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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를 키우는 곳(The Place for Superstars)

▲ 지난 9월 7일 대학교회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강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손민기 기자)

‘하나님의 축복’ 3년 만에 돌아온 개강예배
지난 9월 7일 수요일 11시 우리 대학 대학교회에서 개강예배가 실시
됐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되던 개강예
배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교직원이 모였다. 예배 인도는 한병수 선교
봉사처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3년 만의 개강예배인 만큼 황인수 교
육부총장이 참석하여 대표 기도를 했다. 황인수 교육부총장은 “전주
대학교가 예수님의 인도로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있는 대학이 되
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수퍼스타를 길러
낼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기도했다.
이어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대표이사, 전주안디옥교회 선교목사)
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이동휘 목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왕자, 공주의 지위
와 권세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 선교사 종류에는 해외 선교사, 부모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문화 선
교사, 길거리 선교사가 있으며,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
는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설교 말씀을 전했
다.
박진배 총장은 “3년 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
대학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대학이 되길 바란다. 추가
로 교육, 연구, 학문, 봉사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예배를 마치며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은 신규 직원 김동현 외 6명을
소개했다. 아울러 2023년 학년도 수시모집에 있어서 많은 학생이 지
원해 최종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이주용·김기정 교수,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 개최
우리 대학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와 산업디자인학과 김기정 교수가
오는 10월 25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클래식 인
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브람
스를 좋아하세요?’와 요하네스 브람스의 실내악 음악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주용 교수의 연주 및 해설과 김기정 교수의 책 소
개와 함께 우리 대학 음악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슈테른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콘서트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헝가리 무곡을 음악학과 졸업생
(고채은, 이고은)이 연주할 예정이며, 국내 정상급 연주자인 바이올
리니스트 김홍연, 첼리스트 양지욱이 함께한다. 깊이 있는 고전음악
을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등 친숙한 음악으
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청중이 구매한 티
켓의 동일수량 좌석이 문화 소외계층에게 기부되는 특별한 행사인

‘동행티켓 1+1’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진행된다.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대
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클래식 음악을 더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
을지 고민하던 와중에 가을에 잘 어우러지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과 브람스 실내악 음악과의 조우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무
엇보다도 우리 대학 졸업생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어 기쁘고, 앞으
로 더 많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참여해서 전북 지역 문화예술계
에 공헌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
다.
이어 산업디자인학과 김기정 교수는 “이제는 순수예술이 사라져가
고 있는데 예술의 목적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며, 우리 삶의
질은 감각이 다양할수록 높아진다”라며 “감각이 다양해지는 것이 예
술이 이바지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콘텐
츠를 더 많이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2023학년도 수시모집 마감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을 접수했다.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입학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정원 2,800명 중 96%인 2,708명을 선발할 예정
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학생전형 796명,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 59명, 기회균형선발전형은 62명으로 총 917명을 선
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인성 부분은 학교생활충
실성, 사회성 및 봉사성을, 적성 부분은 학업성취능력, 전
공적합성을, 잠재력 부분은 성장가능성을 보며 평가한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고사가 폐지되어 학교생
활기록부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일반학생전형 1,363명, 지역인재1
전형 73명, 성인학습자전형 28명, 농어촌학생전형 37명,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35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
자전형 100명,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12명으로 총 1,650명
을 모집한다.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반
영 교과 성적을 산출하여 선발하게 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에서 진로 선택과목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여 성취도 상위
2과목을 전형 총점에 가산하여 선발한다.
실기/실적위주전형에서는 예체능계열 일부 학과만 일반학
생전형 141명, 특기자전형 20명으로 총 141명을 선발한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 절차를 통해
면접/실기고사를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로선택과목 미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교내신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서희 기자 (seoheebaek0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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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취업 준비, 전문가와 함께하자!
우리 대학에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
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취업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해
야 하는데, 적당한 취업 준비 방법을 찾지 못해 막
막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2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취업 준비를 하기 전,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시
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가 무엇인지 고민인 1~2학년 학생들은 ‘청년층 직
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다. 나와 일의 의미
탐색, 취업을 위한 업과 직무 탐색, 채용 정보와 강
점 탐색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한
자기 탐색 및 진로 준비 계획을 할 수 있다. 본 프로
그램은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9월 20일부터
22까지 진행된 1차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11
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차 일정에 맞춰 신
청하면 된다.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았다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
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원하는 직무의 업무
탐색과 취업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이에 맞는 프
로그램은 기초와 실전으로 나누어 탄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초 프로그램에서
는 직무별 현직자와 함께 업무 탐색 및 취업 정보
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 학년
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교육받고
싶은 고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실전 프로그
램에서는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여 이해도를 높이
고 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대 구직자 1,011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난감
해하는 준비 항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시
자기소개가 손꼽혔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준비해
야 할지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없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면 좋은지 기준을 모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류 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교육부터 면접 이미
지 메이킹 교육, 면접 역량 강화교육까지 받는다면
부담스러운 자기소개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자기 PR 전략을 세우고 모의 면접을 통한 실
전 연습이 가능하다.
취준생이라면 취업 준비하면서 받은 압박감과 불
안감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쌓
인 스트레스는 취업 준비에 좋지 않을뿐더러 정신
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
소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취준생 자기 이
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청년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3학년과 4학년 및
졸업생의 프로그램 일정이 나뉘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위에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onSTA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진로·취업 프로그램은 onSTAR 비교
과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후 확인서 작성하여 메일
로 첨부 제출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을 참가하면 핵심역량점수 시간당 1점, 취업교과목
시험 대체 또는 가산점 점수 대체, 총장 명의 수료
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MZ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코로나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 사진제공: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와 사립대
학 학생 2,700여 명이 전국의 26개 사립대학과 국
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환급 규모가 31억 3,600만
원에 달해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갑작스레 발행하면
서 학생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학생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 쪽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전대넷과 학생 2,700여 명
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사립대 학생에게 100
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 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부당한 등
록금’을 반환하라고 강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
을 냈다. 소송의 이유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
로 대학들이 질 낮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
의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 전공 학생들은 비대면 수
업으로 인해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 실습비 및 시설
사용료는 지출하지 않았으니 부당이익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

전동 킥보드 안전 캠페인

에 대한 학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교수와 직
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같게 지출했으며, 방역과 온
라인 수업 시스템 마련 등에 추가 비용이 지출됐
다”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
르렀던 시기였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
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판결 직후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소송 결과에 대
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비대면에 적
응하지 못한 교수와 대학 본부의 재정적, 교육적 혼
란을 모두 학생들이 떠안았다”라며 “교육부가 ‘사
립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대학 본부
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현황에서 법원이 좋은 핑
곗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10월 6일 예정된 다른 등록금
환급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지난 9월 5일 월요일 11시 학생회관 앞 로터리 일
대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 캠페인이 진행됐다. 총
학생회는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전동 킥보
드 이용자에 대한 불만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전동 킥보드 탑
승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준비했다.
제11호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가 접근해 비가 오
는 상황이었음에도 많은 학생이 캠페인에 참여했
다.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전동 킥보드 이용 주의사항
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동 킥보드 이
용 주의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음주운전 시 범칙금 3
만 원’, ‘보도 주행 금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통
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야간 통행 시
등화 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이 있다. 이어 참
여자 본인이 생각하는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주의
할 점, 자신이 경험한 안전사고, 전동 킥보드에 관
련한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어 도화지에 붙이
는 활동을 가졌다. 포스트잇에는 ‘다인 승차 불가’,
‘보호장비 착용’,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지정된 곳
에 주차’, ‘음주운전 금지’, ‘적정 속도 유지’, ‘전방
주시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총학생회는 대
학 내 교통안전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준 학생들
을 위해 아이스티와 아메리카노를 제공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에는 ‘운전면허 미보유 :
3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인도 주행 : 4만 원 +벌금 10점’, ‘헬멧 미
착용 : 2만 원’이 있다. 만약 인도 주행이 적발될
경우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
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진로 개발을 도와줄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
우리 학교는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학생들이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tarT 프로그램, 라이징스타 프로그램, 수퍼루키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라이징스타 프로그램>
라이징스타(Rising Star) 프로그램은 StarT 프로
그램의 외국어 영역을 분리하여, 외국어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표를 제출하면 성적 등급에 따라 현
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StarT 프로그램>
‘Superstar’ 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
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 . 학 생 들 이 도 전 정 신 (Challenge), 능 력 개 발
(Competence), 공동체의식(Community)을 함양
하도록 교내·외 활동 참여 정도 및 성과에 따른
인증 포인트(Certification Point: CP)와 장학 포
인트(Scholarship Point: S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산 점수에 따라 총장 인증서 수여 및 자기개발
향상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는 프
로그램이다.

SrarT 프로그램의 외국어 영역을 독립 운영하여,
장학금을 등록금 외 즉각적 현금 지급함으로써 캠
퍼스 내 외국어 학습을 독려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취업을 위한 경력 관리에 동
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요 활동으로 Challenge 도전정신 함양활동,
Competence 능력개발활동, Community 공동체
의식함양활동으로 해외체험활동부터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처럼 폭넓은 활동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 활동을 별도 관리하여 취득한 자격증
의 월별 접수 및 장학금 즉각적 지급을 통해 학생
들의 자격증 취득 활동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취업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조정현 기자(cantona1029@jj.ac.kr)

<수퍼루키 프로그램>
수퍼루키(Super Rookie)는 '실력 있고 잠재력 있
는 촉망받는 신예, 인재'라는 의미로 대학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수퍼루키 신입사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를 표현한 명칭이다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사전 안내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이 내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취소되어 원격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작년
과 달리 소집훈련도 재개하며, 예비군 원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은 코로나19로 올해 소집
훈련이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병
행하는 것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예비군
연차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은 한 교시당 한 과목으로 총 8교시(8과목)로
구성되며, 교시(과목)별 시간은 약 20~30분이다.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PC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을 거친 후 수강할 수 있다. 원격교육 수강을 완료하
면 이수자들에게 이수증이 발급된다.

예비군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시, 내년도 예비
군 훈련으로 이월하여 부과되니 반드시 지정된 기
간 내 수강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예비군(방침 일부 보류자)으로 편성된
예비군은 추가 원격교육을 받지 않게 된다. 단, 거주
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은 추가 원격교육
대상자이며, 이에 따라 학생예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군은 우리 대학 예비군연대에 전입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예비군 연차별로 수강 기간이 구분 지정되며, 수강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공지하고 개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제923호

선발 대상은 우리 대학 재학생이며, 다독상
발표일은 12월 1일(목)이다. 수상한 1등, 2등,
3등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문화상품권 10만 원(1명), 문화

상품권 5만 원(2명), 문화상품권 3만 원(5명)
을 받게 된다.
다독상은 행사 기간 내 다양한 책을 가장 많
이 읽은 순으로 선정되며, 우리 대학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과 같기에 새로
운 회원가입 절차는 불필요하다.

