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치킨을 6,990원을 팔아
도 남는다는 말해 자영업자들을 격분하게 했
다.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
형마트니까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대형
마트의 치킨 가격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
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다. 프랜
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자재를 더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익을 얻지
만, 가맹점은 인건비와 배달비 등으로 이익을
얻기가 힘들기에 대형마트의 치킨 할인에 새
우 등 터지는 것은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형마트의 저렴한 치킨은 소비자들이
치킨만 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구매하게 만드는 미끼상품이라는 것이다.
치킨값이 오르는 데는 배달앱의 이유가 크
다.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면 평균적
으로 중개 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
이렇게 총 6,000원이 배달료로 나가게 된다.
중개 수수료는 가맹 점주의 부담이며, 배달비
는 소비자와 가맹 점주가 나눠서 분담하게 된
다. 그래서 배달비가 저렴한 곳은 점주가 더

부담하고 매장을 운영한다.
10월부터는 배달앱이 포장 주문도 포장비
용을 받게 되면서 치킨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거리두기 해제와 배달비 상승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다. 여
러 배달앱의 적자 폭이 늘어나자 수익을 늘리
기 위해 포장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료처럼 매장이 부
담해야 비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치
킨값도 인상될 것이다.
치킨값이 인상된 이유에는 닭고기 생산업
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공정거
래위원회는 하림 등 16개의 닭고기 생산업체
들이 12년간 담합행위를 45차례나 해왔다고
밝혔으며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다.
계속되는 치솟는 치킨값에 소비자들도, 자
영업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
에서는 계속해서 오르는 치킨값에 맛의 차이
는 조금 있을지라도 훨씬 저렴한 마트 치킨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로서는 배달
료와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까지 생각하면 실
제로 남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자영업
자와 대형마트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 속
에서 정부는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
도록 규제 등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담합이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경제안정과 경제
주체의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
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문해력 저하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 교수자들이
낡고 고루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다고 느낄 수 있
기 때문이다. 어쩌면 학생들은 신조어나 밈(meme)
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디지털 시대의 문
맹(文盲)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문해력
의 위기를 헤쳐 나갈 책임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단순
히 몇 가지로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그리
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하나
하나 찾아내고 이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일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
한 해결책은 세대 사이의 소통과 상호 이해에 있다
고 본다. 기성세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성큼 다가온
매체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함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 역시 기
성세대가 강조하는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소통을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 이어질 때 문해력의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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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cation of an Extraordinary Meeting of All Student Representatives for the Academic Year 2022
reporter Son Min-Ki(minki70064@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An ad hoc meeting for the 2022 school year was held
at the JJU Superstar Hall on August 10th. This meeting
was a public hearing on the results of regular audits.
The sequence of the meeting wa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 Audit Committee (hereinafter
CAC), Report on tasks and progress of the 1st semester
of the committee, taking stands, announcement of excellent audit autonomous organization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2, Questions and answers, announcement
of the CAC, and closing.
The CAC announced:&#160;Non-regulated use of
online banks;&#160; Excluding the actual passbook
from the audit submission documents; Submitting the
original account usage history to verify transaction
details;&#160; Distribution of approval certificates for
items that require approval from the dean or department head, such as alcohol and cigarettes. Moreover,
they said that 55.4% of the autonomous organizations
were not able to conduct audits. Accordingly, they said
that the bylaws were realistically revised by subdividing audit grades, deduction criteria, and disciplinary items. In addition, they revealed that some
personnel dissatisfied with the audit results have demanded abusive language toward the CAC, non-compliance with audit results and disciplinary results, and
the writing and posting of an apology letter from the
Central Steering Committee. In response, the CAC said
that they declined to respond to the inquiry, but they

delivered an answer in writing to the representative
of each autonomous organization through internal
discussion. Finally, the regular audit for the 2022 academic year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udit enforcement bylaws and audit bylaws, and it was
announced that the audit results would not be overturned.
The best audit organizations are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re were suspicions that the audit committee
chairperson had privileges because he was the vice
president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In response, Seo Hyo-won,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said, "In the final auditing process, the student council executives took
turns checking all the contents.” The audit work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audit rules.”Seo Jooyoung,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of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dded, "We prepared
for the first semester audit from March to July, and
the student council is operated by the student council
fee paid by the students, so we tried not to make any
mistakes in preparing for the audit.”She continued,
"There was no suspicion of misconduct during this
process, all suspicions about the evaluation results
are untrue.” In addition, the CAC said that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received higher scores according to the

