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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를 키우는 곳(The Place for Superstars)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지난 10월 18일(화)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학생들을 응원하는 <커피만 주나요? 내 마음도 가져가>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진배 총장이 재학생에게 중간고사 응원과 함께 커피를 전달하는 모습이다.(사진: 손민기 기자)

전주대, 전국대학 최초 학사시스템 연동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 'STARverse' 구축
메타버스 수업 예약 및 출석체크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점에서 기존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상호작용이 편리해졌다고 생각된
다”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시스템과 연
동된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인 ‘STARverse’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STARverse 구축을 진행한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김보경 교수는
“Webex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시간만 공유할 뿐 공간을 공유하지 못
하나 STARverse에서는 강의실 공간과 교수, 학생 개인별 아바타를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가 출석체크, 영상 재생, 필
기, 퀴즈풀이, 공간이동 등 수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확장되었다. 또
한 아바타를 통해 교수 또는 동료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
능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교육적 소통이
풍부한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STARverse는 강의실, 야외교실, 세미나실 등 게더타운 플랫폼으로
구축된 다양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대학 최초로 학사
시스템과 연동된 수업 예약 시스템과 출석체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Zoom, Webex와 같은 화상회의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하여 교
육적 소통을 강화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한 차별 없
는 교육 환경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시범운영 기간 중 STARverse에서 수업에 참여했던 정해승 학생(국
어교육과 2학년)은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교수님이 조별 공간을 다니시며 피드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교수님의 아바타를 찾아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한편 STARverse는 10월 말 정식 서비스 예정이며, 구성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 개선과 LMS 연동 등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
선해 갈 예정이다.
보도: 원격교육지원센터 형건영 과장(ks7311@jj.ac.kr)
취재: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모바일 앱 2.0 신규런칭
지난 17일 우리 대학에서 모바일 앱 2.0(이하 ‘앱’)의 서비스가 시작
됐다. 이에 따라 기존 모바일 포털 앱(JJ 스마트캠퍼스)은 10월 17일
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주대학교’를 검색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전주대학교 학사/행정
시스템과 도서관, 그룹웨어, 사이버캠퍼스, 웹메일 등의 웹/앱과의 연
결기능과 모바일신분증, 교내식단, 위치기반서비스, 클럽, 피드, 푸시,
채팅 등의 통합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 앱에서 사용자들이 큰 문제점으로 뽑았던 업데이트 이후에 재
설치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신규 앱이 나오면서 수정했다. 또한 앱의
UI(User Interface)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접근 난이도가 이전 앱
에 비해 쉬워졌다.
한편, 앱 관련 문의 또는 개선요청은 전체 메뉴의 ‘앱 문의 및 개선
요청’에서 할 수 있고 정보통신지원실(220-2127)에 유선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전주대학교 단합의 장 ‘JJ 체전’

▲ 10월 5일 학생회관 뒤 농구장에서 농구 결승전을 진행했다
우리 학우들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단합의 장 ‘JJ 체
전’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JJ 체전 출전팀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
과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의과학대학, 사범대
학 총 8팀이 출전했다.
JJ 체전에서는 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계주, 탁구(남∙여단식), 배드민턴, 카트라이더(여
성부, 남성부), 리그오브레전드 등 총 13개 종목이 열렸다.
모든 대진과 경기 시간은 각 단과대 대표자들의 ‘라이브
톡’을 통한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전주대 총학생회 인스타
그램’으로 모든 학우가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JJ 체전은 개별 종목에서 입상을 한 1, 2, 3등 팀에게 상
금과 포인트를 차등 지급했으며, 입상하지 못한 팀 모두에
게는 10포인트를 지급했다. 개별 경기에서 지급되는 포인
트는 최종 시상식 때 합산해 가장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
했다. 이번 체전의 종합 우승은 사회과학대학, 종합 준우승
은 문화융합대학, 종합 3등은 경영대학이 차지했다.
ABLE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환)는 “이번 체전을 통해
모든 단과대학이 스포츠맨십을 얻고, 각 단과대 체육대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경기의 다양성과 공정성에
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ABLE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회 인원이 13종목 중 어느
종목에 심판으로 들어가도 손색없을 만큼 준비하였으며,
경기 출전 단과대학과 소속이 겹치지 않게 했다. 또한, 축
구와 농구의 경우에는 그 규칙이 복잡하여 전북 및 전남 협
회의 승인을 받아 KFA 심판, 1급 농구심판을 섭외하여 경
기심판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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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주관 대학언론 강의 ‘대학언론?
그게 뭐야?’ 성황리에 끝나

학사모니터링 활동 재개 소식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2004년부터 학사모니터를 운영해왔다. 학사모니
터는 각 소속 대학(학부)에서 재학생인 학사모니
터 요원을 선발한다. 이들은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학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수렴
하여 이를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로 취업이나 장학금, 건물 안
전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지난 2019년 4월 10일에 학사모니터 회의가 코로
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2020학년도에는 ‘비대면 수업 학
사모니터링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였다. 비대면 수
업 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민원사항을 수렴 및 개
선하고자 한 조치다. 비대면 수업에 맞추어 조직
한 위원회인 만큼 회의 안건도 실시간 혹은 동영
상 수업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다음 학사모니터는 내년 초 계획 수립 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학사모니터 활동과 차이 없이 진
행할 예정이다.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금융보험학과, 보험조사분석사 4명 취득

▲ 지난 10월 7일(금) 예술관 리사이트홀에서 박주현 강사가 기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문방송국이 주최·주관하고 대학언론인 네트워
크가 후원한 대학언론 강의가 지난 7일에 진행됐
다.
신문방송국 학생기자와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방송국장 백진우 교수의 인사말로 강의 시작
을 알렸다. 백진우 교수는 “대학언론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학생기자들이 대학언론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학생기자끼리 경험을 공유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
고 말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언론이 무엇인
지 소개하고 대학언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대학언론의 위기 현황을 소개했다. 2부는 신문방송
국 학생기자를 위한 심화 내용을 강의했다. 대학언
론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점과 기사 작성법 등을 이
야기했다.

슨 일이 일어날지를 청중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
졌다. 토론 끝에 박주현 강사는 대학언론이 대학본
부와 학생자치기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기구
로 활동할 수 있게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언론은 독자가 없으면 소용없다
고 했다. 학생기자의 처우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학우들의 관심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대학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우리 대학 학생기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닌, 학교 소속의 대학언론인으로
서 학교 예산을 받아 활동하는 만큼 대학언론인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취잿거
리는 기자 주변에 있다며 주변을 잘 살피라고 조언
했으며, 기사 작성을 위해 공시지가 계산과 불법 사
항 조사, 강의 개수 조사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기사를 베껴 쓰지 말
고 기자의 주관을 기사에 넣지 말아야 하며, 홍보
실 역할을 맡지 말라고 충고했다.

강의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 박주
현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박주현 위원장은 ▲
동아대학보 편집국장 ▲대학알리 편집국장을 맡았
으며, 현재 ▲동아대학보 선임기자 ▲대학알리 취
재팀 기자 ▲쿠키뉴스와 국제신문 객원기자로 활
동하고 있다.

강의에 참석한 한 학우는 “원래는 1부만 들으려 했
는데 내용이 좋아 2부까지 듣게 되었다”라며 “우리
대학의 학생기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소감
을 밝혔다.

1부 강의에서는 사회와 대학에서 언론이 없다면 무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카카오 통신 먹통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전한덕)는 지난 제10회 보
험조사분석사(CIFI,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자격시험에서 김태민, 양주안나, 선
정안, 김성현 학생 등 총 4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7월 16일 전국 5개 대도시(서
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실시됐으며, 응시
자 534명 중에서 100명이 최종 합격한 가운데 우
리 대학에서 4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
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제도로, 금
융보험학과의 주요 자격 중 하나이다.
금융보험학과 3학년 선정안 학생은 “금융보험학
과를 졸업한 후 보험회사에서 보상담당자로 일하

고 싶어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말했다.
보상담당자는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보험사기 혐
의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부서
가 조사에 착수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는 이 외에도 손해사정사, 보험심사
역 등 각종 보험 관련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
생들을 위해 방학 기간 기숙형 집중교육, 과목별
전문 강사 초빙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융보험학과는
보험조사분석사를 비롯한 여러 자격증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전북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전북 지역발
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학(원)생들의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다양
한 지역 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발굴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전북
에 등록되어 거주 중인 자가 해당한다. 신청 인원
은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
다.
아이디어 주제는 전북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
(인구, 일자리, 환경, 복지, 대학·공동체 활성화, 문
화·관광, 사회공헌 등)이다. 공모작은 참가신청서
와 공모전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담
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관련 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
(www.jbit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친다.
발표심사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PPT 발표로 이루
어진다. 최종 결과발표에서 수상작을 발표하여 시
상할 예정이다. 서류 및 발표심사 일정은 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상 내역은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 입
선 10팀이며, 각각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상 후 위작과 표
절 등이 확인되면 수상 취소 및 시상금이 회수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카오 관련 주요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3일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인권센터, 전주 여성의 전화와 업무 협약 체결

코로나19 환경에서 IT 기업 중 최고의 전성기를 보
여주고 있는 카카오 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카
카오 그룹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의 주식에도 큰 손
해를 끼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9.28%), 카카오
뱅크(-7.71%), 카카오프렌즈(-7.97%) 등 서비스
불능으로 인해 단시간에 이용고객 수가 감소하면
서 일 매출과 주가도 급감했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소현성 센터장)는 지난 10월
13일, 전주여성의전화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
산 및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
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2시경에 텍스트 전송 등의 기
능이 일부 복구되기 시작했다. 이번 카카오톡 오류
지속시간이 10시간을 넘기면서 12년 동안 발생한
오류 시간 중 최장 시간으로 기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 게시판에서 속출
했다. 카카오는 화재 원인과 고객 피해 현황을 파
악한 후, 재발 방지와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고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화재 발생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18일부터 카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안 해결을 위한 협력 ▲ 목적에 부합하는 사
업 공동 추진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하며 성평등 문화와 여성 인권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판교데이터센
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와 연
관된 포털 사이트 다음 등 서비스에서 잇따라 통신
두절까지 발생했다.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뱅
크 등 평상시 이용하는 앱들이 대부분 멈추면서 사
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사진과 파일 전
송, 결제 이용 등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비상 전원을
작동하기까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본업에 문제
를 일으키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소현성 센터장과 전주여성의전화 임
미정 대표 등을 포함하여 총 다섯 명이 참석했다.