뉴스 3

캠퍼스의 ‘꽃’ 축제,
돌아온 함박웃음

2022년 2학기 전자책 다독상 행사 개최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2 전자책
다독상 행사가 오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된
다. 이번 행사는 전자책도서관 이용 활성화
와 이용자들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개최
됐다. 또한 다독자를 선발하여 시상도 진행
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러 자료 또한 접할 수 있다. 도서관에 직접 방
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자책 다독상
행사는 독서 문화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대
학 전자책도서관의 입지를 다질 좋은 기회로
보인다.

별이야! 드디어 대면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대!
들었어?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응응!

전자책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장르 이외에 베
스트자료, 추천자료, 새로 도착한 자료 등 여

축제면 연예인도
눈 앞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반쪽짜리’가 된 학생회관 일대 공사,
안전난간 설치는 ‘유보’
여러가지 체험부스도
많이 즐길 수 있을거야!

나는 팔찌 같은 거
만들고 싶다~

푸드트럭도
들어올 수 있어서
다들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거야!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

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 일대. 개선된 버스정류장 입구와 재배치된 횡단보도를 볼 수 있지만, 안전난간은 보이지 않는다.
방학 기간 진행되던 학생회관 일대 공사 중
안전난간 설치 공사가 유보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올해 1학기부터 교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버스와 관련된 교내 사고가
크게 늘었다. 특히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
에서 전주대캠퍼스 버스정류장까지 길목에
서 사고가 집중됐다. 이에 많은 사람이 학생
회관 일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
했고, 학교와 전주시청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긴 논의 끝에 정류장 입구를 개선하는 공사
와 회전교차로 일대 안전난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먼저 정류장 입구 개선 공사는 직선 모
양으로 생긴 정류장 입구를 사선으로 만들고
입구를 넓혀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
도록 계획했다. 또 회전교차로와 가깝게 그
려진 횡단보도를 재배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

널 수 있도록 했으며,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
람을 위해 횡단보도와 붙어있는 연석은 경사
형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난간 공
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계획상 공사는 2학기
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야 했다. 하지만 학기
가 시작하고 나서도 안전난간은 볼 수 없다.
이에 학교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안전난간
설치는 유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보된
이유는 처장회의에서 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의제가 올라오자 ‘미관상 문제가 있다’라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관
계자는 “회전교차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주변이 좀 개방감도 없고 답답해 보이는 문
제가 생긴다”라며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
지만, 미관 문제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해서
조금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아
예 취소된 건 아닌지 라는 질문에는 “종합적

인 판단을 위해 유보가 된 것”이라며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보 결정에 총학생회는 황당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환 총학생회장은 해달 결
정에 대해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미관 때
문에 결정을 유보했다”라며 “학우분들이 당
연히 분개할만한 내용이고, 정말 어이가 없
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3일 공개된 ‘제8기 대학평의원
회 제11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전 난간 공사
는 비용 재산정과 방식에 이견이 있어 공사
진행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후 공
사 비용을 별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우리 대학 전과 제도 변경
지난달 31일, 학칙시행세칙 제9조(전과)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의 전과 제도가 변경됐
다.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존에 미래융합대학과 그 외 단과
대학 상호 간의 전과가 불가능했었지만, ‘미
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
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변경되어 미래
융합대학으로의 전과가 허용됐다.
두 번째,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 단위별로 입
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에서 ‘전과는 해당 학년 모
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허가
하되, 다음 호는 예외로 한다. (단, 미래융합
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모집 단위별로 입학정
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라고 변경됐다.
세 번째, 전과 지원 자격이 변경됐다. 기존에
는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로 나뉘었
고 취득학점에 따라 제한됐다. 하지만 이제
부터 학점과 관계없이 정규 학기를 이수하면
전과할 수 있게 변경됐다. 2학년 전과는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3학년 전과는 정규학기

4학기 이상, 4학년 전과는 정규학기 6학기 이
상을 이수하면 전과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22년 9월 1일부터이며 다음 연도 1학기 전
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과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에 자세히 나
와 있으며, 학사지원실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신문을

읽
으
면

1
2
3
4
5
6
7

답이

보
여
요

1. ○○○○○○ 민사47부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학 학생
들이 26개 사립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했다.
2. 전동 킥보드 이용 주의사항 중에서 ‘○○ ○○ 시 등화 장치 켜거나 발
광 장치 착용’이 있다.
3.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학생전형 796명, ○○○○ 대상자전형 59명,
기회균형선발전형은 62명으로 총 917명을 선발한다.
4.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자책 ○○○ ○○는 독
서문환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전자책도서관의 입지를 다질 좋은 기회
로 보인다.
5. 라이징스타 프로그램은 외국어 시험을 ○○하고 성적표를 제출하면 성
적 등급에 따라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6. 기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과 같기에 새로운 ○○○○ 절차는
불필요하다.
7. 교사 종류에는 ○○ ○○○, 부모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가 있다.

※922호 정답: 중앙감사위원회
축하드립니다♥ -회계세무학과 이명준

[922호 정답자]

-법학과 이하은
-중국어중국학과 손재은 -중등특수교육과 이다영
-기계시스템공학과 임진아

*알림*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0월 12일
(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4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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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우리 대학 도서관은 2011년에 완공된 스타센터 안에 있으며 2012년에 제44회 한국도서관상(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서, 국외서, 고서, 학위논문, e-Book을 포함해
약 652,800권(2021. 3. 1.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 자료 이외에도 3층에 있는 미디어밸리, 해치라운지, 소극장, 하늘정원, 그래픽노블존, VR 게임존, 3D 프린터 존 등의 다채로운 공간이 있다.

장면

위치

내용

하늘정원

야외수업 및 휴식공간,
영화상영, 음악회 등
문화행사 진행

VR 체험 – 해치라운지에 있는 가상현실게임으로,
해치라운지 방문 시 10~20분간 체험할 수 있다.
이용대상
운영시간

미디어밸리

그래픽노블존

추천 영화를 비롯한
DVD를 대여해줌
DVD 감상석
(2인, 4인, 6인)

마블, DC, 스타워즈 등
만화 원서의 번역본 비치
(대출 불가)

소극장

미디어자료실

토요일 이용 불가
해치라운지 방문 시, 먼저 온 순서대로 이용 가능

신청방법

별도로 예약받지 않고, 해치라운지나 서양서 데스크에서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대기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 도서관 개관 시에만 체험할 수 있다.
- 도서관 사정으로 체험할 수 없는 때도 있다.

3D 프린터 – 입체적인 모형을 프린트할 수 있는 기계
(프린트기)로 예약 신청 후 이용 가능

운영시간

전주대학교 재학생
평일 09:00~18:00, 방학 중 09:00~17:00
토요일 이용 불가

운영방법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신청 순서대로 진행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제작 진행 > 제작 완료 연락 > 수령

이용 시
유의사항

- 모형은 모두 흰색이며 프린트 가능 무게는 100g 이하이다.
- 방문 전에 3D 프린터 무료 도안 사이트(https://www.thingiverse.com/)
에서 미리 디자인을 정하고 오면 빠른 프린트 진행이 가능하다.
- 도안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 확장자명이 '.stl' 또는 '.obj' 파일만
프린트할 수 있다.
-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프린트는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이 소요된다.
- 만드는 도중 오류가 발생하여 제작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 너무 얇거나 작게 디자인이 된 경우 지지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모형에 손상이 갈 위험이 있다.
- 1개월에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완료 연락 후 2주일
(연락받은 당일부터 1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 도서관 개관 시에만 진행할 수 있다.

DVD를 대여하여
다양한 영화관람 가능

<HATCH LOUNGE – VR 게임, 3D프린터 등이 있다.>

평일 09:00~18:00, 방학 중 09:00~17:00

운영방법

이용대상

매달 영화상영 진행 및
다양한 행사 진행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재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도서관에서 2학기에 계획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참여혜택 – 권장도서 대출 이력이 있고, 표절 검사 후 표절률 30% 미만이며 800자 이상 작성 시 CP
점수가 1권당 3점씩 부여된다. (최대 10권 작성 가능, 최대 CP점수 30점)

수퍼스타 독서클럽
우리 대학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문화와 다양한 독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활동방법 – 활동 계획하기 > 도서 배부-팀별 활동(5회 이상) > 활동 보고서 쓰기 > 독서 모임 및 독
서기행(선택사항) > 활동 보고서 쓰기 > 모니터링 실시 > 수료식
참여혜택 – 토론도서 배부, 팀별 운영비 지원, CP점수, 비교과 역량점수, 모임 장소제공
참여방법 – 신청 기간 내에 onSTAR를 활용하여 신청 또는 해당 홍보 게시물 공지사항 하단의 링크
클릭

JJ 시네마 감상문
참여방법 – 매월 진행되는 JJ 시네마에서 영화를 감상한 뒤 감상문을 작성한다. (해당 영화는 도서관
공지사항에 게시)
참여혜택 – JJ 시네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표절 검사 후 표절률 30% 미만이며 800자 이
상 작성 시 CP점수가 1권당 3점씩 부여된다. (최대 10권 작성 가능, 최대 CP점수 30점)
하늘정원, 소극장 영화상영 – 도서관 3층 소극장에서 매주 수요일, 하늘정원에서 9, 10월 중 진행

JJ 읽는 약국
참여방법 - 전주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연을 적으면 사연에 맞는 도서를 처방해준다. (모든
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되지만, 책 선물을 위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인 후 작성해야 한
다.)
JJ 권장도서 독후감
참여방법 – JJ 권장도서에 있는 도서들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다.

실시 예정 프로그램
필사노트 – 원하는 책(시, 소설 등)을 필사 (10월 예정)
북모닝 – 오전 08:40~09:00 gx룸에서 진행 (10월, 11월 예정)
북나잇 - 오후 19~23시 20분간 카톡으로 진행 (10월, 11월 예정)
독서주간 – 연체료 지우개 이벤트, 책사랑 도서 교환전, 힐링 영화 상영 등 진행
(11월 셋째 주 진행 예정)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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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
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규명하고 화해를 진전시킴으로
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ㆍ정치적 초석을 놓는 단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에 의해 국가 기관이 형제복지원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인 강제수용소로, 3,1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
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부랑인이란 사회의 관습을 거
부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하며 유랑하는 자를 말한다. 즉 뚜렷
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전
두환 정권은 19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였고, 외국인
과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다 보니 도시를 깨끗하게 보
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강제적인 정책을 일삼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환경미화’
라는 명목으로 부랑인을 잡아 시설에 가두고 보기 싫은 집은 강제 철
거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다. 부랑인 강제 수용의 근거는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발표한 ‘내무부 훈령 410호’로 ‘부랑인에 대해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 조치 및 사후관리로 도시 생활의 명
랑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 활동을 봉쇄를 빈틈없이 한다.’라
는 내용이다. 내무부 훈령 410호는 영장 없이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부랑인의 정의를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로 정하였는
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누구라도 부랑인으로 지목
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은 육군 부사관이던 박인근이 1965년에 시설을 사회복지
법인화하고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다. 1971년에는
최초 목적이던 유아 보호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로 변경했다. 이
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
부 훈령 제410호를 만들자 부산에 있는 산 일부를 사서 이듬해 시설
을 준공했다. 1979년에 형제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박인근은 1975년 이후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 악행
을 자행했다. 1987년 3월 22일에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형제복
지원을 조사한 결과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
자, 고아들은 물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서 불법적으로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다. 형제복지원은 원생들을
중대나 소대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원장-부원장-총무-중대장-소대
장-조장-조원 순으로 계급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군대식 구
조를 지녔으며,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 13명과 경비견 13마리를 풀
어 24시간 감시했다. 축사 주위에는 철조망과 초소 2개를 설치해 ‘한
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불렸다.
1987년 6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는 결심공
판에서 박인근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초지
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6억 8천만 원
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987년 1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
인 대구고등법원에서 “박인근 피고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
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라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
폭 축소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은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따
른 정당행위이므로 특수감금죄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으며, 최종 판결 끝에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
다. 형제복지원에 있는 박인근의 대형 철제금고에는 당시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견됐고, 실제 보유 재산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
상됐다. 현재 박인근 가족이 오스트레일리아에 14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근은 2016년 6월 숨졌으며, 공소시효도
종료된 상태이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에 실체가 폭로된 이후 한동안 잊혔지만, 2012
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
며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인권단체와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중대
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33년 만에 재조사를 약속했으며, 박인근이 받
은 훈장들을 전부 박탈했다.