budget execution of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ratio of student council fees used by the student
council, and the high level of audit. In a newspaper
department’s query, they said that there was no additional audit action for the first semester.
Afterwards, in the audience query, protest questions
from representatives of som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followed. The autonomous bodies asked if they
could provide additional evidence or audits for the results of the audit. In particular, they complained that
the validity of budget execution for meetings was
judged unfairly and that the department that did not
use the student union fee did not have a receipt, so
the audit was not conducted. However, the CAC firmly
stated that there is no additional evidence submission
period or audit. Rather, they asked the representative
of the autonomous organization in reverse and pushed
the relevant autonomous organization. Some said that
the CAC showed an overly coercive attitude towards
autonomous organizations.
Afterwards, the meeting was closed after hearing the
CAC's final statement of position. The recorded video
of the meeting can be found on the YouTube channel
of the JNBS. In addition, detailed articles about the
meeting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is magazine
(https://news.jj.ac.kr/)

Full Support for Interest on Student Loans to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in Jeonju-si
reporter Seo Joo-yeon(202062006@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Jeonju-si provides full interest on student loans to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is is
conduct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cademic
commitment and reduce the burden of educational
expenses for college students in Jeonju.

eral repayment of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since 2016. Jeonju-si is planning
to support the full amount of interest generat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owever, interest on living expense loans is excluded.

This i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address in Jeonju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as well as students who are currently employed and have received repayment or gen-

Applicants can apply through the Jeonju-si website
(www.jeonju.go.kr) by the 31st of this month. However, students who have consented to the provis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eligible to apply.

Jeonju-si plans to confirm and support applicants in
December of this year after reviewing the suitability
of application documents, enrollment status, and loan
information. The final result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kosaf.go.kr).
This project is meaningful in that students can have
an opportunity to receive higher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conditions.

Prevention Rules for COVID-19 (Centaurus BA.2.75)
reporter Choi Geon(chlrjssm63@jj.ac.kr)
translated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coronavirus resurgence began with the emergence of a new higher strain of omicrons called "Centaurus BA.2.75.”Centaurus is five times more infectious
than conventional omicrons. In addition,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 rate of breakthrough infection or reinfection is getting high even
after antibodies are generated by vaccination.”
On July 14, the centaur mutation was confirmed in
Korea, and the BA.2.75 mutation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sample analysis of a man in his 60s living in
Incheon. He had suspicious symptoms on the 8th and
was confirmed on the 11th.

Since then, the Centaurus mutation has been spreading rapidly due to the hot weather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 When Korea's first centaur mutation
was confirmed on July 14th,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was 38,000. Five days later, the number almost
doubled to 76,000. The COVID-19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responding quickly by
reporting new individual quarantine rules, fourth vaccination target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The main symptoms of COVID-19 are fever, fatigue,
cough, shortness of breath, and pneumonia. In addition, sputum, sore throat, headache, hemiplegia, nau-

sea, and diarrhea can also appear. If you feel such
symptoms, please visit a hospital. Recently, various
hospitals are providing non-face-to-face treatment
through apps that provide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even drug deliver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ix personal
quarantine rules include: 1) completing COVID-19
vaccination, 2) minimizing the time to take off the
mask, 3) washing hands with soap for 30 seconds, 4)
coughing on clothing sleeves, 5) doing periodic disinfection at least once a day, and 6) minimizing the
time of private gath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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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大学为应届毕业留学生举
行传递爱心活动

全州大学2021学年后期学位授予方法

全州大学(校长朴珍培)指定17日为2021年度后期学位授予日。
全州大学为了学生的安全和防止新冠疫情的扩散，决定不特意举行2021学年后期学
位及奖状授予仪式。
以各个单科学院为单位为学生个别发放学位证书和奖状，并为毕
业生准备为期一个星期
（至8月23日）
的学位服租赁和毕业生照相区服务。

全州大学（校长朴珍培）
得到全罗北道看护
助务士会
（会长李善玉
（音译）
，助理护士协
会）的赞助，8月6日为五个国家40余名17
日毕业的应届毕业留学生提前举行了祝贺、
激励他们的爱心传递活动。
此次活动是由全罗北道看护助务会下属的
名为一心一意的侍奉团体的会员以父母般
的爱心为毕业后将离开全州的应届毕业留
学生招待一顿饭而集资筹备的。
在韩牛餐厅
举行午餐时，他们尽心尽意地为被邀请的
留学生烧烤以留学生的条件轻易吃不到的
最高级的韩牛肉，并亲切听取留学生在全
州大学学习时经历的酸甜苦辣。
中国留学生于青（音译，物流贸易系）
说：
“因着韩流，也为了学习先进教育的知识来
到韩国。
留学初期因着文化上的差异，不能
很好地适应新环境。也非常想念父母和家