소현성 센터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양 기관
이 성평등 문화와 인권을 위하여 서로 돕고 성장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2일 16시 20분에
전주대학교 진리관 217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
인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중 강좌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 관련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유선 연락망
(220-2406~8, 2586)으로 하면 된다.
보도: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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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난폭 운전자가 학우들에게 주는 공포감
우리 학교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에서 난폭
운전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재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교내에서 난폭
운전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난폭운전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목격됐으며, 난폭운전자를 목
격한 학생 중 일부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전
했다.
학생들은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위, 회전교차로 앞을 빠르게 반복
적으로 도는 행위, 엔진음을 크게 내는 행위,
탑승객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위는 스타타워
에 사는 기숙사생들에게 들릴 정도로 시끄러
웠던 적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배려하
지 않고 빠르게 속도를 내며 지나갈 때도 학
생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와 CCTV 설치 그리고 난폭운전자를 잡아내
서 안전 운전을 교육하는 방안 등을 학교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중간고사를 치른 후배들을
응원하는 선배 제이제이

그러나 교내 난폭운전으로 안전을 위협받아
도 현재로서는 난폭운전을 막을 실질적인 방
안이 없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대부분 사
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별이야! 중간고사
잘 봤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중간고사 망치면 어떡하지~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기자가 직접 학생회관 주차장 일대를 취재한
결과, 대학 본관 방면으로 위치한 학생회관
주차 구역은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가득했
다. 안전지대 내 주차한 차량 3대와 통로 주
차 차량 1대, 횡단보도 내 주차 차량 1대가 있
었으며, 오후에도 주차 가능한 구역이 있는
상태였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끊임없이 나
타났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들
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사각지대 같은 경우 룸
미러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
가 안전 운전을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교내는
일반 도로와 달리 불법 주정차에 별다른 조
치가 없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회관 1층 주차장도 불법 주정차 차
량이 다수 파악됐다. 주정차 가능 구역을 나
타내는 표시가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아 무
분별한 주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1,2

그러니까 말이야!

층 주차장 모두 소방차 전용 구역의 불법 주
정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내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었던 의견 중
에는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지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
른 차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
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본관 방향에서 들어오
는 차량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
험하다”라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애들아!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은 잘 나올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마!

그리고 열심히 한
노력은 없어지지 않아!
그게 더 중요한걸!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커피 사줄게, 카페인 부족하지?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네!
제이제이 선배!

기숙사 불만 사항 조사,
주요 불만 사항으로 ‘통금, 방음, 세탁’ 뽑혀
지난 10월 12일 본지는 기숙사 거주 중 생활
과 시설 불만 사항을 취재했다. 조사는 기숙
사 근처에서 관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스타
타워 관생과 스타빌 및 스타홈 관생을 나누
어 집계했다. 질문은 수질과 방음, 난방, 세
탁, 통금으로 나누었으며, 벌레와 인터넷, 시
설 문제는 기타로 집계했다.

▲기숙사 관생 대상 불만 사항 조사 결과
건물별로 불만 사항에 대한 비중은 다르게 나
타났다. 스타타워에서는 통금(28%)과 세탁
(23%), 방음(19%)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타빌과 스타홈에서는 기타(29%)와 방음
(24%), 통금(2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통금 문제에 대해 자정이 통금
시간인 것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통금 시
간을 새벽 1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기숙사생이 시험 기간에 기숙사에 자유
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
음에 대해서는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주 난다
고 말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으면 위층에
서 말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고 말했
다. 세탁에 대해서는 건조기 개수가 부족해
건조기를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질은 학기 초에 녹물로 의심되는 붉은 물
이 10초가량 나온다고 말했으며, 난방에 대
해서는 스타빌과 스타홈에서 난방 실행 후
따뜻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
다. 그 밖에 불만 사항으로 벌레, 인터넷 장
애, 고층 거주 시 승강기 불편, 룸메이트와의
불화가 있었다.

이에 학생생활관 운영실은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수질 문제는 학생들이 사용한 샤워기 필터
상태를 보고 심각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운
영실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교내 기숙사 건물 배관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라 녹이 슬기 어렵다.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당장 대처할 방안
은 없다.
▲방음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스타타워는 전체 건물이 H
빔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벽
간 소음은 덜하다. 하지만 유리로 벽면이 이
루어진 스타타워 특성상 H빔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는다. 그래서 틈을 실리콘으로 메워
층간소음이 심할 것이다. 스타빌과 스타홈은
방 사이 벽을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세워
져 벽간 소음이 심하다. 이는 건물 자체의 문
제라 해결하기 어렵다.
▲난방 문제는 운영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
실과 달라 놀랐다. 기숙사는 바닥이 모두 전
기 패널 난방이라 금방 온도가 오른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 때는 전기 패널을 장기간 사
용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온도가 오르지 않
는 현상이 발생해 전원을 항상 켜놓는다. 해
당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세탁 문제는 건조기 추가가 해결방안인 듯
하다. 하지만 여건상 건조기를 대량 설치할
수는 없다. 건조기는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은 이미 많은 전기
를 사용하고 있고, 층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한정돼 많은 건조기를 설치하지 못하
고 있다. 또, 건조기는 위탁 업체에 설치와 운
영을 맡기고 있다. 2020년부터 업체가 변경
돼 2020년 초에 건조기를 추가로 설치했지

그냥...
열심히 봤어...

으응...

교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서면서 도로교
통법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대학 캠퍼스 내 도로를 사유지로
보는 시각이 달라 경찰당국도 교내 교통단속
가능성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교내 불법 주정차
최근 교내 주차 문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
해 출퇴근 시간에 많은 혼란을 빚기 때문이
다. 도로 교통에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주정
차는 교내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 3

만, 코로나19로 업체도 큰 손해를 봤다. 그래
서 건조기 추가 설치를 무조건 요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건조기를 1~2대
정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
겠다.
▲통금 문제는 조금 생각해볼 점이 있다. 현
재 통금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 취침한다. 그래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 학생들이 잠을 자고 휴식할 수
있도록 통금 시간을 만들어놨다. 하지만 시
험 기간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민원이 자주
온다. 그래서 예전에 통금 시간에 벌금을 부
여하지 않고 지문을 확인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한 학기 운영했다. 통금이 제
한적으로나마 풀리자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
오거나 밤새 복도에서 움직이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통금이 풀리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수 있기에 폐지할 계획이 없다. 통금시
간 조정은 추후 고민 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에서 벌레 문제는 근처에 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다른 요인으로는 음식
물쓰레기 문제가 있다. 음식물을 잘 치우면
벌레가 덜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넷 문
제나 기타 불만 사항은 inSTAR의 ‘대학생활
-학생생활관-불편사항신청’을 통해 알려주
면 바로 조처를 하겠다. 평소에도 불편사항
신청을 상시로 확인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학생생활관 운영실 윤동민 팀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 아쉽
다”라며 “학생 여러분의 쾌적하고 만족스러
운 기숙사 생활을 위해 학교와 학생생활관
운영실은 노력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문
제는 즉각 조치하고 여러 의견이 귀 기울이
겠다”라고 말했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신문을

읽
으
면
답이

보
여
요
1. 시상은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상 후
위작과 표절 등이 확인되면 수상 취소 및 시상금이 회수된다.
2. 건조기는 ○○○○에 설치와 운영을 맡기고 있다.
3. 앱과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체 메뉴의
‘○○○○○○○○’에서 할 수 있고 정보통신지원실(220-2127)에
유선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4.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에 많은 혼란을 빚기 때문이다.
5. 수상 후 ○○과 표절 등이 확인되면 수상 취소 및 시상금이 회수된다.
6. 이들은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7. 우리 학우들이 ○○○을 발휘할 수 있는 단합의 장 ‘JJ 체전’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923호 정답: 중간고사응원해
축하드립니다♥ - 간호학과 최지연

[923호 정답자]

- 법학과 송승환
- 법학과 김국현
- 영화방송학과 강현지
- 영화방송학과 강현진

*알림*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1월 19(수)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4 경제

제924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노인을 위한 나라는 더 이상 없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을 예시로 들어보자.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익비 값은
약 2다. 수익비는 계약기간 동안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앞으로 받을 연금 총액의 비를 말한다. 수익비가 2
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로 받는 금액보다 연금으로 내주는 금액이 2배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 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산 전
망을 나타낸 그래프다.

우리는 왜 노후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해야 할까?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되기에 그 이후의 삶을 준
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떤 나라든 노인들을 대접하고 부양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기에
바빠진 지금은 누구도 노후 생활을 도와주지 않는다. 더하여 우리 세대는 120세 세대라고 불릴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직장 없이 보
내야 한다. 노후 생활이 길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노인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수입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노후에는 직장생활을 지속 할 수 없으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입원을 스스로 마련
해야 한다. 이때 노후 준비나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연금이다. 노
후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한다. 노후 준비의 필수 제도인 ‘연
금’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자.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연금을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최
근 통계청과 국세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예산은 2038년부터 연금으로 나가
는 기금이 보험료로 들어오는 금액을 넘어설 것이며, 2057년에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젊은이들이 보험료만 지급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연금의 이해

- 어차피 다가올 노후, 다 같이 노력해야

연금의 시초는 독일(비스마르크)과 영국(베버리지)이다. 독일은 1889년에 노인이 되어도 본인의 소득 지
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영국
은 1942년에 독일의 연금 제도를 연구하여 빈곤층 국민의 소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비례원칙이 아닌 기초금액보장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최
소한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연금 제도의 발전과 위축기를 지나오면
서 우리나라에도 1960년도에 공무원 연금이 생겨나며 연금 제도의 시작을 알렸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나이가 85세가 되면 65세 때 소비의 약 73%를 소비하
며, 95세가 되면 65세 때 소비의 절반 이하의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직장에서 은퇴하였더라도 65세 때 소비와 비슷하게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금은 노후에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연금이 없다
면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다. 현재의 연금 문제는 연금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도 있지
만, 연금 제도의 몰락을 가속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 전망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연금 가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해결 방법은 지금부
터라도 적극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뿐이다. 연금 제도의 붕괴를 막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
킬 수 있기를 바란다.