진실화해위원회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주요 내용
1.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및 사회복지 및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산시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 등을 근거로 공권력
의 직ㆍ간접적 행사로 부랑인으로 칭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2. 부랑인을 정의하고 반속과 강제수용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지
침, 계약뿐 아니라 실제 경찰 등의 단속 행위도 위헌ㆍ위법하며, 그에
따라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
손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3.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에서 수용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폭
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
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진정을 국가는 무시했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ㆍ왜
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 총 19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발표했다. 진실규명에는 당시 정부, 보건사회부, 보안사령부, 법원, 경
찰, 산림청, 부산시청, 부산시 직할 아동상담소 등 국가 기관이 저지
른 악행을 적어놨다. 당시 정부는 국가 기관이 형제복지원을 직ㆍ간
접으로 지원하게끔 유도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형제복지원 수용 정원은 500명이었으나 실제 수용인원
은 2,631명으로 기준의 5배를 넘어섰으며, 1개의 내무반에 90명 이상
이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수용소 내에서는 정신과 약물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전문의 처방
없이 간부와 원생이 임의로 투약해 온 것이 확인되는 등 수용자에 대
한 통제 목적으로 ‘화학적 구속’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
실화해위원회가 사망자 명단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대조한 결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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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된 24년 동안 사망한 사람은 총 657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진
단서에는 대부분 환자가 응급 수송 중 사망으로 적혀 있으며, 사인은
심부전증, 결핵, 천식과 같은 ‘병사’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
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방치ㆍ포기
했거나, 애초에 구타ㆍ가혹행위 등 사고에 의한 사망을 ‘병사’로 조작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 사건에 대한 권고문
1.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운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국회는 강제 실종 피해를 막기 위해 2022.6.21.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엔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야 한다.
4.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
직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
직을 정비해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흑역사이다.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이 국가에 의해 시설에 갇혀 지독한 인권침해의 대
상이 됐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간 것을 용인
한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정책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시
켜줄 보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분들을 위해 할 수 있
는 건 항상 최선의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
층 더 성장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뿐이다.
기사: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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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점점 더 작은 시간 단위 위에 살아가고 있
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영상 매체도 이 중 하나다. 유튜브의 활성화가 이루
어졌을 당시 세상은 10분 남짓한 시간에 양질의 내
용을 담을 수 있음에 놀랐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상 단위는 1분 미만으로 더 잘게 쪼개졌다.

누구나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Short
Form)은 평균 15초에서 1분 미만, 길어봐야 10분
을 넘기지 않는 동영상 콘텐츠이다. 이러한 콘텐츠
의 성장 배경에는 ‘틱톡’이 있다. 틱톡은 누구나 쉽
게 짧은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쉽게 그렇게 만들어
진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전례 없는
성장세로 빠른 성장을 이룩한 틱톡을 선두로 ‘유튜
브’, ‘인스타그램’ 역시 각각 ‘쇼츠(Shorts)’와 ‘릴스
(Reels)’를 출시하며 숏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Z세대 숏폼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숏폼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Z세대는 81.2%에 달했다. Z세
대는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75.8분, 주말에는 96.2
분 동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다. 깨어 있는
시간 중 75분 이상 숏폼 콘텐츠를 시청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숏폼의 성장 동력은?
숏폼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영상의 비율이 세로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과거 디스플레이 시장은 TV와
PC가 독점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
다. 이 스마트폰에서 기기를 가로로 눕혀 시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자연스레 세로 영상의 보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세로 영상은 오직 스마트폰에
서만 적합한 형태지만 스마트폰이 거의 신체의 일
부나 마찬가지인 MZ세대에게 세로 영상의 한계성
은 오히려 세로 영상의 수요 확장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특징이라면 역시 짧은 시간이다. 디지털 세
상이 우리에게 선물한 편리함은 우리 삶의 효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효율 높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

람들에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교)를 따지는
일은 예삿일이다. 여러 가지 가치 중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에게 숏폼의 짧은 러닝
타임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1분이라는 시간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소
비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경
험이 담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
이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진 것은 현대인의 ‘주의집
중 시간’이 감소한 영향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10
분에서 1시간 내외의 영상에서도 피로감을 느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영상은 마침내 10초 내외
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는 접근성이다. 숏폼은 다른 콘텐츠와 비
교할 수 없는 접근성을 자랑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에서 파생된 장점을 이유로 생산자와 소
비자 모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
다. 세로 형태의 영상은 한 손으로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짧은 러닝타임은 긴 시청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 여가 시간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등 틈
새 시간을 활용하여 숏폼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숏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바
로 스마트폰이다. 별다른 촬영 장비나 편집 작업 없
이 그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때문에 숏폼에서는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대숏폼시대 열리다
숏폼을 논함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틱톡은 숏
폼의 대표주자를 넘어 ‘숏폼의 창시자’란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 틱톡은 지금의 숏폼 기준에 포
함되는 15~6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틱톡 앱 내에서 소리·
화면 등 간단하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또한, 반
응·듀엣 기능처럼 다른 사용자와 함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Z세대를
중심으로,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
다.
미국판 틱톡이라 불리며 출시 초기부터 ‘틱톡의 모
조품’이라며 강하게 비판받았던 인스타그램의 ‘릴

스(Reels)’는 20년 8월, 앱 내에 릴스 기능으로 별
도의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추가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터를 잘 닦아놓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안정
적으로 정착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릴스가 지닌 차
별성은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접근성이다. 인기 숏
폼 콘텐츠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중심이 되
는 경우가 많기에 릴스의 성장은 틱톡 입장에서 달
갑지 않을 수 있다.
유튜브는 TV와 방송사 중심이던 영상 시장을 다양
한 영상 매체와 1인 방송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새
롭게 재편했다. 현재는 5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유튜브
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며, 60초 이내의
세로 동영상을 지원하는 ‘쇼츠’ 베타버전을 출시했
다. 블로그를 통해 “틱톡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을 견제하고 있는 속내를 드
러냈다. 쇼츠의 가장 큰 강점은 ‘저작권’이다. 유튜
브가 보유한 라이선스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잦은 틱톡에 비해 상당한 이
점이며, 50억 명의 기존 사용자들을 자연스럽게 사
용층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현재 쇼츠는 유튜브 내
에서 베타 서비스 중이며, 올 하반기에 단독 앱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이지만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바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사용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가 떠오
르기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절대적이었다. 자세
하고 생생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과 글 위주의 블로그
보다는 영상으로 특화된 유튜브, 특유의 감성으로
어필하는 인스타그램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
다. 그래서 네이버는 블로그용 동영상 편집기인 ‘블
로그 모먼트(Blog Moment)’를 출시했다. 편집과정
에서 지도, 쇼핑 등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추
가할 수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OTT’) 열풍
을 선도했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들 역
시 숏폼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숏폼
서비스 ‘패스트 래프(Fast Laughs)’를 선보였다. 넷

플릭스가 선별한 최대 1분 길이의 세로 영상을 시
청할 수 있으며, 각 영상에 대한 반응을 표시할 수
있다. 롱폼(Long Form) 콘텐츠의 대표주자인 넷플
릭스의 이러한 행보는 숏폼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
를 홍보하며 기존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심은 있었지만 긴 호흡
으로 넷플릭스 시리즈가 부담됐던 사람들에겐 패
스트 래프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짧지만 강렬한 최고의 마케팅
‘동원F&B’는 MZ세대를 겨냥해 ‘맛의 대참치’ 캠페
인을 진행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참치
레시피를 흥겨운 CM송과 함께 소개했을 뿐인데,
1,54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했다. ‘빙그레’는 손흥민에게 축구공이 아닌 ‘슈퍼
콘’을 건네줬고, 그는 리듬에 맞춰 다소 엉성한 막
춤을 선보였다. 이미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
한 슈퍼콘은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고, 세계인에
게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 동원F&B와 빙그레
의 캠페인의 성공사례를 시작으로 광고 업계에서
도 대세로 떠오르며, 주요 광고 상품을 숏폼 형태로
출시하고 있다. 두 사례 역시 1분이 안 되는 형태지
만, 시청자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청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정보 전달 측면에서 15초 이내의
광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고는 중
독성 있는 멜로디나 대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숏폼 콘텐츠로 홍보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
고 있다.
숏폼은 MZ세대에게 더없이 완벽한 형태로 다가왔
다. 빠르게 몰입하며 타오르고 빠르게 식어버리는
이들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쉽
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는
다. 숏폼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빠르게
솟아오른 불꽃이지만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
다.
기사: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오늘 이 영화 어때요?
조용한 한 카페. 4개의 인연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각기 다른 이야기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가신 은희와 딸을 하늘로 보낸 숙자는 결혼 사

화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카페에서 다양한 시간을 보

영화는 유진이 영화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만

기의 가짜 모녀입니다. 테이블 위 두 잔의 라떼

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의 시간을 보내거

났던 전 남자친구 창석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

는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듯 따뜻하면서도 쓴맛

나, 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옆 테이블

다. 창석은 세심하고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4개의 인연 중 가장 잔잔

의 대화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테이

데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창석은 유진이라

하게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은희와 숙자의 이번

블’은 카페 속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기분

는 연예인을 바라보는 일반인 그 자체였습니다.

만남은 가짜이면서 진짜입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유진이에
게는 이 테이블이 불편함으로 다가왔겠죠?