人，所以很多次想放弃留学。
但是现在人心
善良，居住舒适的全州成了我不想离开的
第二故乡。
非常感谢学校和全北看护助务会
在我毕业前给我留下又一个特别的回忆。
”
参加活动的全州大学洪性德副校长说：“本
应该我们感谢、
安慰因新冠疫情在防疫现场
废寝忘食地工作的助理护士们，现在反而
你们为应届毕业留学生传递你们爱心。
我代
表全州大学表示衷心的感谢。
也希望并相信
你们分享传递的爱心成为种子，在留学生
毕业回去的国家也能开花结果。
”
另外，全州大学国际交流院与社区合作进
行犯罪预防教育、
医疗服务支援、
韩国语教
室、host family、音乐教室、体育教室、文化
体验等活动来帮助留学生适应韩国留学生
活。

此次2021学年后期毕业生学士为420名、
硕士54名、
博士63名，共537名。
国语教育系的
等95名毕业生获得最优秀奖。
李庆勋
（音译）
全州大学自1964年建校以来，至今培养了79684名学士、
1709名硕士、
895名博士等，
共82288名人才。
全州大学以实现基督教精神为建校理念，树立了“创建教育价值第一的基督教名门大
学”的大学异象。
并作为主导学生的成功和社区革新成长的大学正率先努力培养具有创
意性的实用人才。

Lễ tốt nghiệp của du học sinh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Ngày 17/8 vừa rồi là ngày tốt nghiệp của
tất cả các bạn sinh viên đã hoàn thành
khóa học 2018-2 ~ 2021-2. Sau 4 năm học
dãi bao nhiêu khó khăn bao nhiêu vất vả
xen lẫn nhiều cung bậc cảm xúc vui buồn
thì cuối cùng các bạn sinh viên cũng đã
cầm được tấm bằng tốt nghiệp trên tay.
Buổi lễ tốt nghiệp này sẽ là một dấu ấn
quan trọng, khó quên trong cuộc đời mỗi
chúng ta.
Vì do dịch COVID 19 lại bắt đầu quay trở
lại với biến chủng mới và có nhiều ca
nhiễm hơn mỗi ngày nên lễ tốt nghiệp
không được tổ chức náo nhiệt như mọi
khi. Thế nhưng ở mỗi khoa đã đều cố
gắng làm một không gian đẹp để dành
riêng cho các bạn sinh viên tốt nghiệp có
không gian để lưu lại những khoảnh
khắc đẹp. Có thể khẳng định rằng lễ tốt
nghiệp đại học được xem là sự kiện quan
trọng nhất trong đời của mỗi sinh viên.
Bởi buổi lễ này rất ý nghĩa, sẽ đánh dấu

là giây phút vinh quang và ghi nhận
thành tích học tập, để rồi mỗi sinh viên
sẽ bước sang chặng đường mới mang trí
tuệ, bản lĩnh của mình cống hiến cho sự
nghiệp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của đất
nước. Các bạn hãy cố gắng chuẩn bị thật
tốt để có thể bước đi vững chắc hơn trên
con đường đời ở phía trước.
Sau khi tốt nghiệp mỗi người đều có sự
lựa chọn riêng và hướng đi cho mình.
Chúc cho các bạn đạt được ý nguyện và
mong muốn của bản than. Ở phía sau
các bạn gia đình và thầy cô giáo luôn ủng
hộ và giúp đỡ các bạn. Các Tân cử nhân
hãy cố lên ở con đường phía trước nhé!!

sự kết thúc quá trình học tập trên ghế
nhà trường suốt thời gian dài. Và được trở
thành tân cử nhân sẽ là niềm vui không
chỉ riêng sinh viên mà còn là niềm tự hào
của cha mẹ, thầy cô.

Cuộc sống du học không hề dễ dàng thế
nhưng các bạn đã nỗ lực cố gắng và vượt
qua mọi khó khan để có thể cầm được
tấm bằng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rong tay. Từ
giây phút được nhận bằng chắc chắn s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