연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노후에 정기적으로 수령 받는 돈을 말한다. 우리
나라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기업근로자연금)과 개인연
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연금을 자유 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일종이라
고 보고 있다. 우리는 강제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
금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재무전망 그래프와 표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공적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특수연금

경제활동인구(18세~62세)
공(군)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2022년 기준

기초연금
비경제활동인구(62세 이상)
2022년 기준

기금조달

보험료 적립방식(저축)

보험료 적립방식(저축)

세금 부과방식(조세)

급여방식

정기적 지급

정기적 지급

단기적 지급

관리운영

제도목적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 공(군)무원연금공단, 실무 담당: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산하소속기관(동사무소 등)
노후 소득지위보장, 소득재분배 효과 등

기초생활보장, 빈곤해소 등
(제작: 박헌빈 기자)

▲경제활동인구(연금론 기준): 만 18세에서 62세 이하인 사람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한 자를 말함.
▲비경제활동인구(연금론 기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만 62세 이상인 자를 말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나라 노령 기준의 변화이다. 2013년까지는 만 60세부터 노인층
인구에 포함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고령 비율을 줄이고, 연금 자원을 확보하
기 위해서 노령 기준을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노령 기준을 1세씩 올리는 점
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2022년의 노령 기준은 만 62세이며, 2023년에 만 63세, 2028년에 만 64세
그리고 2033년에 만 65세로 오를 예정이다.

- 우리를 위한 연금은 없을 수도 있다
왜 연금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걸까? 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대해 개인이나 민간 기
업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근시안적 사고방식, 심해지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
산 문제 그리고 보험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로 연금 제도의 전망이 좋지 않다. 또한 연금 보험료를 낮
추거나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러면 정확한 평균소득의 값이 낮아지게 되면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도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GDP는
300만 원인데 국세청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 평균소득 값이 268만 원으로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제대로 된 연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제가입으로 규정하고 있
어도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령자는 많아지고 있어 연금공단 예산도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제작: 박헌빈 기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2020

123

26

97

985

2030

122

68

54

1592

2040

153

159

-6

1874

2050

150

297

- 147

1088

2060

127

489

- 362

0

2070

163

723

- 560

0

2080

205

945

- 740

0

2090

269

1114

- 845

0

2092

281

1150

- 869

0
(제작: 박헌빈 기자)

기사: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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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의 마약은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
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약물’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마약류이며 마
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
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
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 사람들은 왜 마약류를 끊지 못할까?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단순하게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다. 마약류를 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
아진다. 이 때문에 뇌의 피질에서 선조체로 도파민 등의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쾌감 회로(보상 회로)’가 왜곡되기 시작한다. 또 기쁨을 느
끼려면 도파민이 신경 세포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
데 도파민양이 과도해지면 이 수용체들이 결합하지 않고 숨어 버린
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일부러 수용체 수를 줄이기 때문이
다. 결국, 같은 수준의 쾌감을 위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지고 중
독자들은 마약류 투여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 우리나라 마약류의 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광복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유통된 마약류는 대부분 아편이었으며, 반입 시기는 구한말로 추정
된다. 광복 이후인 1963년에는 합성 마약류인 메타돈이 남용되기 시
작했고 1965년에는 마약 중독자가 3만 5,000명에 달했다. 이에 위기
를 느낀 정부는 1965년부터 대대적으로 마약 사범을 집중단속해
1967년부터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유흥·향락 문화가 발전하면서 필로폰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됐다. 1989년, 정부는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제조 조
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후 1991년까지 3년간 국내의 거의 모
든 필로폰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성공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마약류가 퍼졌고 국내외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며 불법 마약류는
필로폰에서 서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야바, 엑스터시 등으로 대체되
기 시작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류 사용 적
발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
게도 마약이 퍼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유엔(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6년 25.2명을 기록함으로써 6년 전
에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은 1만 6,152
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8,575명이 적발
됐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전국에서 마약
을 투약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지난달에는 한 유명
연예인이 1,000여 명분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세
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하는 사건이 훨씬 많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
기도 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퍼졌다는 것
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했지
만, 지난해 450명으로 2.8%를 차지하며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
은 기간 20대 마약사범도 2,112명(15.0%)에서 5,077명(31.4%)으로
크게 늘었다. 30대(25.4%)를 합하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은 59.6%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부
산·경남에서 합성 마약의 하나인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은 뒤 투약·
소지하거나 되판 10대 고교생 5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이

한 ‘텔레그램 마약 방’을 수사하던 중 총책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일반인들과 청소년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진 이유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는 유통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대면 거래
가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일
반인도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접속 정보를 암호화한 다크웹이나 딥
웹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 또한, 필로폰 1회 투여량인 0.3g이 치킨 한 마리 값이라는 기사
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기도 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온라인으
로 간편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초범이 늘었다. 서울경찰청 통
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서 지난해 75.8%(1,962명)로 소폭 상승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류에 대한 가벼운 시선이 경각심을 무너뜨렸다
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몰고 온 ‘코카인 댄스’나 식품 혹
은 생활용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 단순히 중독성 있다는 뜻으
로 쓰이는 것처럼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마약류에 대한 인식
을 안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러
한 여론을 의식하듯 이름에 마약이 들어간 제품의 검색을 막는 조치
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약이라는 말 대신 다른 대체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마약류에 대한 대책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취임 일성으로 “SNS나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
이 쉽게 유통돼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집중 단속
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특
성상 단속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마약에 벗어
날 수 있는 치료와 재활이 동반되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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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늘고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지금
관련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인한 초범
자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시작하지 않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
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자들의 재검거 비율이 높다. 대검찰
청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 재검거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
출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마약류 범죄의 증가와 심
각성보다 마약류 양형기준이 낮다는 의견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747명 중 절반에 달하는 2,0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비중은 2019년 1,723
명(41%), 2020년 1,642명(42.9%)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 우리나라와 마약류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류 사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소
탕 작업을 공포했다. 마약류의 중독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되는 처방이 없으므로 예방 교육과 사회
적 인식 개선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사: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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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Louis Vuitton(이하 ‘루이
뷔통’)과 함께 패션 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노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환경과 공존하는
삶이 중요시되면서 패션이 소비를 형성하는 데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친환경 의류에 대한 관심
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오염의 적, 플라스틱은 의류에서
패션 산업에서는 플라스틱이 의류 제작에 필수 소
재로 사용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을 포함하
여 합성섬유와 스팽글 등을 사용한 플라스틱 소재
의 의류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과 의류 트렌드로 인해 버려
지는 옷만 해도 매년 수천 톤이 넘는다. 이렇게 버
려지는 의류들은 대부분 재활용할 수 없어 매립하
거나 소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
다. 특히 버려지는 옷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은
동식물들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범지
구적인 환경문제를 위해 패션 산업에서는 지속가
능한 트렌드를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명품 업계에
서는 친환경적이고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
틱과 동물 가죽에 반대하여 새롭게 등장한 비건 가
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트렌드
루이뷔통에서는 지난 13일, 본래 LV 트레이너 제
품을 친환경 소재로 다시 제작하여 지속가능한 제
품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솔(안창)과 아웃솔
(밑창)의 소재는 각각 100%, 94%의 재활용 폴리우
레탄을 사용했으며, 제품 포장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 판지로 제작됐다. 또, 2025년까지
생산 및 물류 현장에서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

로 보아 패션 업계가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Nike(이하 ‘나이키’)는 탄소
배출과 의류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브 투 제
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
는 ‘리사이클링&기부’는 더는 착용하지 않는 운동
화나 의류를 지정된 매장에 전달하여 재활용 가능
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위와 같은 브랜드들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
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패션 산업에 지속가능한
트렌드를 부추기고 있다.

스의 특허 기술이다. 마이코웍스는 지난 7월 ‘빅토
리아 백’에 더불어 버섯 가죽 모자도 출시했다. 이
번에 협업한 브랜드는 ‘닉 푸케’로 현재 ‘닉 푸케’ 공
식 홈페이지에서 버섯 가죽 모자를 판매 중이다.
올해 초 SK네트웍스는 비건 가죽의 성장세를 눈여
겨 마이코웍스에 2,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40
억)를 투자했다. 버섯 가죽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
다. 마이코웍스의 특허 기술인 버섯 균사체 가죽은
촉감도 기존 가죽과 매우 유사하다. 마이코웍스의
독자적인 이 기술은 가죽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요소가 적기에 비건 가죽 시장에 큰 기대를 불
러일으킨다.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다.

친환경 의류의 폐기 과정은?

가죽은 동물의 피부를 벗겨내 생산되며, 가축을 기
르는 동안 수질 오염을 동반한다. 가축 분뇨가 하천
으로 흘러들어 유기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축산
폐기물과 화학 비료 등이 물을 오염시킨다. 또한,
온실가스의 주원인인 메탄가스도 가축에서 대량으
로 내뿜고 있다. 그러나 비건 가죽은 적은 시간에
재배할 수 있어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도
적다. 비건 가죽이란 버섯과 나무, 파인애플 껍질
등과 같이 쉽게 분해되는 식물성 소재를 활용해 만
든 가죽 또는 인조 가죽을 말한다. 비건 가죽처럼
동물 가죽을 대체할 신소재들은 계속해서 주목받
고 있으며, 원치 않은 동물의 희생도 줄일 수 있다.
Hermès(이하 ‘에르메스’)도 앞서 언급한 비건 가죽
을 이용하여 ‘빅토리아 백’을 선보인 바 있다. 동물
가죽을 고집하는 에르메스의 이러한 행보는 패션
산업에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에르메스는 친환경 스
타트업 마이코웍스와 손을 잡아, 버섯 균사체를 이
용해 ‘빅토리아 백’을 출시했다. 버섯 가죽의 원료
인 버섯 균사체는 친환경 가죽 스타트업 마이코웍

패션 산업은 유행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의류 폐
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의류 폐기물을 보통 소각되
거나 매립된다. 의류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
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 의류라도 폐기 과정이 옳지
않으면 제작한 이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는 소
비자와 관련 업계 모두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전부터 의류 업계에서 환경을 생각하여 ‘리사이
클(Re-cycle)’ 제품을 선보이기는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존 제품을 리사이클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대
신해서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업사이
클링(Up-cycling)’이 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
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
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다. 재활용 의류를 통해 옷
을 만들거나 버려지는 현수막 등에 새롭게 디자인
을 입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방, 지갑 브랜드 ‘프라이탁’은 업사