｜감독: 김종관｜장르: 드라마｜러닝타임: 70분
｜출연: 정유미, 한예리, 정은채, 임수정

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

담담하고 잔잔한 여운을 전달하는 영화 ‘더 테
이블’은 2017년 개봉한 70분의 러닝타임을 가진

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의 대화를 들
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이고,
잔잔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대화의 주인공은 혜경과 운철이며, 결

경진과 민호. 알 수 없는 미묘한 관계로 보이

단편영화입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같은 장

는 이 둘은 과거 하룻밤의 인연을 가지고 있습

소, 같은 테이블, 같은 구도가 이어지는데요. 또

혼을 앞둔 헤어진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니다. 어딘가 서툴고 불안한 대화 속에서 눈빛만

한, 오전 열한 시에 시작해서 저녁 아홉 시로 끝

서도 다룰 수 있는 주제인 만큼 결말이 궁금해

은 서로를 향해있는데요. 온도는 같지만, 표현의

나는 하루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다소 지루

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과연 이 둘은

할 수 있는 연출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

지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테이블에서 같이 나가게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인연은 언뜻 보기에 엄마와 딸의 모습

니다. 오히려 4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덤덤하
게 풀어짐으로써 대화에 빠져들게 되는 게 이 영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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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넘겼던

예방 교육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 할 교육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작년까지는 사이버캠퍼스에 하나당 10분도 안 되

게 느껴진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는 어렵다.

학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으로

대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전국 평균

는 교육 영상이 2~30개가 업로드되었다. 학생들은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이수율만 높이는 것이 아

다가온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

46.1%에 그쳤다. 20대가 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

영상 길이도 짧은데 양만 많이 늘려 놓아 시청하기

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고려대에서 축제 기간 중 30

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서, 대학 내

더 귀찮아진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는 성희롱,

한다는 것이다.

대 남성이 캠코더 등으로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성교육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정작 성적 활동이 가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여 길지 않고 시청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또, 연

활발한 대학생들이 관련 교육에서 비켜나 있는 것

하기 편하게끔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에선 한 의대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

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온라인 강의로만 교육을 진행하면 학

전화로 옆 칸 학생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

학생들만큼이나 교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도

생들의 교육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강의 중에

다고 한다. 이렇듯 대학 내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대학알리미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중요하다. 2018년(1,034명) 37.4%, 2019년(1,123

학생들이 함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

않고 있다.

예방 교육 시행 현황 등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명) 24.5%로 이수율이 저조했지만, 2020년 이수율

적인 내용 전달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는 전문가

2018년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12,245명

은 12,223명을 대상으로 평균 56.9%로 다른 해보

를 초청하여 대면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질의응답

을 대상으로 평균 36.4%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도 있다.

기사화된 사건 외에도 더 많은 학내 성범죄가 일어
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꺼내는 일이 쉽지

누군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습득만 하는 것이 아니

않다.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으레 2차 가해가 이

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

어지기 때문이다.

는 간담회나 토론 같은 기회로 의견을 나누고, 폭력
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나 예방 방안을 체득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2차 가해란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 사실을 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말한
다. 성범죄 사건의 2차 가해는 심각한 수준을 보인

으로 성별로 분리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남성들

다. 인하대 사건도 2차 가해가 반복되었다. 피해자

이 비교적 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 역할에

의 사진이나 SNS 주소를 묻는 등의 게시물을 올리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고 한

거나 ‘왜 밤늦게까지 다니냐’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

다.

전가를 하는 말도 나왔다.
이외에도 학내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참
2차 가해의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여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호기

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관심이다. 성폭력의 심

심,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여길 뿐이다. 김성

각성을 알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두고자 하는

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는 “2차 가해는 해당

관심이 필요하다. 그 관심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비슷한 성

게끔 하여 예방 교육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만

범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과정을 미리 보여줌으

든다.

로써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심
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언론 보도나 주변 사람들 혹은 불특정 다수의 댓글

제부터라도 집중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 같은 2차 가해가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

노력이 필요하다.

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충 넘기지 않고 이

까? 성폭력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직장, 학교 등에
서 등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의무로 이수해

(11,887명) 49.5%, 2020년(12,223명) 37.8%로 나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기사: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야 하는 교육이기에 제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타났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수율이다.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범위와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우리 대학은 예방 교육이 졸업 요건은 아니기 때문

처벌, 발생 시 대처 방법부터 피해자가 받을 수 있

에 학생들의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는 지원과 보호와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재범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연도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 다룬다. 성폭력 예방 교육 내

2018

2019

2020

성 폭 력

36.4

49.5

37.8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

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은 대부분 동영상 강의로

가정폭력

24.9

13.5

37.8

유념하여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

제공되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는 학생들

성 매 매

0

0

0

성 희 롱

0

0

0

어떨까.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대다수다. 참여율을 높이기는커녕 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구분

용이 뻔한 내용일지 몰라도 막상 자신이 피해자가
있다. 언제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아도 교육 방법이 지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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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나의 선택은? yes or no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군부대를 탈영했다고 가정하자. 그 친구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다면, 당신은 친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군부대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로 해줄
것인가?

순간의 도피로
인하여…
사형제는
사회를
위악
‘탈영’의 사전적 정의는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
위’를 말하며,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부른다. 군무이탈죄는 그 자체로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군무이탈 행위 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의 신
병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군무이탈의 유형은 다양
하고 그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지만, 군무이탈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군무이탈
죄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군무 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군무
이탈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참모총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효력을 유
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죄를 위반한 피의자 신분이 되며, 명령이 하달된 시점으
로부터 명령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 이내에 잡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탈영병은 13년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명령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즈음 다시 복귀 명령
이 하달되기를 반복한다. 복귀 명령은 현역병 기준 병역의무가 만료되는 나이인 만 40세 즈음
하여 최종적으로 3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되고 끝난다. 즉,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게 군무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만 43세까지 붙잡히지 않고 살아있어
야 한다.
군무이탈을 하게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탈영병을 추적한다. DP조로 일컫
는 군사경찰 군탈체포조가 이를 담당한다. DP조는 정식 수사 권한이 있어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 명세 등의 수사망을 전부 활용할 수 있으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범위를 더 빨리 좁힐 수 있다. 또한, 탈영병 신분으로 달리 갈 곳이 없다. 가족, 친
척, 친구들에게 연락이 무조건 가기 때문에 본가나 친척 집, 친구 집에 가도 체포될 위험도가
높고,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명세가 남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실제로 탈
영병들은 피시방이나 찜질방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 한 명이라도 군무이탈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해당 중대와 소대 전우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분대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군부대에서 한 명쯤 군무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 없이 군대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탈영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병사들이 많아져 너도나도 탈영하게 된다면 결국 탈영병
이 많아져 부대 내 병력 유지와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나의 친한 친구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군무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막
대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몇 날 며칠 거리를 돌아
다니며 고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스스로 힘들게 쌓아 올린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부대의 전체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의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추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시당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자기 자신조차 도
망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순간의 괴로움을 외면하겠다고 도망가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를 인지
하고 직면하는 순간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다. 맞설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도움을 취하
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상
담하거나, 군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답을 얻는 방법이다.
군무이탈을 한 친구가 안쓰럽거나 불쌍해서 혹은 숨겨주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숨겨주는
것은 그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를 설득하고,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옆
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하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받는 피해와
그 친구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자수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군대는 개인행동보다는 단체행동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대나 소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탈영병은 사회의 악이 아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가야 하는 곳 ‘군대’. 보통은 20살이 된 해에 신체검사를 받고 난 뒤
에 현역과 공익 복무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신체 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요즘은 약
2년간 공공기관에서 출퇴근 근무 후 3개월 동안 훈련받으면 전역할 수 있지만 신체 등급이 3
등급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고된 훈련과 기술들을 배우고 사회와 단절된 군
대로 가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군대에 간다고 하면 “지금 군대가 군대냐”, “군대는 쉬다 오는
곳이다” 등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곤 한다. 군대는 과연 그런 곳일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때를 20대로 꼽는다. 실제로 20대는 부모와 사
회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고,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군대로 인해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
민국의 남성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다. 자원이 아닌 의무로 가게 된 군대에서 불안함과 무서움을 느껴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런 심리 상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울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런데도 탈영병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무서워하
고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며, 익숙지 않은 무서움 속에서 도망친 20대일 뿐이지만 탈영병이라
는 수식어 하나로 환영받지 못한다.
군헌법상으로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 병역의 의무가 끝나는 나이는 40세이다. 군법원의 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의 눈초리를 피해 40세가 될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한다는 뜻이
다. 도망치던 도중 발각되면 군대로 다시 끌려가서 영창에 갇히게 되고, 복무 기간이 더 늘어
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탈영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그 친구가 생각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친구가 나를 믿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면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해 탈영한 친구를 신고하는 방법보다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 친구를 설득해서 스스
로 군대에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자수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형벌을 받지 않고
군대에서 평범하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친구가 군대로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거부한다면 가

족을 포함해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으며, 개인 카드는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즐
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현실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친구의 탈영 사실을 눈감아 줄 것 같다.
군대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중 제일 심한 것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탈
영, 자살이다.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집
단 따돌림을 받던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한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을
배경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들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만들어진 영화 ‘D.P.’가 2019년에 공개되
었음에도 2021년 상반기 군대 내 자살 사건은 총 37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
고 군대에 갔다가 가혹행위를 당할까 두려워 무작정 입영을 거부하면 현행 병역법에 따라 입
영 기피자가 돼서 38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될 수도 없고 각종 특허나 면허까지 취소되
니 군대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보단 차라
리 탈영을 선택하여 목숨을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탈영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나라가 남성에게 병
역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탈영 하면 범죄인 것은 맞지만 꽃 같은 20대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군인을 멋있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혜택이나 늘
리며 탈영병에 대해 안타까움과 응원을 보내줘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달라진 사회의 시선에
따라 자신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기사: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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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9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 도시재생 현황 관람기
지난 8월 30일,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 학생들과 츠토미 히로시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학생들과 츠토미 교수는 전주와 서울의 도시재생
현황을 보기 위해 오게 됐다. 한국, 특히 전주에서 여러 곳을 관람한 학생들과 교수는 어떤 걸 느꼈을까? 이들이 거쳐 간 곳을 살펴보자.

1. 전주도시혁신센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전주에서 방문한 곳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에서 이 곳(전주도시혁신센터)처

‘전주도시혁신센터’이다. 이곳에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전주의 공

럼 건물을 짓고 센터와 사무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동을 정부

동체 활동 현황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내용을 듣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주요

에서 활발하게 지원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는 도시재생사업

질문 내용은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가’였

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센터는 9곳이 있으며,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

다. 일본도 도시재생에 주민들이 참여하지만,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진

업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 사회혁신전주 커먼즈필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사회혁신전주

질문을 시작했다. 주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도시재생을 위해 어떤 지

커먼즈필드’이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

원을 하는지와 사회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 중 커먼즈필드는 시민들이 문제

특히 츠토미 교수는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순한 만남부터 단체 회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다. 통역을 거치며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의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 라운지와 컨퍼런스룸, 휴게공간을 운

오래 걸렸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

영하고 있다. 또 혁신라이브러리에서 책을 읽거나 사업 아카이브 내용을

갔다.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입주오피스에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위에서 소개한 시설을 관람했다. 시설물 중에서도 조

커먼즈필드에 도착한 직후,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이 직접 센터 소개 프

리시설과 냉장고가 딸린 휴게공간과 입주 오피스에서 발길을 자주 멈췄

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학생들과 츠토미 교수는

다. 특히 입주 오피스에서는 여러 사무기기를 살펴보며 유심히 관찰했다.

3. 전주시청 – 책기둥도서관
이후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장소로 가는 길에 잠시 전

은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약 8,400권이다. 책

주시청에 들렀다. 학생들은 시청 안에 있는 도서관이 신기한 듯 연신 감탄을 쏟

은 기둥을 포함해 서재와 책장에 배치되어 있다. 일정 때문에 이동해야 했지만,

아냈다. 서울 코엑스에 있는 별다방 도서관과 흡사한 모습의 전주시청 책기둥

학생들은 주변 빈백 소파와 책상에 자리 잡아 책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 가

도서관은 전주시민들도 꽤 이용하고 있었다. 책기둥도서관은 2020년 11월 개관

는 줄 몰랐다. 이후 학생들은 10분 정도 더 구경하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

하였다. 전주시청 내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책기둥도서관

동하면서도 도서관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이후 학생들은 우리 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들과 전주에너지센터에 마련된 무료 이용 카페에서 만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다. 처음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들 급속도로 친밀해지며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웠다. 학생

A. 안녕하세요.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츠토미 히로시라고

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츠토미 교수와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 소감을 들었다.

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한국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시즈오카현립대학에 다니는 아토리 네오(あとり ネオ)와 리카코 요시노(りかこ よしの)입니

A.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

다.

장 탐방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회혁신센터와 하자센터,
성미산 마을과 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목

Q. 오늘 전주에서 관람한 것 중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요?

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4~5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A1. 한옥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전주의 건물은 전통적이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
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높은 건물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Q. 오늘 한국에서 본 것 중 제일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요?

A2. 차가 많고 도로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A. 한국은 도시재생 사업에 청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사회

A3.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입어 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사

혁신센터와 관련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건물과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사회혁신과

진으로나마 보았는데, 일본의 유카타나 기모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전주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직접 본 전주에 다른 점이 있었나요?

Q. 10년 전에도 전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과 달라진 게 있나요?

A1. 전주도 일본의 교토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옛날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통적인 가옥이

A. 10년 전 전주 청년몰의 총감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표 개인의 리더십으로 사업이 주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보니 숙소는 전통적인데 다른 건물과 경치는 굉장히 현대

되었는데, 지금은 조직력을 갖추고 체계화되었으며 세밀화됐습니다. 예전 청년몰은 반항적인 모습이 보

적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요. 반항하는 청년을 보며 고풍스럽고 활기찬 도시재생을 목격했습니다.

A2.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일본은 편의점 브랜드가 1~2개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양

지금은 리더도 바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관처럼 바뀌었습니다.

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또, 치킨 가게가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일본은 큰 치킨 가게가 KFC밖
에 없어서 꽤 놀라웠습니다.

Q. 오늘 전주시를 돌아다녀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A. 우연히 들린 전주시청의 로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서관과 카페로 꾸며져 있는데, 매우 감동적이
었습니다. 이렇게 시청을 꾸민 것에 대해 행정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에 가서 더 나은 도시를 만
들기 위해 시민들이 노력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시고, 전주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이동 간 설명과 통역을 담당해주신 허문경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자: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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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생교회와 함께하는 제2회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신청 안내

‘사랑’이라는 시이다. “바람도 없는데 괜히/ 나뭇
잎이 저리 흔들리는 것은/ 지구 끝에서 누군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기 때문.” 최종진 시인은 우
리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저 멀리 지구 한쪽 끝에서 누군가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울어도 이곳의 나무가 흔들린다는데, 하물며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어떠할까? 아픈 가족을 지

지 전주영생교회와 함께하는 제2

켜보는 일도, 또 아픈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

회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을

족을 바라보는 일도 때론 우리를 통째로 흔들리게

신청받고 있다.

한다.

전주영생교회와 함께하는 제2회

▼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지하 주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은 전

차장에서 죽은 15살 학생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영생교회의 후원으로 꿈과 목

한 말이다. 엄마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두 번씩이

표가 뚜렷하고 성실하며 글로벌

나 혼절했다. 강릉 안목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허

리더가 될 역량이 있는 자에게 1

난설헌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바깥뜰에 있는 그

인당 1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

의 좌상 앞에는 ‘아들 무덤 앞에서 우노라’(‘哭子’)

을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

라는 시 한 편이 적혀 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서 양식은 전주대학교 홈페이

딸을 여의고/ 올해에는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잃었

지–공지사항(장학)에서 확인할

네./ 슬프디슬픈 광릉의 땅이여····· 하염없이 슬

수 있다.

픈 노래를 부르면서/ 피눈물 울음을 속으로 삼키
리라.” 마주 보고 있는 아들과 딸의 무덤을 보는
선교지원실 최은혜

엄마의 심정, 세상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사랑

(greacechoi@jj.ac.kr)

이 자식 사랑이기에 옛날 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허난설헌은 마음 깊은 곳
에 깃든 속울음조차 몰아낼 수가 없어 그 슬픈 심
정을, 그 처절한 아픔의 노래를 속으로, 속으로만

예배안내

삼키고 있다. 그래서 더욱 아프다.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
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
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
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
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2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와 남은 가
족들,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절망 가운데 세상을 등진 세
모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처절한 아픔을 몰아
낼 수가 없어 피눈물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아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넓고도 깊은 그 망망
대해에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파도치며,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옆 사람’이 되어 주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1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4:16). 아멘.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장선철 교수

기도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전 세계적으로 세기말적 현상

(상담심리학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이 허락하신 학생들에게 사랑의 교육으로 보답하도록 도와주소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몰아침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필요함을 고

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큰 계명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주

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태풍의 위력 앞에서 우

에 따라 이웃인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이를 위

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맡긴 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리의 보잘것없음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해 나약하고 잘못을 범하기 쉬운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 없습니다.

와주소서.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

이제부터 수시모집을 비롯한 입학과 관련한 여러 업무가 기다

풀어주소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우

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라감 같이 새 힘을 허락하소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

인도해주십시오. 악이 평범화되어 가는 이때, 하나님보다 이 세

도 피곤하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이번 입시를 전적으로 주

상의 우상과 재물이 우선시되어 가는 이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의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

로운 결실을 보도록 도와주소서.

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란의 때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
소서.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을 하지 못했던 교수선교회가 이번 학기
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

기독교 명문사학을 꿈꾸는 전주대학을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

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다. 이곳에 주님의 대학교를 세우셨으니 굳건히 붙들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전주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싹을 피우고 열

이 대학교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옵니다. 지역사

매를 맺게 도와주소서. 먼저 땅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힘을 허락하소서.

전종윤 교수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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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선교 11

기도가 들어온다

진리의 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시35:13)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부당한 증언을 내뱉

을 꺾지는 못하였다. 시인은 모든 이들이 보는 공석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원수보다 더 자신을

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사실 그들은 터무니없

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께 찬송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을 맞아 혹 나를 가장

는 주장과 질문으로 시인을 곤경에 빠뜨렸고 선을

을 올렸다고 한다.

부당하게 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과 대면

악으로 갚아 시인의 영혼을 외롭게 만들었다. 그럼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해야 한다면, 그 대면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과

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증인들이 투병할 때 슬픔

결국 원수를 위해 밀어낸 용서와 회복의 기도가 자

축복의 기회로 여김이 합당하다. 어쩌면 그때가 바

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

신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이런 고

로 가식과 연출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먼저 인사

였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백을 들으면 대개는 이렇게 해석한다. 즉 결국 나

하고 존중하고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할 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원수들을 위해 내가 상

회이다.

그런 원수들을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것

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기도하는 것이었네! 그

처럼 존대했고 그들을 위해 슬퍼함에 있어서는 마

러나 시인의 전반적인 진술을 보면, 그는 자신의 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는 믿

치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곡함 같이 하였다고 진술

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척 연출을 시

는 자들에게 어떠한 억울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

한다. 이쯤 되면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시

도한 게 아니었다.

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랑이 다 소

인의 넘어짐을 기뻐했고 불량배를 동원하여 시인

진되고 말라버릴 정도로 큰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

의 얼굴에 거센 주먹을 날리고 살까지 찢어지게 만

기도가 기도자를 향해 돌아오는 기도의 회귀는 우

는다. 인류가 수장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독생

들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입술

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자의 죽음으로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주의 선

을 다물지 않았다고 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그

하심을 따라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악은

들의 복을 구하고 형제와 자매처럼 가족을 대하듯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사랑하라. 원수의 복을 위

그들의 치졸한 하대와 경박한 조롱은 거기에서 그

이 진심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림이 마땅하다. 원

하여 기도하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모

치지를 아니했다. 그들은 심지어 모두가 함께 기뻐

수를 향한 우리의 모든 바람이 우리에게 되돌아오

든 기도가 신기하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하고 축복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도 망령되

는 것은 계산된 목적이 아니라 사랑에 뒤따르는 결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 시인을 조롱하고 위협적인 이빨을 갈았다고 한

과였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잿

다. 이러한 끝 모를 원수 짓도 시인의 사랑과 경건

밥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겠다.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50

터키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심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어느 나라를 가던지 관광 위주의 일반적인 장소
가 있는가 하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곳
들이 있어서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유명
세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붐비는 복잡한 장소가 있
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보더
라도 호엔잘츠부르크성 앞쪽은 모차르트 생가가

▲ 일반적인 카파도키아와는 다른 경치도 있다.

있는 게트라이데 거리는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이 있는 산허리를 한 바퀴만 돌
아가면 전혀 다른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
게 된다.
마찬가지로 카파도키아 괴레메 등지도 버섯모양
의 자연 조각품이 즐비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
고 있는데, 한 발짝 더 옮겨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생각지도 않은 자연을 만나게 된다. 카파도키아에
서 택시를 대절하여 관광책자에 나오는, 버섯 모양
의 신기한 경치와 동굴교회 지하도시 등을 본 후 택
시 기사에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약간 둑 같이 생
긴 언덕 위에 올라서니 예기치 못한 광경이 나타났
다. 사진처럼 에메랄드그린의 호수가 보인 것이다.
은은한 초록빛의 신비한 색깔과 잔잔함은 그대로
평화로움이었다. 또 다른 곳에는 연두와 초록이 어
우러진 자연 경치이다. 대체로 터키의 자연에서는
평야는 있지만 초록 숲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아
마도 지형적인 탓이리라.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듯
이 부드러운 초록의 경관이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행에서는 명소에서 인증 샷만 찍고 돌아서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고두고 되새겨
지는 여행의 추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중요한 역사의 현장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감동하
는 일이다. 전혀 생소한 자연에서 느끼는 가슴 뛰는
감동은 평생을 간다.

▲ 정원 같은 숙소, 주인도 친절하다.