어느 날, 연극 연출가였던 ‘파랑’이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에 있던 같은
과 후배 극작가 ‘현’은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유서도 없는 자살. ‘파랑’은 왜 자살
했을까요?
발인을 끝낸 ‘파랑’의 장례식장, ‘파랑’의 아버지는 ‘현’에게 ‘파랑’의 집 열쇠를 건네며, 생전
‘파랑’이 아끼던 짐들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파랑’의 집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 일렬로 정리된 빈 술병들이 ‘현’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한편, 졸업을 앞둔 ‘현’은 ‘파랑’의 장례를 끝내고 ‘파랑’과 함께한 마지막 작품인 <로봇의 죽
음>을 졸업 작품으로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교외 작품이라 졸업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신, 학과에서 진행하는 ‘파랑’의 추모식에 추모
공연으로 ‘파랑’의 유작인 <로봇의 죽음>을 올리면 졸업 작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
습니다. 이번 공연은 죽은 ‘파랑’을 대신하여 ‘현’이 맡게 되고, ‘현’은 자신의 졸업 작품인 만큼
자신이 생각한 결말로 바꾸길 원합니다.
‘파랑’의 유작인 <로봇의 죽음>은 인류가 멸망하고 태양도 죽어가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
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하던 인조인간들은 태양의 죽음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급기야 일부러 바이러스를 주입해 감각과 감정 체계를 마비시키는 셀프
감염이 유행합니다. 그중 지구박물관 대표 소장 안드로이드는 인조인간계의 공무원인 과장과
팀장과 함께 인조인간 역사상 마지막 인류학자를 찾아 나섭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
태에서 발견한 마지막 인류학자, 인조인간들은 10% 남짓한 배터리를 8%씩 모아 고물 덩어리
상태인 인류학자를 깨웁니다. 그리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합니다.
팀장 안드로이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
었는가?” 그에 인류학자는 답합니다. “춤을 췄다.” 아리송한 답변에 소장 안드로이드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째서 춤을 췄는가?” 인류학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닿기 위함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인류학자의 배터리에 소장은 다급하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남은 2%의 배
터리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물 덩어리 인류학자는“춤을 추라 닿을 때까지.”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인류학자는 배터리를 소진한 채 꺼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인조인간들은
마지막 인류학자의 말대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춤을 춥니다. 닿을 때까지. 그리고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사: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오
늘
이
영
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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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링의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프라이탁은 버려
진 천막, 자동차 방수포 등을 가방으로 재활용하여
일일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다. 또한, 5년 이상 된 폐
방수천만을 이용하며, 공장의 에너지를 재활용하
고, 빗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프라이
탁은 단순히 재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사
회적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다. 패스트 패션(최신 유행에 따라 의류를 단기
간으로 생산하며, 대량 판매하는 패션 상표)은 매
출 증진에 힘을 쓰지만, 결국엔 환경오염을 생산하
는 결과를 남긴다. 업사이클링은 한국에서 익숙하
지 않은 개념이지만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브랜드
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패션 업계의 트렌드 변화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은 친환경 소재의 활용이 미세한
흐름을 보일지라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착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욕구의 충족에는 무수
한 환경문제가 따른다. 패션 업계와 더불어 국가적
으로도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사: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 제목ㅣ아득히 먼 춤
★ 연출ㅣ임세준
★ 극본ㅣ이강
★ 장르ㅣ드라마
★ 출연ㅣ이상희, 구교환,
최수진, 남명렬

★ 러닝타임ㅣ70분
★ 개봉ㅣ2016. 11. 20
“현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만 있는 숲이
있어. 거기에. 그 숲에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안 날
까?”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듣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나는 난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닿을 거라고 생각해. 누군
가는 꼭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현’은 이 결말이 당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
니다. 그리고 ‘파랑’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파랑’의 자
취방에서, ‘파랑’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파랑’이 남겨놓
은 그 모든 순간에서, 자신이 외면했던 ‘파랑’에게서…….
그리고 마침내, 연극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말
을 완성하게 됩니다. ‘파랑’을 완벽히 이해한 채로.
‘파랑’의 연극 속 인조인간들은 왜 막이 내릴 때까지 춤
을 췄을까요? ‘파랑’은 왜 이 연극을 끝으로 자살했을까
요? 그리고 ‘현’은 어떤 결말을 적어 내려갔을까요? 이들
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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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라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수십 개의 부서에서 수백 명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 만 명이

육혁신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과 연구를 진행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명의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실상 ‘작은 사회’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수십 개의 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맡으며, 학장과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교육

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서만으로 학교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한

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보직을 맡는 동안 당연히 위원 자격을 가지는 것) 위원이 된다. 나머지 위원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도 필요하다.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학사관리위원회는 수업과 학적, 학업성적 평가를 관리하고 졸업사정 등 학사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관’이다.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표결과 합의를 진행하는 점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하고 자문과 연구를 진행한다. 학사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학교에도 위원회가 존재한다. 기관별로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

장은 교무처장이 맡으며, 위원에 학장을 포함한다.

는데 본지에서는 ‘규정-제4편 위원회’에 적힌 위원회를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구분하기 쉽게 ▲기금·

▣ 취업·창업·산학협력(대학창업운영위원회, 산학협력정책위원회)

운영·홍보 ▲입학·학사·교육 ▲취업·창업·산학협력 ▲연구·윤리 ▲인사 ▲기타로 분류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을 보조해주기 위

전주대학교 위원회 현황
기금·운영·홍보

입학·학사·교육

취·창업·산학협력

연구·윤리

인사

기타

분과·산하상임위원회 등

한 창업지원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학창업운영위원회와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의 중요도와 관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및 연계 강화, 창업 관련 신규정책 발굴과 수립, 사업과 부서 간 창업교육 통

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창업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사업 간 통합·연계를 통한 대학창업 플랫폼 구축과 사

교무위원회
참여소통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대학창업운영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

산학협력정책위원회

인재개발위원회

발전기금위원회

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직장방위협의회

연구윤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교원조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예.결산자문소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헌장,학칙검토소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초융합교육원 교원인사위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로 갈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입학공정관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합 및 연계, 조정 등 대학창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창업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맡는다. 교육혁신본부장
과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고 창업기업 대표나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교육과정자문소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산학협력정책위원회는 대학의 산학협력기본정책과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주요 산

학사관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학협력 정책과 제도개선, 산학협력주체간 협력과 사업 조정 등 산학협력 발전사항을 심의한다. 산학협력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관리정책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연구회

정책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산학협력단장이 맡는다. 교육혁신본부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LINC3.0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농생명

브랜드전략위원회

기초융합교육원 운영위원회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융합기술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위
촉할 수 있다.

기금운영심의회
ESG경영혁신위원회

▲전주대학교 위원회 현황

▣ 교무위원회

▣ 연구·윤리(학술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대학은 교육과 더불어 각종 연구를 진행한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를 통해 발전을 꾀하고 스스로 연구할 능력을 기르는 연구인력 양성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와 관
련된 위원회도 존재하고 있다. 학술연구위원회는 교원연구지원 계획 수립과 교내 연구비 지원 및 연구과

교무위원회는 학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중요정책,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사항, 직제, 학생 모집

제 선정, 평가, 집행, 결과 보고, 연구교수 임용심사, 부설 연구소 설치와 폐지, 연구업적 등을 심의한다. 학

단위, 대학헌장,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교무위원회에서 다

술연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맡는다. 위원

루는 주요 심의사항은 일정 기간 공람해 교직원과 조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하는

은 산학협력부단장과 교무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각 대학원장과 학장, 본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 연구부정행위 예방, 연구진실성 검증과 후
속처리 등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

▣ 기금·운영·홍보(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맡으며 교무처장과 학장 1명, 교수회에서 추천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교무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 계획과 학칙 제·개정,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대학 헌장 제·개정과 대학교육과정 운영,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교

▣ 인사(교원인사위원회)

원 5명과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 동문 1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을 위촉한다. 평의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人事)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공정성이 필요하

원의 자격은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급이거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정기

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전임교원과 강사의 임용 동의와 기타 교원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교원인

적으로 학기당 2회 개최한다. 최근 진행된 제8기 대학평의원회의 제11회 회의에서는 학칙 개정과 대학 중

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맡는다.

장기 발전계획 수립 계획안을 심의했고, 2022학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자문한 바 있다.

▣ 기타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을 심의
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 등심위는 총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직원 4명과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2명이 위촉한다.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장과 학생지원실장, 교수회에
서 추천하는 1명과 직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
로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는 학교 대표자와 학생 대표자가 협의해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으로 구성한다. 최근 진행한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비회계 2021학년도 결산(안) 심사와 의결을 진
행했다.

▣ 입학·학사·교육(교육혁신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
입학과 학사 그리고 교육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그 중 교육혁신위원회와 학사관리