▲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는 잔잔함과 푸른색으로 인해 보는 이에게 평안을 준다
에베소를 구경하려면 셀추크에 숙소를 정하는 것
이 좋다. 셀추크에는 저렴한 숙소들이 있고 에베소
고대 유적지, 성모 마리아의 집 등을 효율적 돌아보
기에 효율적인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소
는 배낭여행자들이 묵기에 적합한 환경이고 주인
도 친절하다. 타국에서 그들의 생활문화를 접하고
그들과의 인간관계도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지중해 연안의 여행은 지인 나승균 장로의 도움
으로 진행되었다. 안내자 없이 하는 남자 둘만의 자
유여행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모험을 즐기며
종횡무진이었다. 물론 기독교 유적지를 찾는다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면서 문화 체험과 현지인들과
의 교류도 관심을 두었다.
아무튼 터키는 기원전 6000년 전부터 남긴 흔적
과 기원전 1200년경의 트로이 전쟁과 같은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기 330년 로마 콘스탄티누
스 대제가 로마의 수도를 터키로 옮겨 콘스탄티노
플로 명명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
였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오스만제국은 16세기
후반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전반
에는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다가 독일
이 패전함에 따라 나라의 위용이 축소되어 주변국
으로부터 냉대받기도 하였다.
정치적 역사로는 이러한 영욕을 치러 왔지만, 그
들이 가꿔 온 문화와 자연 그리고 인심이 이방인들
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이는 관광지에서 한 걸
음 더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쿠사
다시 항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향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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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의 혁신 방법
가상과 현실의 융합,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

(창업경영금융학과)

혁신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 조직문화, 아이디어 등이 있을

한 초연결 사회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소비와 생산활동,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문제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진

삶의 양식, 정부의 거버넌스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4차산업

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용자의 불만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

혁명은 개인·기업·조직 등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유도하

방법이 나온다. 제대로 된 문제정의는 사용자와의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였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 새로운 고객 경험, 실시간 프로

때 가능하다.

세스를 진행 시킬 수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손현주 교수

교수칼럼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정답을 중요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성장모델은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어야

시해왔다. 그러나 올바른 정답은 올바른 질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기업 중심의 관리자본주의는

습관과 믿음을 의심해서 모든 것에 질문을 해야 한다. 삼성이 오늘날 ‘보르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새로운 문제·욕구에 대한 해결책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TV’를 통해서 가전업계의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면 TV

것이 어렵다. 반면에 파괴적 혁신·위험 감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를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가정에서 TV라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기에 적합하다.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면서 가능했다. 삼성은 변경된 질문을 통해서 TV도

우리는 스타트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신생 사업으로 자본의
규모가 작은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본의 규

가구의 일종이라는 전제하에 디자인이 깔끔·심플하고 세련된 보르도 TV를
개발할 수 있었다.

모가 큰 경우에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

마지막으로 혁신은 똑똑한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 결과물이라는 것은

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 기업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그

인식하는 것이다. 복잡한 요소로 얽혀 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무엇인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개인사업이더라도

현대사회는 구성원 전체의 집단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이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따르면 스타트업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는

참여해야 혁신이 달성될 수 있다. 구성원 전체가 혁신에 참여했을 때 주인의

혁신에 있다.

식과 수평적 협력이 가능해져서 조직이 가진 분파주의와 텃세 문화를 극복할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혁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수 있다.

아베 신조와 일본
*본 기사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제 정세와 다를 수 있음
을 알립니다.

기자칼럼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선 신
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일본 정계의 분위기가 단숨에 9

지난 7월 8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습당해 사망했다. 일본에서 대

조 개헌 쪽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가 재임하던

낮에, 그것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전 총리가 총에 맞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이

2018년 9조,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삽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

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아베 전 총리는 일본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

다. 개헌안의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 중에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본 강경파는 실질적 리더 아베를 잃고 그대

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 침몰하게 될까?

그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외교·안보 노선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조의와 함께

공약집에서 “나토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증액을 목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베라는 인물이 갖는 일본 강경파의 상징성 때

로 하는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추진

김현하 기자

문이다. 이번 저격 사태로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한다”고 명시했다. 이 공약을 현실화하게 되면 5년 뒤 일본 방위예산은 10조

(dpdlcl@jj.ac.kr)

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도무라이 갓센(弔い合戦)’, 일본에선 유력 정치인

엔(약 100조 원)을 넘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

이 뜻하지 않게 숨을 거둔 뒤 이어지는 선거로 한 사람에 대한 추모 열기 속

비 증액에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말해왔지만, 여기서도 당내

에 이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이어받는 쪽이 큰 승리를 거두게

강경파들의 주장에 밀리게 될 수 있다.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다. 이미 사분오열된 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
는 데 일조한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미-일 관계나 한-일 협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을 개정해 미-일 동맹을 강화

이번 선거는 애초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강경 노선’ 그림

하고, 2016년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자에 눌려 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승리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펴나가는

구상’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

계기가 될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번 저격 사태로 선거의 성격

며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이고, 일-미 동맹의 유사 사태”라는

이 ‘기시다의 독립을 건 싸움’이 아닌 ‘아베를 추모하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

인식을 거듭 밝혀왔다. 한국에 대해선 2015년 8월 아베 담화를 통해 더는 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기시다 총리의 영향은

사 문제로 사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그해 말 위안부 합의 뒤엔 합의에

줄고 오히려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하기

서 1㎜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해왔다. 일본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가려

우다 고이치 등 강경파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했던 윤석열 정부 입장에도 아베 전 총리의 변고는 ‘재앙적 뉴스’라 할 수 있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은 의석수의 과반(465석 중 284

다.

석)을 가지게 되었다. 강경파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면, 향후 개헌이나 현재

중국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점포들은 이를 축하

진행 중인 외교, 안보 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하며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일종의 축제처럼 바라보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개헌이다. 아베 전 총리와 그 외조부인 기시 노부

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아베 전 총리의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글들을 수

스케 전 총리 등은 개헌을 자신들의 ‘염원’, ‘필생의 과업’이라 불러왔다. 기시

도 없이 봐왔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은 아니다. 우려해야

다 총리는 개헌 자체엔 동의하면서도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하는

할 상황이 많이 남았고 대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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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과 특혜
따르면,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 개최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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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함.’이라고 말한다. 포괄성 및 추상성이 짙은

하면 공연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개념이다. 미국 빌보드가 아닌 다른 나라의

2,207억 원, 연간 10회 공연 시 12조 2,068억

차트에 오르는 것도 국위선양이 될 수 있을

원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까닭에 다른 대중문

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BTS가 병역특례를

화 예술인보다 더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BTS

받고 난 이후에 다른 남성 대중문화예술인들

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에게 남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동

이다.

안 다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병역특례를 못

설

암묵지(暗默知)
복원의 시기

그렇다면 병역특례는 무엇이고 어떠한 자

받은 이유는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될 뿐 아

격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일까? 우선 병역특

니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어 특

례는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 병역

는 이 제도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 ’는 평가가

이번 2학기부터 대규모의 학내 행사가 속속 재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위선양'과 '문화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BTS가 군대에

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창달' 등 국가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친 활동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병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단

경력이 필요하다. 체육인들은 올림픽 동메달

역특례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결과에 도

과대에서는 체육대회와 축제를 개최하였고, 여러 학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자격요건이고, 예

달한다.

과 및 단체에서 모꼬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앞으로

술인들에겐 순수예술 분야로 병무청에서 지

한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만을

도 학과와 단과대 단위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12일(미국 현지 시각) 제74회 에미상

정한 국내외 42개의 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해

위한 법 개정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

총학에서 주관하는 대동제 역시 늦가을에 열릴 예정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야 한다. 이렇듯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있는

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고 국

이다. 가을이라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학내 구성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그중 배우 이정재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개정된다는 것이 큰

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병역특례 기준을 촘

원들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재개된다는

아시아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6 월드베이스볼

촘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말

사실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

클래식(WBC)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 야구 국

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역특례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만의 목

상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이 다시 한번 문화

가대표는 4강에 진출하는 호성적을 거뒀고,

의 대상자와 기준이 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부분 주최 측의 부

강국임을 세계에 증명했고 국위를 선양했다.

그해 9월 WBC 4강 진출자도 병역특례 혜택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음악차

족한 준비와 미숙한 진행에 대한 불만이다. 행사에

한편, ‘오징어 게임’ 이전에 한국을 세계에 알

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자

트 빌보드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기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린 아이돌 그룹이 있다. 그들은 바로 현재 병

타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

준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경제적 효과 등을 기

프로그램에 실망하고, 주최 측 입장에서는 공들여

역특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탄소년단(이하

고, 결국 2007년 12월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준 삼는다면 그 정도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준비한 행사에 참여도는 낮은 데 반해 불만의 목소

‘BTS’)이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BTS가 세운 기록, 국위선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준을 세울 때 가

리가 높다 보니 힘이 많이 빠지는 모양이다. 상황이

BTS는 많은 기록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특

양과는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병역

장 중요한 것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다른 20

이렇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류와 단

히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년 1개월여 만에

특례제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일지도 모

대 초반의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기도

6곡을 1위에 올린 것은 지난 1964~66년 비틀

른다.

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

즈(1년 2주) 이후 최단기간 기록이다. 또한,

또 다른 논쟁거리는 국위선양의 기준이다.

K-문화 콘텐츠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젊은 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하나 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위

타가 등장할 때마다 지겹도록 터지는 병역특

다. 바로 노하우의 공백 문제이다. 지난 3년에 가까

의 BTS 국내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선양을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례 논란은 여기까지였으면 한다.

운 시간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행사를 축소 또는 취
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전해주고 또 전해받아
야 할 지식들을 놓치고 살아왔다. 모꼬지, 체육대회,
학술제, 대동제 등은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에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무척 많다. 하지
만 주최 측 대부분의 인원이 이러한 대규모의 행사
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 눈앞에 닥친 행사를 준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체화되어 겉으로는 잘 드러나
지 않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라고 한다. 공식적인 문서와 매뉴얼로
정리된 지식을 가리키는 ‘명시지(明示知, Explicit
Knowledge)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암묵
지는 때로 선배들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자연스럽
게 익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
워나가기도 한다.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해야만
쌓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었던 일상이 차츰
재개되는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서 모든 일들이 완
벽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에 가깝다. 차근차
근 하나하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작은 실수에 대해 가혹
하게 질타하기보다는, 작은 성취에 대해 함께 기뻐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종 행사의 개최 취지가 빛날 수 있다. 지금은 구성
원 모두에게 암묵지 복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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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blessing’
Opening course worship service after 3 years
reporter Choi Geon(chlrjssm6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opening course worship service was held at JJU
Church on Wednesday, September 7th at 11 am. Many
faculty and staff gathered to attend the worship service, which was restricted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worship service was led by Han Byeong-soo, Director
of Office of Missionary Work. As it was the first worship service in a long time, the Dean of Education
Hwang In-su attended and offered a representative
prayer. He prayed, “I hope that JJU will become a university with continuous innovation and development
under the guidance of Jesus, and become a university
capable of nurturing superstars with outstanding ability to change the world and people”

Pastor Lee Dong-hui from Antioch Church in Jeonju
delivered a sermon on the subject of ‘I will follow
Jesus' last command’. He said “Anyone who believes
in God can gai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inces
and princesses, and missionary work must be done so
that more people can enjoy God’s authority. There are
some types of missionaries: overseas missionaries,
parent missionaries, prayer missionaries, material missionaries, workplace missionaries, home missionaries,
cultural missionaries, and street missionaries. Each
person’s environment is different, so you must become
a missionary that suits you and preach the word of
Jesus”

President Park Jin-bae sai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being able to worship after 3 years, and I hope
that JJU will become God's favorite Christian university. In addition, education, research, study, and service will also make an effort to make it a famous
university in Korea.”
At the end of the service, Han Byung-soo introduced
Kim Dong-hyun and six others as new employees to
the faculty, and prayed that many students would
apply for the 2023 early action so that the final registration could be continued.

Electric scooter campaign
reporter Choi Geon(chlrjssm6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electric scooter safety campaign was held in the
roundabout in front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at
11 am. on Monday, September 5th. Recently, many
electric scooter safety accidents have occurred an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JJU's 49th student council 'ABLE' has confirmed that complaints about electric
scooter users have been steadily posting on Everytime.
Accordingly, the Student Council prepared a campaign
to inform users about precautions when boarding an
electric scooter. Recently, the 11th super-strong typhoon, Hinnamno, approached and it was raining, but
man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The campaign started by explaining the precautions
for using electric scooters to students. Precautions for

using electric scooters include ‘pass on the right edge
of the road where no bicycle path is installed’, ‘a fine
of 30,000 won for drunk driving’, ‘prohibition on sidewalks, use of bicycle paths if possible’, and ‘wearing
life-saving equipment for bicycles’, 'Turn on a light
device or wear a light emitting device when using at
night’. Next, there was an activity to write down on a
sticky note the points to be aware of when using the
electric scooter, the safety accidents that the participants thought, and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lectric scooter on a drawing paper. There were contents such as ‘not riding with multiple peopl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parking in a designated
place after using an electric scooter’, ‘prohibiting
drunk driving’, ‘maintaining an appropriate speed’,

and ‘keep their eyes on the road’. The Student Council
provided iced tea and coffee for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for road safety in the university.
Electric scooter-related laws include ‘non-driver's license: fine of 300,000 won or less’, ‘drunk driving:
fine of 20 million won or less’, ‘side walk driving:
40,000 won + 10 penalty points’, ‘not wearing a helmet: 20,000 won’. If there are more than 40 penalty
points on the driver's license, the license will be suspended. If the driver's license penalty points are less
than 40 points, 20 penalty points can be reduced by
completing the ‘penalty point reduction education’ at
the Road Traffic Authority.

Get ready for a job with an expert!
reporter Choi Hye-rim(chr9460@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JJU provides various employment information to students every semester and operates variou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to strengthen their
employment competency. There is a program that can
be applied in the second semester for students who
need to start preparing for a job but cannot find a
suitable way.
Before you start, it is important to get to know yourself properly. Fresh and sophomore students who are
still thinking about what career path is right for them
should participate in the ‘Youth Vocational Guidance
Program’. You can make a self-explo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plan to find the right career path for you
by exploring the meaning of work and employment,
searching for jobs and jobs for employment, and
searching for employment information and strengths.
This program is divided into 1st and 2nd phases.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apply according to the
second schedule, which will be held for two days from
November 15th.
Once you have found the path you want to go, you can
start preparing for a job in earnest. The beginning is
to search for what the desired job does and to acquire

employment information. The appropriate program is
divided into basic and practical programs so that students can get solid education. In the basic program,
you can receive training on job search and employment information with incumbents by job. Since this
program is for all students, any student who wants to
be educated from the basics can participate. In the
practical program, companies and jobs are analyzed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receive customized job
preparation training through practical training.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by job platform Job
Korea on the ‘job readiness status’ of 1,011 MZ generation job seekers who are preparing for a job, the
most difficult preparation item while preparing for a
job was resume and self-introduction during interviews. There is no one to ask how to prepare for the
self-introduction, and there is no way to get information to know the standard of how well it is good to
prepare. However, if you receive training on self-introduction for document screening, interview image
making training, and interview competency strengthening training, you can prepare a burdensome selfintroduction with an expert. It is possible to set up a
self-appealing strategy and practice in practice

through mock interviews. It is possible to set up a
self-appealing strategy and prepare for the actual interview through a mock interview.
It is natural that stress builds up from the pressure
and anxiety you feel while preparing for a job. This
accumulated stress is not good for job preparation, but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ind, so it must be
relieved. For this reason, the ‘Youth Mental Health
Program’ is being operated for self-understanding and
stress management of young job seekers. Program
schedules for fresh to junior, senior, and graduates are
divided, so check before applying.
In addition to the programs mentioned above, various
programs are prepared. Program details can be found
on onSTAR. For the career/employment program, after
online application for the onSTAR extracurricular
program, fill out the confirmation form and submit it
by e-mail or apply in person.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can receive various benefits such as 1
point per hour for core competency points, replacement of employment course exams or additional
points, and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completion in
the name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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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相奎获得中韩建交三十周年中韩友好奖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为了庆祝中韩建
交30周年中国驻光州总领馆8月24日在韩
国湖南大学露天草坪举行招待会。
驻光州总
领事张承刚和韩国光州广域市市长姜琪正
等领导人、
领区高校及留学生代表等300多
人参加了招待会。
我校国际交流院的朴相奎老师应邀参加了
此次招待会，并获得了中韩建交三十周年
中韩友好奖。
驻光州总领事张承刚代表中国
驻韩国大使邢海明为领区15名对中韩友好
关系发展作出重要贡献的友好人士颁发感
谢牌，并以总领馆名义向领区49名为促进
中韩友好，在基层辛勤付出的各行业工作
人员颁发“中韩友好奖”，肯定他们为两国

关系发展做出的贡献、
为保护当地中国公民
合法权益付出的努力、
为保障中国留学生学
习和生活作出的奉献，鼓励他们继续支持
和帮助中韩关系开创更美好的30年。
朴相奎老师在我校留学生服务中心及国际
交流院负责留学生工作期间，为了帮助外
国留学生在学业和韩国生活的各种困难尽
心尽力，得到留学生的认可。
此次获奖也是
我校中国留学生会及中国留学生推荐而成。
朴相奎老师还为留学生拉赞助预备奖学金、
用六个国家语言编辑制作留学生活指南、
开
展留学生语伴活动、
与社区医院合作帮助留
学生就医、
开设课余文化教室等做了很多工
作。

国际交流院举行迎中秋传统饮食体验活动

8日，我校国际交流院与全州门徒教会合
作举行了“留学生迎中秋传统饮食体验活
动”。
有80多名留学生参加的此次活动在我校
后门附近的WithU中心举行，目的在于
让留学生了解韩国文化及中秋节、
并帮助
他们在韩国的留学生活。
此次迎中秋传统饮食体验活动由韩国中
秋节与中国中秋节的由来与文化比较、
松

糕制作体验、
以国籍为准分成小组体验制
作传统饮食、
掷柶游戏等项目进行。
参加活动的中国留学生张春宇（音译）
发
表感想说：“很高兴通过此次活动了解了
韩国节日，又跟朋友们吃了自己亲手制
作的松糕。
”
另外，国际交流院为留学生举行多样的
体验活动，帮助留学生提高爱校之心，
也支援帮助他们适应留学生活。

Buổi trao quà tặng trung thu cho du học sinh cao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o ngày mùng 7 tháng 9 tại văn phòng
cao học đã tiến hành tổ chức lễ trao quà
tặng trung thu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học hệ cao học do pháp
nhân đoàn thể hội sinh viên Quốc tế (International Students Fellowship) hội
trưởng Na Chun-gyun tài trợ.

nên hy vọng các bạn hãy ôm hy vọng,
giấc mơ và hãy thật nỗ lực.

Viện trưởng cao học Han Byung Soo
chia sẻ: “Chúng tôi luôn cảm ơn vì đã
dành tình yêu và sự quan tâm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và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à “Cầu nguyện cho sự phát
triển vô tận của hội sinh viên Quốc tế đã
thực hiện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hăm sóc, chia sẻ và khích lệ,..... Mong tất
cả mọi người có một trung thu vui vẻ và
sung túc.”

Buổi lễ ngày hôm đó, đã trao cho hơn 50
bạn du học sinh của 5 Quốc gia có mã
sinh viên của năm 2022 đã tìm đến Hàn
Quốc trong đại dịch covid-19 những
phần quà đồ ăn có thể tự nấu được
nhằm để an ủi và động viên các bạn du
học sinh lần đầu tiên đón lễ trung thu ở
Hàn Quốc.

Du học sinh Việt Nam Hoàng Sơn Trang
(Khoa văn hoá và công nghệ năm nhất)
chia sẻ cảm nghĩ: “Mặc dù cuộc sống du
học là niềm vui để học hỏi trong môi
trường và văn hoá mới nhưng trên hết

việc rời xa gia đình yêu thương và vượt
qua nỗi cô đơn là khó khăn nhất” và “
Nhờ có những vị luôn luôn quan tâm ấm
áp và động viên ủng hộ bằng tình yêu
thương mà tôi có thêm sức mạnh rất lớn”

Đại biểu Na Chun-gyun nói: “Mặc dù
cuộc sống du học có thể cảm thấy cô đơn
hơn vào ngày lễ vốn có ở Hàn Quốc thế
nhưng các bạn đừng quên rằng có nhiều
người quan tâm và ủng hộ các bạn v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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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만행’ 추진한 숨은 공신, 대외협력홍보실
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했다.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주
신 덕분에 벌써 목표 금액의 절반을 채웠다”라고 말했다. 이
어 “매장 사장님들께서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영업을 시작
하게 되셨다. 사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라며 천 원의 아침
밥을 위해 봉사하는 식당 사장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6일부터 학생회관에 입점한 식당 두 곳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
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쌀 소비 활성화와 국민 건
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올해 초 사
업에 선정되어 2학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4,500원 상당의 식사 비용 가운데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천 원을 내도 2,500원이 부족하
다. 이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외협력홍보실에서 ‘선배의
만행’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선배들이 월 1만 원을 후원해
주면 그 돈으로 부족한 식사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교내에서
도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과 입학처장 등 교직원이 솔
선수범해서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배의 만행 캠페인을 담당한 김지원 직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기부금을 더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
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기부 금액은 월 1만 원