이외에도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장방위협의회와 징계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
는 교원조사위원회 및 직원조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존재한다. 대학평의회처럼 심의 규모가 방대한
위원회는 분과나 산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예·결산자
문소위원회, 헌장·학칙검토소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입학생에 대한 외
국인 신·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개한 위원회 이외에도 학교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40개 넘게 존재하며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수십 개 존재한다. 많은 위원회의 존재가 우리 대학의 운영이 누군가의 독단적인 의사로 결
정되는 게 아닌,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표결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관리 및 강의평가의 개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학생 학습역량 및 핵심역량 강화,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의 개설 및 폐지 등 교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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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가? yes or no
어느 날, 정부가 갑자기 인간과 동물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동물원 폐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면, 당신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인
실수의위악
결과, 동물원
사형제는
사회를
누구나 한 번쯤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동물원을 둘러싼 많은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심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동물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
면서 동물원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은 기본적인 보살핌마저 받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물원 폐지에 대한 사안이 국민 청원에도 올라가는 등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원은 존재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동물원은 서구 귀족들이 신기하고 힘센 동물들을 데려와 보여줌으로써 힘과 권력을 자랑하
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동물원과 다를 바가 없지만, 정서발달과 동물 보
호라는 이유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물원을 넓게 꾸며 놓아도 원래 있던 야
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좁은 장소에 동물들을 가둬놓는 것은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
건에 성립되지 않는다. 예로 들자면 북극곰은 영하의 날씨에 적응된 동물이다. ‘광활한 북극
을 다니며 살아가는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가둬놓고 키운다’를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60~70
도 사이에 좁은 찜질방에서 살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돌고래 쇼는 돈을 벌기 위해 좁은 수족
관에서 각종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는 스트레스로 4년밖에 살지 못
한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 부족으로 동물들이 방치되는 경
우다. 방치된 동물들이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해 뼈와 가죽이 그대로 붙
어버린 채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유리창 두드리기, 쓰레기
로 동물 맞추기, 주면 안 되는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다. 결국 동물들은 자유롭게 생
활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간다. 관람객이 준 쓰레기를 먹거나 관람객이 던진 돌에 맞
아 다치거나 죽는다. 여기까지만 봐도 국가가 동물복지라는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원
법 또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동물원을 폐지하면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아가도 적응할 수 없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미
동물원 생활에 적응한 생태에서 야생으로 돌아간다면, 극단적으로 볼 때 동물들의 자멸을 자
초하는 일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숲과 초원은 이미 인간에 의해 개
발되었거나 사라진 상황이다. 동물이 도시나 도로 한복판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은 살아야 하고 동물은 죽어도 된다는
이기적인 논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자연환경의 선을 인간의 잘못으로 동물원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은 안중에도 없다. 과연 우리는 동물원을 통해 재미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지구정복
자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들여야 할까?
동물은 원래 사람에 손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무리를 짓거나 홀로 잘 살아
가던 생명체였다. 하지만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동물원에 가둬
서 구경거리로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다. 동물은 인간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우리는 동물이 보
호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자연적인 존재를 인간 마음대로 판단하여 동물
원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오만한 행동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동물들
이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이 도와줘야 한다. 물론 멸종위기 동물들
을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는 곳이 동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동물원에서 동물을
죽이는 숫자보다 살리는 숫자가 더 많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인간이 동물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인간은 동물보다 높은 존재이며 동급의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물과 사람의 수평관계가 박탈되고 일방적으로 사육되는 수직적 관계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다.
동물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동물원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관리하고 보살펴 개체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 동물원에서 멸
종위기 처한 동물들을 구한 예로 중국 사슴인 사불상은 영국에서 수입되어 보존 및 번식시킨
결과 350마리로 늘어났고, 다른 동물들 마찬가지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 이렇듯 동물원에서
는 멸종위기의 동물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동물원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멸종위기의 동물들은 생태환경이 바뀜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되어가고 있는 종들이다. 멸종위기 종에게 생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은 삶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동물원은 교육의 용도로써 존재가치가 높다. 동물원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 동물원이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교감할 기회는 사실
상 없다.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동물들을 TV나 책을 통해서만 접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동물원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의 동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보면서 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식견을 넓힐 수 있다. 그것은 분명 백문이 불
여일견이라 하듯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동물원은 끊임없이 동물들을 위해 발전되고 있다. 철책과 쇠 그물로 가득했던 동물원은 점차
관람객과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동물들의 복지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동물들의 생활 방식을 파악해 동물들의 발전을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
원은 목이 긴 기린을 위하여 매일 신선한 풀을 위에 달아 그의 습성을 지켜준다.
또한 동물원은 동물들을 위해 행동 풍부화를 시켜야한다. 행동 풍부화란 동물원의 동물들이
야생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야생에서 하는 행동들을 동물원
에서 할 수 있도록 동물원에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사실상 동물원을 폐지한다고 하면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은 갈 곳이 없다. 사육사들은 야생성
을 잃어버린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해도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인간의 손에 자
라와 터전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대부분이기에 야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보금자리로 삼을
만한 곳이 없다.
사육사들은 동물원의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으면 야생에
있는 것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단명하는 문제와 종종 탈출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개체 수 연구 등을 확대해 동물관리
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원이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물원 관광객들의 잘못된 관광문화
를 올바르게 바꾸어야 한다. 최근엔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이 점점 늘고 있
다. 사람에게 즐거운 경험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다. “만지지 마세요·먹이를 주
지 마세요 등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꼭 지켜야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광객들이 동물들에게 사람이 먹는 과자를 던지
는 행위는 동물에게 만성설사와 배탈, 식욕부진을 일으켜 동물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면서 사람은 동물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
장을 이루고, 동물은 동물원 덕분에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
기에 동물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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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공간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유익한 가을을 보내고 싶거나 재미난 행사를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보면 어떨까. 이번 가을에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구성원을 대신해 대학신문사가 방문했다.
1. 다독다독(多讀多讀), 추억과 함께하는 도서관
■ 2022년 도서관 독서주간 10. 31.(월) ~ 11. 4.(금)
■ 코로나에 지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책과 학생을 연결하고, 소통과 매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프로그램 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순번

프로그램

일시, 장소

내 용

1

소년 탐정 김전일
도서관 대탈출

10. 31.(월) ~ 11. 1.(화)

2

별이 빛나는 밤에
시크릿 북

10. 31.(월) ~ 11. 1.(화)
장소: 도서관 대출데스크

3

내 마음 한 페이지

10. 31.(월) ~ 11. 4(금)
온라인 참여

4

내 머리 속의 지우개

10. 31.(월) ~ 11. 4.(금)
장소: 도서관 대출데스크

5

추억의 뽑기판

10. 31.(월) ~ 11. 4(금)
도서관 대출데스크

6

전주극장

11. 3.(목) 18:00~
장소: 하늘정원

7

아나바다 책사랑도서
교환전

10. 31.(월) ~ 11. 4(금)
13:30 ~ 17:30
장소: 도서관 로비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줄임말로 내가 가져온 도서를 다른 사람이 가져온
도서와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1일 3권 제한, 마지막 날에는 무제한 교환 가능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음
·교환이 가능한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8

전자정보박람회

11. 2. (수) 11:00~17:00
장소: 도서관 로비

·구독 중인 전자저널, Web-DB, 사이버강좌, e-book 등의 이용 방법을 배움

9

도전! 골든벨

11. 3.(목)
장소: 도서관 하늘정원

·도서관 이용 방법, 시사상식 등 퀴즈를 풀고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림
·최후의 1인에게 상품 증정

·도서관에서 가장 비싼 책을 훔친 범인은 누구?!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하여 추리를 통해 범인을 찾고, 평소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방문하며 체험할 수 있음
·지금까지 JJ읽는약국 사연에 처방된 도서들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연자들이 대출함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물에 소설, 시, 수필 등 내 마음을 치유하는 감명 깊은 내용을 필사하여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전주대학교 도서관 인스타그램 아이디(@jjunivlib)와 ‘#전주대도서관 #전주대독서주간 #내마음한페이지’를 함께 태그하여
업로드 완료하면 응모 완성!
·연체료 면제 이벤트
·해당 기간에 연체 도서를 반납한 후 사이버캠퍼스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수강하면 연체료 면제
·도서를 대출한 권 수만큼 종이 뽑기판에서 뽑아 상품을 받는 이벤트
·2권 대출 시 한 번의 뽑기 기회가 주어짐
·가을밤 하늘정원에서 팝콘과 함께 영화 시청(우천 시 소극장에서 진행)

2. 독서 로드맵으로 사고능력 함양
독서 로드맵은 독서를 통해 기초학습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성실히 이수하면 CP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독서 로드맵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프로그램

내 용

1

도서관 이용자 교육
(상시 운영)

2

북모닝, 북나잇
(11월 운영 예정)

·정해진 독서 시간 안에 매일 20분 이상 책을 읽는 프로그램(핸드폰 제출)
- 북모닝: 오전 중 도서관 gx룸에서 운영
- 북나잇: 온라인 참여, 독서감상문 제출

3

필사노트
(11월 운영 예정)

·책을 한 권 정하고 필사노트에 작성하여 제출(필사노트 제공)

4

수퍼스타 독서클럽
(현재 18기 진행)

5

다독자 시상
(학기별 시상)

6

서평 쓰기

7

JJ권장도서 독후감

8
9

·온·오프라인에서 이용자 교육 수강
·도서검색방법, 시설안내, 서비스 안내, DB활용 교육 등
- 온라인: 사이버캠퍼스에서 이용자 교육 수강
- 오프라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교육 신청 후 투어에 참여

·학기별로 팀을 구성하여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 진행
·단행본 도서 대출을 학기당 30권 이상 할 경우
·해당 도서를 대출하여 독서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평 기재
·도서 대출 이력 확인, 독서클럽 출석 대체자는 제외

혜택
교육수료 시
1회 CP 1점
참여일 수 중 70% 이상
참석 시 수료, 수료 시 10점
권당 10점
프로그램 수료 시 10점
학기당 10점
150자 이상 작성, 권당 1점

·도서관 JJ권장도서존에 있는 책 대출 후 읽고 독후감 작성(도서 대출 이력 확인)

표절 검사 후 표절률 30% 미만,
800자 이상 작성, 권당 3점

JJ시네마

·매월 진행되는 JJ시네마(소극장, 야외영화상영) 영화 감상 후 감상문 작성

표절 검사 후 표절률 30% 미만,
800자 이상 작성, 편당 3점

강연 듣기

·인문학 강의, 교수님의 인생도서, 북콘서트 등 수강

참여시 5점

기사: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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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and Vision(2)
창37:5-11
(consistency)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성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기풍 목사, 최흥종 목사, 주기철 목사도, 손양
원 목사도 다 그랬습니다.

신동아학원과 산하기관 4개 학교는 매월 첫 주
수요일마다 학교를 위한 월삭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기도회에는 차종순 이사장님과 4
개 학교장, 부총장 및 교감, 선교처장 및 교목 등
이 참석하며 예배와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5일(수) 진행된 10월 월삭기도회 차종순 이
사장님 설교 내용입니다.

꽤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은 10,000시간(10년)의 법칙을 말하였지만, 성
경은 13년 법칙을 말합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보고, 13년이 지난 30세에 꿈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윗은 17세에 기름부음을 받고 30세에 꿈이 이
루어져서 임금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 다소에서 지내다가 14년 째에 안
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13년 법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의 목동으
로 40년이 지난 후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출애굽의 지도자
가 되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0년을 보낸 후 3년 공생애를 이루
었습니다.
1. 꿈을 이룬 사람들은 다 오래 시간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들
은 최소한 13년의 이 기간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가지치기(pruning)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 가운데에서 하나를 남겨놓고 다른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끊고, 잃어버리는 자발적 포기(voluntary abnegation)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버리고, 끊는, 마음의 아픔도 있겠지만, 감수해 내
야 합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concentr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하여 외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나
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저 멀리 있는 목표가 보이기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
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서 주변과 잘 어울리면서도 "
다른 놈이다, 별난 놈이다, 때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놈이다..."등으
로 표현할 수 있는 외로움의 시간,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틈틈히 마
련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외로움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loneliness Lov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
도 있겠지만...게의치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시종여일하게 일관성

2. 「신동아학원」에 속한 네 학교에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적성"
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같이 이러한 성경의 꿈꾸는 사람들처럼...내가 누구이며, 무엇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려 합
니다. 이것을 적성으로, 혹은 윤리라고 표현해도 좋고, 세계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희랍시대가 다 이
렇게 교육하여 왔었습니다.
고전적 헬레니즘 시대(Socrates-Platon-Ariostoteles)는 가장 먼저 "
법"(νόμος)을 가르쳤는데, 성경은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법 νόμος 는 νέμω 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할당하다(to allot), 맡
기다(to appoint)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신이 나
에게 맡긴, 할당해 준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을 교육의 출발
로 삼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분량대로의 축복"(창49:28)으로
말합니다. 야곱이 열 두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같이 "내가 맡은 분
량" "몫"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그 파악한 분량대로 학생들을 섬
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몫을 알 수 있는 길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가 시행하는 각종 chapel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권위원회의 권고사
항으로 인하여...여러 사람이 외부로부터 질문해 왔습니다. 저는 단호
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행대로 지속합니다"
두번째로는, 신이 나에게 맡겨준 분량, 몫(μέρις)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질서
(τάξις)를 가지고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행동 규범
으로 삼도록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 관용, 허용이 있지만...반
대로 감당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공동체 질서에 해를 끼치면 신으
로부터 벌
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
리(ethics)로 번역하지만, 윤리(倫理)는 사람이 사람들과 모여서 더불
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세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깨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위한 생업
의 수단이 되는 장사, 기술...등을 의미하는 기술(τέχνη)을 배우는 것
입니다. 기술과 장사는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기술
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공부잘하는 기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을 얻는 기술...심지어 교회마저도 천국가는 기술, 예수 잘 믿는 기술...
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강조하였던 사람들을 소피스트(sophist)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혜(σοφία)를 가르치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유지에 관
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들(σοφός)이라고 자처하였지만,
후대는 이들을 가리켜 교묘하게 잘 꾸며내는 사람들, 속이는
(σοφίζω) 사람들이라 하여 "궤변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던 각종 학파들 때문
에 유대주의는 없어졌고, 출세와 직업을 위한 궤변, 수사학, 표현력...
등에 치중하였던 고전적 헬레니즘도 사라졌고...한국의 학교들이 입
학과 성적 그리고 취직과 출세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면 사라질 것이
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며...방법론적 신앙을 가르치는 한국교회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적 혹은 기술적 삶을 이겨내고, 성경에서 가
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비전, 분량, 몫이 무엇인가
를 찾음으로써 국가와 이웃을 섬겼던 사람들, 원리에 충실하였던 사
람들은...한국 사회의 각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혹독한 시련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꿈과 비
전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앞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사
람들이 있습니다.
ㄱ. 임숙재 총장(1891-1961)
조선조 말엽에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란 말이 없었다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입니다. 충청도 예산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그녀는 17
세에 결혼하였으나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19세에 남편이 죽고 말았
습니다. 시집에서 구박받고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보는 사람마다 혀
를 차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팔자가 세다고 하고...참으로 한심스러
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비녀를 풀고, 가위로 머리를 싹뚝 자르고 서울로 무작
정 올라갔습니다.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고, 식모살이를 자청하

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야간학교에 다니게 해
줄 것과, 주일 날이면 교회에 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
인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1917년에 일본 도쿄여자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1921년
에 돌아와서는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나중에는 조선총독부 산하 교
육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1939년 숙명여전 교수로 취임하
였고...해방 후 숙명여전 교장이 되고, 1955년에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숙재(任淑宰) 총장입니다.
신세타령하면서 현실에 타협하였더라면, 여느 시골의 아낙네로 삶을
마감하였겠지요! 임숙재 총장은 제자들에게 "환경을 다스리세요!"라
고 늘쌍 말하였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Joseph)이 만일 하나님께 내가 언제 이 꿈을 달
라고 하였던가요? 괜히 나에게 꿈을 주셔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안달하였더라면 요셉
이 요셉될 수 있었을까요! 꿈이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버
틸 수 있는 인내력이고 지구력입니다.
ㄴ. 박대연 교수/사장(1956~
)
오래 전 MBC 방송국에서 제작한「성공시대」라는 입지전적으로 성
공한 사람 100사람을 선정하여 주일날 밤에 방영하였던 일이 있습니
다. 하림의 김홍국 장로/회장도 방영되었지만, 저에게는 광주 사람 박
대연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담양에서 사업이 실패하여 광주 사직공원아래 빈민촌 단칸방
으로 밤봇짐을 싸서 온식구가 이주하였습니다. 일년 후에 아버지, 할
아버지가 세상뜨고...어머니는 사직공원에서 튀밥과 뻔데기...등을 팔
아서 근근히 입에 풀질을 하였습니다...배곯는 날이 얼마였을까요...인
근의 대성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학교에서 급식으로 빵을 받아 입
어 넣다가, 집에 있는 동생들이 생각나서 그대로 싸 가지고 와서 동생
들에게 주었습니다...야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광주상고)를 마쳤
습니다...낮에서 광주고속버스 회사의 차를 닦고 야간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전기가 없어서 사직공원 가로등 불빛으로 공부하였습니
다...고등학교 2학년 때에 누나가 남의집에 식모살이를 가는데 동생
대연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이었습니다...학교를 졸업하고 "한일
은행"_ 광주지점에 취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의 업무가 컴퓨터에
의한 On-line 으로 바뀌었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박대연이 고치곤 하
였으며, 컴퓨터를 알게 되었습니다...13년 근무하고, 동생들 결혼시키
고, 미국의 여러 대학을 거쳐, LA에 있는 남가주대학교(USC) 컴퓨터
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하루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
니 탈장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입원하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으므
로 수술 뒷날 붕대로 동여매고 퇴원하였습니다...남들이 싫어하는 컴
퓨터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당시 한국의 컴퓨터 공학에서
는 이 분야의 적임자가 없어서 KAIST 교수를 지원하였고 선발되었
습니다...광주 사람이다는 것을 알고, 광주 서중과 일고를 나왔느냐,
서울대학교 나왔느냐...그는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큰 조직의 중앙
에 있는 main computer 의 중앙 monitor가 수없이 들어오는 접속에
도 불구하고 down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액수가 무려
254억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TMAX 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저의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공간
적으로도 가까웠고...나이로는 막내 동생과 비슷하여, 많은 생각을 하
였습니다. 내가 만일 저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떠하였을까? 원망과, 절
망, 한탄 그리고 좌절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4. 우리 신동아학원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졌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는 고
난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기독교적 영성을 회복하는 학원을 부르짖
고 추진 중인데...각종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면 과연 요셉이 나왔을까요? 임숙재 총
장과 박대연 교수가 나왔을까요? 아니, 공장이 다 불타버린 상황에서
좌절하였더라면 어떻게 오늘의 하림이 되었을까요? 김홍국 장로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았습니다. 새벽에도 찾았고,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하림"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에서 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입니다. 우리도 아무 것도 없는 무
(無)의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유(有)를 창조해 주실 하나님께 "기대하
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채 하시면서
등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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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 2>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
지 4박 5일동안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2>를 진행한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2>는 자전거여행을 통해 선교유적지
를 방문하며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프로젝트이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는 오직 자전거로
만 이동하며 시즌2는 전주에서 출발하여 군산, 서천, 정읍, 신안을 거
쳐 임자도에 도착하는 여정이다. 선교지원실 성품채플 이진호 목사
를 비롯해 지역사회기관들과 협력하였다.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시즌2>를 통해 섬김과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
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가을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
니다.
세상에 전쟁과 환란, 고통과 혼란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처
럼
우리 전주대학교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
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연의 생명, 성장, 죽음, 부패 등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과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도전, 성공,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주대학교와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독자 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서 무엇을 바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히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 속에서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전주대학교 구성원들 속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학교지만
전주대학교 안에서, 그리고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불쾌한 온도

몸이 가라앉고 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불
쾌한 온도가, 날 더욱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첫
물줄기를 맞았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여우비라 생
각했다. 지금껏 그래왔듯 큰 걱정 없이 날이 밝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 물줄기를 맞았을 때는 생각보다 굵은 물방
울에 조금 놀랐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
산을 펴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간간이 우산을 들고
온 지인을 만나거나, 불 켜진 건물로 들어가 물줄기
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
은 듯 목적지를 향해 느린 걸음으로 움직였다.
여우비가 바닥에 닿기를 몇 번, 이윽고 먼지를 타고
흙 내음이 퍼지기 시작하니 곧 세찬 비가 쏟아졌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갈 길을 향해 달렸다. 비가 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와 전주대학교를 다스리시는
영광과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김인규

(상담심리학과 교수)

후회에 대한 선택

리를 타고 옷에서 신발까지. 한 번 젖기 시작한 옷
은 더 빠르게 물들어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따
금 날아드는 바람은 젖은 옷과 만나 몸이 떨리는 한
기를 느끼게 만들었다.
이 비와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수십 년째. 이
제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싶다. 생각보다 많은 결심
과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우산을 들고
올 지인이나, 불 켜진 안식처가 없으니까. 갈 곳을
잃은 걸음은 제자리에 멈췄다. 멈춰있으니 체온으
로 덥혀진 옷이 한기를 막아주었다. 차갑지도 따뜻
하지도 않은 불쾌한 온도. 그런 비에 잡아먹혀 가라
앉고 있었다.
김지훈(한식조리학과 20학번)

문득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만약 그때 이런 선택
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하거
나 혹은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상처가 아
물지 않은 무겁고 아픈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흔히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
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 과거
로 돌아가 내 선택을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나
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결말 중에는 부
자가 되거나, 꿈을 이루거나, 현재를 벗어난
매력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
까. 그때의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물론 과거를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을 살거나, 다른 소중한 연을 만날 수 있을지
도 모른다. 다만 적어도 나는, 모든 과정과 여
정을 거쳐 만난 인연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나 후회가 되는 일이 남
았더라도, 혹여 삶을 뒤흔들 정도로 힘든 일을
다시 겪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몇 번이고
다시 만날 것이다.
김지훈(한식조리학과 20학번)