홍보실을 통해 발전기금을 받는 모금사업은 선배의 만행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 준공된 ‘숲속 초막셋’도 많
은 사람이 후원했다. 또 이진호 교수와 선교지원실의 조경석,
오황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이하 ‘코사싸’) 캠페인을 진행했다. 1차 캠페인에서
군산과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다. 이동 과정은 유튜
브로 생중계했으며, 교직원과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1㎞를 이
동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
다. 2차 캠페인은 여수와 제주도를 300㎞에 걸쳐 이동했으며,
3차 캠페인은 부안과 함평, 목포, 나주, 순천, 고성과 통영까
지 500㎞를 달렸다. 4차 캠페인은 파주까지 500㎞를 가며 마
지막 페달을 밟았다. 최근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캠페인
을 시작하면서 선교센터건립기금을 위한 새로운 코사싸 시즌
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JJ아트홀 객석 기부 캠페인 등 여러 모
금 행사를 진행하며 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홍보실은 발전기금 이외에도 SNS를 통해 학교 모습을 담아
내는 멀티미디어 업무와 행사기획, 대외협력, 디자인, 국제협
력 등 학교 홍보를 위한 다수의 일도 해내고 있다. 최근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마스코트 또한 홍보실에서 기획하고 관리·
운영 중이다.
기사: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1

2

특별판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대외협력홍보실(이하 ‘홍보실’)에서 기획한 마스코트 덕분에 교내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본지에서는 최근 제이제이와 제이트, 별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에 교내 구성원은 마스코트를 기획하고 제작한 대외협력홍보실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관심에 호응하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본지에서는 홍보실을 찾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대외협력홍보실에서
맡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생주_대외협력홍보실 총괄
저는 전주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생주라고 합니다. 우리 홍보실에
서는 대학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 제작, SNS 홍보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미
지 향상을 위해 영상 편집, 사진 촬영, 광고 마련 그리고 굿즈 제작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장으로서 홍보실 구성원들과 함
께 논의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윤평강_협약업무, 언론사관리
저는 언론홍보와 언론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윤평강 과장입니다. 저는 교직원으로서 12년 정도 근
무했고, 홍보실에서는 두 달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지역혁신
센터에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혁신지원사업 업무를 겸하
고 있습니다.
강기웅_영상, 사진 관리, 온라인 홍보
저는 영상 및 사진 촬영과 온라인 홍보 그리고 발전기금 업무를 겸하고 있는 강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보실에서 근무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임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러나 서로 근무 기간과 담당 분야 상관없이 서로 도우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외협력홍보실은
어떤 곳인가요?
<이생주>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홍보실은 ‘홍보’만 하는 곳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홍보실에 들어오면서 제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홍보실은 대학의 이미지
관리와 브랜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입니다.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정체
성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홍보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실은 ‘우리 학교의 심장’이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교 슬로건인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처럼 지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홍보실의 목표입니다.
<윤평강>
홍보실은 ‘학교를 널리 알리는 곳’인데 학교를 알릴 때 보통 입시하고는 떼려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학교 브랜드화가 잘돼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신입생이 더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전주대학교를 브랜드화시키고 알리는 부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웅>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수퍼스타를 위해 매년 변화와 혁신을 계속 추구해오는 부서이기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 비유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희>
저도 홍보실에서 근무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지만, 다른 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홍보실은 우리 학교에 있는 대내외적인 일을 모두 널리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
합니다. 홍보는 결국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주대학교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원>
제가 재학 중일 때 다른 학생들은 홍보실이라고 하면 그냥 SNS, 광고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근무해보니까 타일이나 벽지 색깔까지 고민하는 곳이었고,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까
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실장님께서는 누가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면 전주대학교를 내밀겠다고 하실 정도로 홍보실은 세밀하게 전주대학교가 녹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탁>
제 분야인 영상도 수많은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홍보실도 정체되지 않고 매번 발전해 나
가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혁신을 통해 매일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실을 ‘전주대학교의
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홍보실은 학교가 숨 쉴 수 있게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희_디자인, SNS관리
저는 디자인과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주로희라고 합니다. 홍보실에서 나오는 무형의 것에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_발전기금 모금, 기부자 관리
저는 홍보실에서 진행하는 발전기금 모금과 기부자들을 관리하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보
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최근에 들어오셔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논의하면서 홍보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의 큰 장점은 각자의 분야라고 절
대 혼자 진행하지 않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국현_홍보전략 및 기획, SNS, 홍보대사 담당
저는 SNS 홍보와 홍보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황국현이라고 합니다. 교내 곳곳에 돌아다니는 우
리 마스코트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이제이, 제이트, 별이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
립니다.
황기탁_영상 촬영 및 편집 담당
저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황기탁이라고 입니다. 우리 학교의 영상은 곧 전주대학교
의 얼굴입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홍보실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다짐 또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생주>
저는 전주대학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여러 교수
님과 직원분이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퍼스타의 주
인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과 같이 누리며, 우리 학
교만의 차별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평강>
저는 다른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주대학교를 알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
각으로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는 언론 분야에서 하나의 기사라도 더 내보내고,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강기웅>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분야로 학생들에게 더욱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학교를 널리 알려 전주대
학교가 진정으로 수퍼스타가 다니는 곳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주로희>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뛰어난 디자인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가꿔온 성과들이 지금의 홍보
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와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학교와 홍보실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김지원>
사실 학생들이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선배들이 학교에서 받
은 만큼 다시 베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배의 만행’이 잘 돼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
교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황국현>
우리 학교를 더욱 친근하고 재밌는 공간임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현재 활동 중인 우리
마스코트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을 자주 만나며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홍보실 콘텐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홍보실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진행: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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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와 제이트 그리고 별이까지 3명의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본지 922호에 소개했었다.
이 친구들은 우리 대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스코트의 겉모습만 알고 있을 뿐이다.
마스코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의 ‘대외협력홍보실’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스코트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마스코트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최근 마스코트에 관해서 여러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 이슈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제이제이가 백마인지 아니면 북극곰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
리면 백마입니다. 처음 마스코트를 만들 때 우리 대학의 상징물인 백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마
스코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수정 작업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제이제이
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외주를 맡겨 디자인을 받았지만, 보면서 백마인지 북극곰인지 헷
갈릴 정도였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캐릭터에 우리 학교
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백마를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러스트를
조금 더 친숙하고 유행에 맞게 만들면서 목도리와 별을 집어넣어서 우리 대학을 상징적으로 표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뒤에 갈기와 꼬리가 있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백마가 태어났고, 지금의 제이제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트를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도 있지만, 열심히 기다려도 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홍보실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어야
학생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이제이와 제이트, 별이는
학생회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광장 등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자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마스코트의 인형 탈 개수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인형 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힘
듭니다. 학생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서 있고 싶지만, 인형 탈이 생각보다 거동하기가 힘들고, 날
씨에 따라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이해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굿즈 제작과 기념품 자판기 마련 등 더
욱 친숙하게 다가갈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코트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운 좋게 마스코

2. 마스코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마스코트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홍보실 구성원들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요?
저희가 마스코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계
기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마스코트가 함께 참여하
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학
교 홍보 입장에서는 안 써도 그만이지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즘 브랜딩할 때는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라는 이름을 직접 써놓지 않더라도 카카오캐릭터를 보
면 누구나 카카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프렌즈를 벤
치마킹하여 마스코트에 전주대학교라고 쓰지 않아도 누가 봐도 우리 학교임을 인식할 수 있게 제
작한 것입니다.

3. 최근에 마스코트 인형탈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개강 직전까지 제이제이만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인형 탈로 교내 여러 곳을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이제이를 직접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었습니다. 주
로 스타정원이나 꽃밭, 연구동, 비어있는 강의실 그리고 특강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개강하고 나
서 제이트와 별이 인형 탈이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
는 해치라운지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했었고, 대학교 입시설명회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천원
의 아침밥 이벤트도 함께 참여하면서 캠퍼스에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인형 탈을 홍보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회, 동아
리, 신문방송국, 학과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마스코트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라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인형 탈 또
한 학교의 재산이고 공유하는 물품이기에 조심히 다루고 깨끗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코트 캐릭터는 작년 가을부터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그
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주 업체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이미지
를 보면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부터 저희의 노력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이미지 구상과 수정을 반복하여 지금의
마스코트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홍보실 뿐만 아니라 입학처와 홍보대사 그리고 대
학일자리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의 의견과 노력
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마스코트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마스코트를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예쁜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도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머릿속
에 안착하고 인지될 때까지의 사간은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에 브랜드 캠페인은 최소 3~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주어진 예산과 준비된 계획을 천천히 투입하면서 차근차근 사용
범위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사진과 영상 노출, 지금처럼 진행하고 있는 인형 탈 활동
도 더욱 자주 볼 수 있도록 탈 개수를 지금보다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와 더 많
은 수량의 굿즈를 제작하고 굿즈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제이와 제이트, 별이를 이용하여 학과마다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려고 합니
다. 현재 6개의 학과에서 학과 대표 캐릭터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의 이미지와 어울리
는 세부 캐릭터를 만들어 학과 단위의 브랜드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진행: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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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도움에서 비롯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받아 가며 학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장학금은 어디서 마련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게 누구든 한 번쯤은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선배
님들이 있다. 바로 대외협력홍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배의 만
행’ 캠페인에 참여하는 선배님들이다. 선배의 만행은 ‘선배들이 주
는 1만 원의 행복’의 줄임말로 우리 학교 구성원이나 동문 선배들
이 1년 동안 참여하는 월 만원의 정기기부 릴레이 행사를 말한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내년 8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
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배’라는 단어다. 여기서 말하는 선배
는 학교 학생 사이에서 불리는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를 통틀
어서 의미하고 있다. 선배의 만행 기부에 참여한 구성원을 보면 우
리 학교 동문 선배들과 총장 그리고 교수님들과 각 부서 교직원들
까지 생각보다 많은 구성원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기부에 참여
한 선배들의 공통점은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점이
다. 아마 선배들도 후배였던 시절에 더 위에 선배들에게 받고 살았

으니 받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부담 없
이 학교 다니는 게 누구 덕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선배의 만행’은 다름 아닌 우리 재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덜
어주고자 진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정부 주관 행사에
서 비롯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
들을 위해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캠페인이다.
홍보실은 ‘천원의 아침밥’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제공하
는 아침밥을 더욱 든든한 메뉴로 설정하기 위해 ‘선배의 만행’ 릴
레이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
되었다.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하며, 오전 9시 30분부
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천원의 아침밥 메뉴는 학생회관 1층 식당
‘최고당돈까스’와 ‘바비든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홍보실도 가능하
다면 더 다양한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
밥’이란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해당 시간대에 학생회
관 식당을 방문하는 학생 수가 대폭 늘었다. 이번 행사 덕분에 재

학생의 재정적 부담이 확실히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사실 ‘천원의 아침
밥’이 ‘선배의 만행’에서 나오는 기부금만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다.
‘선배의 만행’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한 발전기금이 있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0원이다. 우리가 1,000원을 내고 먹는데 만
약, 학교에서도 1인당 1,000원을 지원하면 밥의 한도는 1인당
3,000원이 된다. 요즘 시기에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겠
는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홍보실에서는 ‘선배의 만행’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로써 아침밥의 한도는 1인당 4,500원이 될 수 있었다.
4,500원이란 금액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1,000
원을 내고서 더욱 맛있고 든든한 밥을 수 있다. 선배들의 기부와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대외협력홍보실 구성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기사: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