1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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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자칼럼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했는지를 판단했을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

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하 ‘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최근에는 통매음 범죄 성립이 쉽다 보니 합의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매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

음 헌터’가 생겼다. 헌터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의자에게 접근한

달하는 죄를 말한다. 빠른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다. 피의자에게 특정 발언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건이 경찰에 넘어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통매음은 전화와 우편, 컴퓨터, 휴대

가고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 성립한다. 통

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매음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성

최건 기자

관련 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 하여야 한다. 본인이 만약 공무원 시험 응시

(chlrjssm63@jj.ac.kr)

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3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
한, 벌금 명세조회를 통해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
통매음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분야는 게임, 인터넷 방송, 랜덤채팅이 있다. 통
매음을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실제 사례를 둘러보고 자신의 행동거
지에 주의하는 것이다. 나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며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게임으로 인해 통매음이 발생한 사건 내용은 이러하다. 피고인은 ‘오버워치’
한국 서버 전체 채팅창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플레
이어 C가 패드립과 성희롱을 혼용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작: 최건 기자)
랜덤채팅으로 인해 통매음이 발생한 사건 내용은 이러하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2020년 개정으로 범죄 발생률이 대폭

등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농락하고, 지인이나 성명불상자들(성과 이름을 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합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포시킬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죄의

의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통매음 헌터로 인한 피해 사례도 높아질 것이다.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통매음 헌터가 활개 치고 다니는 것은 국가의 법률홍보 부족을 가장 큰

인터넷 방송으로 인해 통매음이 발생한 사건 내용은 이러하다. 아프리카 TV

행위가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통매음이라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이유로 들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폭언을 사용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비제이에게 “(비제이 이름) 보면서 하고 싶다”라는 글을 작성했는데 고소장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가는 앞으로 법령홍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사

이 날라왔다면서 자기 행동이 통매음에 해당하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변

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언행을 취하기 전에 ‘한

호사는 “질문자의 발언이 어떤 의미이며, 그로 인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번 더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영재아카데미 GPA

국내에서 북미고교 유학생활, 외국대학 진학 문을 열다
해외 조기유학을 능가하는 교육효과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경제적인 비용으로 국내에서 미국 중고등학교 교육
우수 교사진이 지도하는 북미고교 커리큘럼
대학교 시설 활용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우수한 학생 선발과 높은 외국대학 진학률
미국 중·고등학교 학력인증 취득 WASC Accreditation
SAT 및 AP 공식 테스트 센터 지정

국제영재아카데미는 해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미국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 중·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이 국내에
서 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전주대학교의 시설지원 및 체계적인 교육으로 미국서부교육기관(WASC)으로부터 미국 중·고등학교 정식 학력인증
을 취득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위주의 100% 영어수업, 다양한 특별활동 등으로 높은 해외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
며 해외 조기유학을 능가하는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졸업생들은 미국 명문 에모리대학, 퍼듀, 버지니아 공대, 노스이스턴 연구중심대학, 시카고 미술대학, 캐나다 UBC,
토론토대학, 일본 케이오대학 등 높은 합격률 및 대학진학률을 자랑합니다.
이에 국제영재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리더의 꿈을 같이 실현할 2023학년도 신입생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학년도 봄학기 &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중학교 1학년 이상 학력 인정자

- 공통사항: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 입학시험

2023년도 봄 학 기 모집 : 2022. 12. 1. ~ 2023. 1. 11.(수)까지
2023년도 가을학기 모집 : 2023. 6. 1. ~ 2023. 7. 12.(수)까지

원서접수: www.gpa.ac.kr (홈페이지 접수)

문의 063-220-2929, 2955~6

제924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도시, 캠퍼스를 꿈꾸며

이선우 교수
(재활학과)

지난 4월,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토론회가 있
었다. 집권 여당의 젊은 당 대표와 장애인 단
체의 대표의 1:1 토론이다. 토론의 주제는 장
애인 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시
위이다. 지하철 지연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
는 시민의 입장과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
을 분명 알고도 그럼에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서로의 논리
로 맞서는 토론 자리였다. 결국 토론의 끝에
서는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
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지
만,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문제
는 아직 현재 진형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불
거진 일은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장
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개선은 분명 전진하긴
했지만, 그 전진의 정도는 매우 부족했던 것
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겪
은 미국에서도 꽤 오랜 고민의 주제였다.
1970년 미국 장애인들이 “우리는 왜 버스를
탈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동권
에 대한 투쟁은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서 가
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이 투쟁은 어찌
보면 다소 무모해 보였다. 버스를 가로막거나
체인으로 버스와 몸을 연결하여 버스가 움직
이지 못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때도 이
시위의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이 시위는 비단 대중교통뿐 아니라 사회
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
달한 사건이었다.
약 10여 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 공부할 때 인
상 깊었던 것은 거리를 활보하는 장애인이 많
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에 살
아도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전동휠체
어를 탄 장애인을 거의 매일 도심에서 볼 수
있었다. 더 놀랐던 것은 버스였다. 버스에 장
애인 탑승을 한다는 것이 저렇게 편할 수 있
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버스가 정류
장에 도착했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탑승
할 경우 우선 버스가 기울어(kneeling)지면

교수칼럼

서 탑승하기 쉽도록 리프트가 자동 펴지는 형
태였다. 큰 전동휠체어도 쉽고 빠르게 탑승할
수 있었으며, 탑승 후 버스 기사는 능숙한 솜
씨로 안전장치를 고정한 뒤 출발하였다. 물론
우리도 저상버스가 보급되면서 물리적인 시
스템은 갖춰졌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 그럴까?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에 대한 마음을 벽을 허물 수 있는 배리어 프
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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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을 꺼내 읽자
인터넷이 대중화한 이후 지식·정보의 독점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월등한 지식·정보를 소
유한 교수자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식이
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굳이 많은 경제적·시간
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많은 사람들은 버스보다는 장애인 전용콜택
시와 같은 전용 수단을 더 확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
다. 물론 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중
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이 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
리적 관점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 교통뿐 아니라 거리, 건물 등 도시 곳곳에
배리어 프리적 관점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 좋
은 장애 친화적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역시 텍스트에서 이
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매체는 분명 지식의 독점 체제를 허물고 모
두가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지식에 다가설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도 섣불리 내칠 수 없는 가
치 또한 존재한다. 종이책의 가치가 그렇다. 사용자
의 입맛에 맞게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어 짧은 분량
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도 분명 나름의 가치가 있다.

우리 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안까지 시내버스
가 다니는 장점을 지닌 학교이다. 배리어 프
리 도시, 캠퍼스가 되어 휠체어를 탄 우리 학
교 학생이 통학하면서 공부하고, 휠체어를 탄
시민이 사계절이 꽃피는 우리 대학 캠퍼스 산
책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
길 소망한다.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 사회 환경에서
이런 지식이 더욱 쓸모 있다고 믿는 이들도 많다. 하
지만 지식·정보의 정수(精髓)를 온전하게 얻기 위해
서는 한 권의 책을 숙독(熟讀)하는 방법 이상의 왕
도가 없다. 책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경험하고, 생각
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제일 온전한 형태로 담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책을 읽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부
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는 정독(精讀), 빠르게 읽어나
가는 속독(速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는 발췌독
(拔萃讀) 등이 그것이다. 영상물에 비유하자면 한 편
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는 것이 정독, 배
속 빨리감기 기능으로 시간을 아끼며 감상하는 것이
속독, 필요한 부분만 감상하는 방식이 발췌독에 해

망 사용료 걷어 애국하자?

기자칼럼

당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를 최대한
온전한 형태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 한 권
정독해보기를 권한다.

김현하 기자
(dpdlcl@jj.ac.kr)

지금 우리는 인터넷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 사
용료’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 비용에 큰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망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와 콘텐츠 사업
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는 인터넷 데
이터 물동량의 증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SK와 넷플릭
스의 법정 공방은 갑작스러운 국회의 개입으
로 법제화 바람이 불며 SK와 국회, 넷플릭스
와 구글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SK와 같은
ISP 측은 ‘동영상 세상이 되면서 오가는 물동
량이 늘었으니 이를 감당할 새로운 망 및 장
비 구축에 CP도 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다. 이에 대응하는 CP 측은 ‘지금까지 망에 접
속하는 명목으로 요금을 주고받은 것이지 망
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
며, 여기서 망 사용료라는 인위적인 과금 방
식으로 인해 인터넷 생태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의 법제화 시,
CP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중 하나는
망 사용료의 수용력이다. 개인 CP, 혹은 중소
기업 CP와 같은 소규모 CP의 콘텐츠가 성장
하여 해당 콘텐츠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소
규모 CP의 망 사용료 부담은 커진다. 이에 따
라 해당 CP는 소비자에게 운영 비용을 받아
콘텐츠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의 상
한선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이를 충분히 감
당할 수 있는 콘텐츠 대기업만이 망 사용료를
감당하며 살아남는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CP는 인기를 수익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
을 버티지 못하고 초창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엠군’(시냅스엠에서 2005년부터 2020
년 12월까지 운영했던 대한민국의 동영상 플
랫폼)과 같은 소위 ‘토종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미 무너진 사례가 존재한다. 사실 망 사용
료 분쟁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이번이 처
음이 아니다. 바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실패
했던 인터넷 종량제(네이버 종량제 버전, 이
메일 유료 우표제 도입 시도 등)다. 이를 여의
도를 등에 업고 다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ISP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
엇인가? 현재 소위 ‘K-망법’ 통과 시도의 대
외적 명분은 보호무역주의의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익을 내는 외국 기업

에 페널티를 부과해 한국 기업을 보호하겠다
는 것이다. 여기서 애국을 들먹이며 무려 ‘국
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ISP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분
명 우리나라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
나, 실정은 그렇지 않다. 국제무역의 기본 중
의 기본은 상호주의다. 한쪽에서 1만큼을 한
다면 다른 한쪽도 1만큼 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한국의 미국 물건 관세가 10%라면 미국의
한국 물건 관세가 10%가 되듯이 말이다. 만
일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 기업이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반대로 우리 기업
도 미국에 진출할 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는 등의
이유로 국내 CP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
이다.

그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을 필요도 없다. 책의
첫 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면을 읽고 나서 맨 뒷장
을 덮는 완독(完讀)을 목표로 잡으면 어떨까? 사실
이 완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주변 환경
들이 책 읽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유
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책 한 권 읽기를 끝마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일상에서 쉽게
얻기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다.
이 완독의 경험을 기왕이면 전자책보다는 종이책
으로 하였으면 한다. 종이가 주는 따뜻한 질감과 책
내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 느끼는 손끝의 촉
감, 읽던 곳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시해놓는 책갈
피 등은 인간의 감성을 다양한 형태로 일깨우기 때
문이다. 또한 이는 전자책이나 영상물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가치이다.
가을,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햇살이 싱그럽고 바

국내 ISP는 늘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를 만들
어왔다. 과거 ‘보이스톡’과 ‘스마트TV’의 출시
당시 ‘데이터 물동량의 증가로 감당할 수 없
다’라며 망 사용료를 걷고자 했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분쟁
에는 어째서 국회까지 나서서 법 제정 시도까
지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
이다.
ISP와 CP 모두 ‘상대가 이기면 소비자가 피해
본다’라며 서로 소비자를 볼모로 호소하고 있
다. 그러나 정작 각자가 분쟁에서 승리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
는 쪽은 없다. 이 모든 분쟁의 끝이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람도 상쾌하다. 이런 계절에는 어느 곳이든 책만 펼
쳐 놓으면 바로 야외 도서관이 된다. 마침 독서의 계
절을 맞아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하고 있다. 서가에 꽂힌 책을 한 권 뽑아 들
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
만의 공간을 찾아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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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Sports Day
reporter Choi Geon(chlrjssm6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JJ Sports Day’ was held from October 5th to October 7th, a place of unity where the students could
show their spirit of cooperation.
A total of 8 team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College of Humanit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College of Business,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College of Culture and Tourism,
College of Medicine, and College of Education.
There are a total of 13 events: soccer, basketball,
dodgeball, kickball, tug-of-war, team jump rope,
relay, table tennis, badminton, kart riding, and League
of Legends. All matchups and match times were determined by lot through 'Live Talk' by representatives

of each college. All students were able to watch the
video on ‘JJU Student Council Instagram’. Medical
staff were prepared at the headquarters for injuries
during the event.
Prize money and points were paid to the 1st, 2nd, and
3rd place teams in each event. 10 points were awarded
to all teams that did not win the prize. Points awarded
in each match were added up during the final awards
ceremony and ranked in ascending order. The winner
was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runner-up was
the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and the 3rd place
was the College of Business.

“When all colleges select representative players, each
college could experience sports competition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performance and have sportsmanship, which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iversity and fairness of the competition.”
The ABLE Student Council said, "All the students' association members are prepared enough to be referees
in any of the 13 even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soccer and basketball, the rules were complicated, so we
recruited KFA referees and first-class basketball referees with the approval of the Jeonbuk and Jeonnam
Associations.

The ABLE Student Council (President Lee Hwan) said,

The Fear That a Aggressive Driver in University Gives to Students
reporter Baek Seo-hee(seoheebaek03@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Violent driving is often seen at the revolving intersection in front of our school's student center. According to a survey of enrolled students, 70 percent
said they witnessed reckless driving on campus. Violent driving was seen day and night. Some students
who witnessed the aggressive driver said they felt
threatened.
Students witnessed people in cars screaming loudly,
repeatedly spinning in front of the rotating intersection, making engine noises loudly, and swearing at
students passing by.

In particular, the act of screaming loudly was so loud
that students living in the dormitory, Star Tower,
could hear it. In addition, it made students feel threatened when they speeded through the crosswalk without caring for pedestrians.

reckless driving in schools,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prevent it at the moment. This is because roads on
university campus are classified as "private property,”which means the Road Traffic Act is not applicable.

Students are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aggressive
driving on campus. Students requested the university
install additional speed bumps, CCTV, and provide
driving training for aggressive drivers.

With the introduction of city bus routes into the
school, the ne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rather than the law as a private land has been
raised. In-house supervision and education are limited, and traffic management in the school seems to
need legal regulation.

However, even if students' safety is threatened by

On-campus Parking Problem
reporter Jung Gyeo-un(adorrrrr@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Recently, there have been voices of concern about the
issue of school parking. This is because reckless illegal
parking causes a lot of confusion during rush hour.
Illegal parking, a chronic problem in road traffic, is
rampant even on campus.
From the observation conducted by the reporter, the
parking area of ??the student union located in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building of the university
was filled with illegal parking. There were three cars
parked in the safety zone, one car parked in the aisle,
and one car parked in the crosswalk. Even after 1 pm,
there was a legal parking area, but illegally parked vehicles constantly appeared.

Illegally parked vehicles can lead to serious accidents.
This is because the vehicle does not enter the view of
other drivers, and in the case of blind spots, it cannot
be checked with a rear view mirror. Even if the driver
drives safely,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oad situation
due to illegal parking. Unlike ordinary roads, the
school does not have any action on illegal parking, so
this situation seems to have occurred due to the low
awareness of drivers.
In addition, a number of illegally parked vehicle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parking lot on the first floor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Indiscriminate parking
occurs because the signs indicating the parking areas

are not clearly marked. In particular, illegal parking in
both the 1st and 2nd floor parking lots in the fire
truck-only area is serious.
A faculty member who had suffered inconvenience
due to illegal parking on campus said, “Parking in a
safe zone despite having a parking space is very dangerous because other cars have difficulty parking, and
vehicles coming out of the parking lot and vehicles
coming from the main building cannot see each other.
There is a risk of accidents due to difficult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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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大学开展秋季农村服务活动

诸慧琴教授就任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

自10月1日起诸慧琴教授就任全州大学国
际交流院院长。
国际交流院负责外国留学
生的支援及管理业务。
也与外国大学及机
关单位签署合作协议，并通过这些国际

关系网络招收优秀的外国留学生。
此次诸
慧琴教授就任国际交流院院长是在国际
交流院处于一些困难的情况下临危受命。
相信诸慧琴院长通过超常的领导力克服
面临的挑战和困难，为国际交流院带来
新的生机。
诸慧琴教授出生于中国沈阳，毕业于中
国哈尔滨商业大学。
之后来韩国留学，在
忠南大学获得国际经营学博士学位。
2008
年成为全州大学经营系教授至今。
在全州
大学工作期间除了做好本职工作之外，
还热心关爱留学生，特别是从中国来的
留学生，深得中国留学生的爱戴。

全州大学举行《2022找上门的青年中心》活动
全州大学（校长朴珍培）
为了帮助社区社会
的农家，与全北农协签署协议，从今年秋
季开展了农村服务活动。
全州大学将暑假期间由学生会主管进行的
夏季农村服务活动扩展起来，编入到社会
服务这一教养必修课程。
此次活动的实施得
到全北农协的大力支持。
暑假期间包括全州大学的很多大学都有大
学生参加农村服务活动，但是农村的实际
情况是即便花很多钱也找不到帮手的是秋
季这一农忙期。
为了提高大学生的人品素质
涵养，也为了解决农村人力不足问题，全
州大学和全北农协通过碰头会议决定开始
启动这一举两得的新项目。
9月23日和30日，参与帮助农家活动的80
多名学生在东金堤农协社区食品物流中心
和附近的农家完成了服务活动。直至11月

25日每周星期五将到镇安、
完州、
全州等地
的农家进行秋收、
洗涤、
种植苗圃等农活。
此次秋季农村服务活动将有30多名全州大
学教授和职员一同参加。
特别是全州大学教
授服务团自2019年组建以来每年两三次都
在南原、
金堤、
任实等地进行了农村服务活
动。
这起因于教育者要成为学生榜样的教学
箴言。
全州大学的社会服务这一课程是为了让全
州大学新生体验社区社会的各地区，在了
解多样性的过程中树立正确的品行涵养而
设立的必修课程。每学期向50多个机关派
遣1000多名学生进行服务活动。
全州大学欲以此次农村服务活动为契机，
更加积极地与社区社会共呼吸，并培养出
更多具备服务意识和素养的大学生。

据全州大学“大学工作岗位PLUS中心”12
日发布，他们在明星中心（Star Center）
244号及工作咖啡馆一带进行了《找上门
的青年中心》
为题的深层商谈活动。
与全州市“青年链接全州”联合主办的此

次活动为解除青年们的前途烦恼和就业
压力提供了多种多样的青年政策及“青年
链接全州”这一为青年人准备的活动场所
的利用方法等。
参加此次活动的有50多名
在校生和毕业生。

Trải nghiệm văn hoá dành cho du học sinh trường Jeonju
Các bạn học sinh thân mế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luôn luôn nỗ lực để tạo ra môi
trường học tập tốt cũng như điều kiện để
các bạn học sinh có thể trao đổi, giao lưu
và trải nghiệm văn hoá trong quãng thời
gian học tập và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Vừa qua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tham gia chương trình networking program “INOMA”. Đây là chương trình do tổ
chức thanh niên khu vực tiến hành,
chương trình này kết nối giữa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đang học tập và sinh sống tại
khu vực cùng với các bạn học sinh đang
sinh sống tại khu vực đó. Vào ngày mùng
3 tháng 10 du học sinh kết hợp với học
sinh Hàn chia ra làm 4 nhóm và trải
nghiệm văn hoá tại làng cổ Hanok. Tại
đây các bạn du học sinh đến từ các nước
như Trung Quốc, Việt Nam, Mông Cổ và
Hàn đã trải nghiệm mặc áo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và đi trải nghiệm văn hoá
theo nhóm đã được chia từ trước.

Quốc cũng như biết được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oá của từng nước. Tôi hy vọng
trường hãy kết nối và tổ chức nhiều
chương trình có ý nghĩa như thế này hơn
nữa”.
Các bạn du học sinh cũng hãy tham gia
thật nhiều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văn
hoá như này để học hỏi và cũng làm
giảm bớt áp lực học tập cũng như trong
cuộc sống du học.
Tuần này là tuần thi giữa kỳ, chúc các
bạn thi tốt và đạt được điểm như ý muốn
nhé!

Sau khi trải nghiệm văn hoá ở làng cổ
xong, tất cả những bạn học sinh tham gia
chương trình đã đi ăn tối và tham gia
buổi tiệc kết thúc nhỏ. Chia sẻ của một

bạn du học sinh sau khi tham gia chương
trình “Thông qua chương trình lần này
tôi đã gặp được nhiều bạn bè đến từ các
nước và có thể hiểu hơn văn hoá Hà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