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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미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을 소개하면, “전주대학교에 그런 단대가 있었어요?”,

“거기도 4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에요?” 혹은 “일반 학생들처럼 학사

학위도 주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토요일 단 하루만 등

교”를 하는 것뿐이지, 미래융합대학생이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답하곤 한다.

미래융합대학은 전라북도 4년제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고등평생교

육을 연구하는 LiFE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다. 선취

업 후 진학이라는 선진국형 교육관을 접목하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입학생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맞춤친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경

영금융학과는 디자인씽킹과 리빙랩, 문화콘텐츠학과는 유튜브 제작

등 콘텐츠 개발, 농식품경영학과는 식품개발, 기술경영공학과는 스마

트팩토리 등에 특화되어, 직업과 직접 연결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래융합대학 농식품경영학과 학생들은 토요일 아침에 등교하

는 학생들에게 커피를 제공한다. 창업경영금융학과 한 학생은 매주

떡, 과일 등 학우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있기에, 타 단대와 달리 봄가을 큰 축제인 “미래융합

대학 한마음축제” 비용 대부분을 기부금으로 조달했다. 

올해 가을 ‘한마음 축제’는 2주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기부로 조

달해서 성대하게 준비하였고, 학우들이 많은 경품을 제공하여 더욱

풍성한 자리를 만들었다. 2020년에 창업경영금융학과와 전주학산종

합복지관이 함께 리빙랩으로 설계한 공동체 화폐 ‘꽃전’을 활용한 금

융취약층 소액신용대출은행은 빠뜨릴 수 없는 성과였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현재는 매달 10명의 지역주민이 무이자로 신용

대출을 받고 있으며 지역 신협들과 신협중앙회는 1,000만 원 이상의

운영기금지원을 약속하였으며, MOU가 12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학생이 주도한 ‘150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사용되는 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

금 모으기 행사에서 하루 만에 기금의 절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미래융합대학에서는 발전기금모금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학생들의 발전기금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 미래융합대학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지난 10일, 우리 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학 축구 U리그 4강전

에서 우리 대학이 1-3으로 김천대학교(이하 ‘김천대’)에 패배하며 결

승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 초반, 전주대가 빠른 공격 전개로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전반

11분 김천대에 역습을 당해 선취점을 내줬다. 분위기를 끌어올린 김

천대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전반 30분, 전주대는 선수교체로 분

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김천대의 스피드를 살린 공격으로 인해 또다

시 득점을 내줬다. 전반 39분, 김천대의 프리킥이 수비 맞아 굴절됐

고, 공이 박정우(김천대) 선수 앞에 떨어지며 팀의 3번째 득점을 내주

었다. 전반전, 전주대는 김천대보다 많은 슈팅(7-5)을 가져갔지만, 유

효슈팅(2-4)에서 밀리며 결정력의 아쉬움이 드러났다.

후반 67분, 교체 투입된 이준영(전주대) 선수가 박스 안 돌파를 시

도하다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다. 유예찬(전주대)

선수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며 득점했다. 이후

김천대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져갔다. 전주대는 계속

골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대학 축구 U리그는 자체 승강제가 도

입되면서 1부와 2부로 나뉘게 됐다. 리그 배정 기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전적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U리그 디비전1에

는 총 36개의 학교가, 디비전2에는 총 52개의 학교가 참가해 총 88개

교가 이번 시즌에 참가했다. 왕중왕전은 1부, 각 권역에서 우승을 차

지한 4개의 팀만이 진출할 수 있다. 올해 우리 대학은 디비전1, 3권역

에서 한남대를 제치며 우승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왕중왕전 진출

을 달성했다.                         기사: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 지난 11월 25일(금)에 대축제 마지막 밤을 기념하여 총학생회와 청중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 관련기사 6~7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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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셔터 작동 시 대처법과 교내 설치 현황

전라북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장애 학생들이 각각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지난 2일부터 4일에 우리 대학에서 ‘고교 장애 학

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

학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대학 생활을 체험하

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우리 대학 사

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원장 윤마병)과 과학교

육과에서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장애 학

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로 우리 대학을 방문한 학생들은 과

학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그리고 외식산업학과에서 학과 체험을 진행했으

며, 도서관과 기숙사 등을 방문하며 대학 생활을

체험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입

학처로부터 다양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정보

를 얻어 우리 대학 입학과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

로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

윤마병 교수는 “장애 학생들의 대학 생활 체험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8명의 멘토와 함께 과학교육

과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나눔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며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전주대학

교 홍보를 통해 입시와 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과학교육과 고교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열어

지난 11일, 우리 대학 수퍼스타칼리지에서 주관

한 2022학년도 JJ필독서 독후감 경진대회 수상자

가 발표됐다. 영예의 최우수상 1명(장가영 스마트

미디어학과 22학번)이 수상했고, 이어서 우수상 2

명(송한울 상담심리학과 21학번, 강유정 일본언

어문화학과 18학번)과 장려상 5명 등 총 8명의 학

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진대회 접수

가 이뤄졌으며, 11월 10일에 최종 심사가 진행됐

다. 수상자 발표는 수퍼스타칼리지 홈페이지와 개

별 문자로 전달됐다.

이번 JJ필독서 독후감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은 박

현진(한국어문학과), 장미영(수퍼스타칼리지), 박

찬흥(수퍼스타칼리지) 교수이며, 형식의 완성도,

문장력과 창의적 내용 구성, 텍스트 분석력과 이

해력, 맞춤법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20만 원, 우수상 15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현진 교수는 “총 88편의 원고를 심사했으며, 학

생들의 책에 대한 이해도가 예년보다 훨씬 더 높

아진 것 같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

왔다”라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이어령 작

가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감상했는데 작

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형식으로 독후감을 작성해

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작품이었다”라고 총평했다. 

이어 “88편의 독후감들을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감상을 구체적으로 함께

잘 적었기 때문에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던 대회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매년 재학생들의 독서에 관한

관심과 독서 의지 고취를 위하여 독후감 경진대회

를 진행하고 있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2022학년도 JJ필독서 독후감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지난달 7일,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과에서 김인규

교수의 지도로 ‘Hands On Steps’ 프로그램이 진

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

딤센터에 방문하여 재학생 18명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

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재활 시설이다. 프로그램

은 오름 과정(4주), 힐링캠프(11박 12일), 디딤 과

정(16주)이 운영된다.

‘Hands On Steps’는 상담심리학과 1~2학년 학생

들이 실제 상담 현장의 특성을 경험함으로써 세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장 실무자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한다. 이번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방문을 통해

학생들은 기관 라운딩, 프로그램 소개, 졸업생과

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담심리학과에서는 11월 11일에 무주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방문에 이어 지난 11월 25

일에 비나텍 회사 방문을 계획하여 현장실습을 연

이어 진행했다.

정겨운 기자(adorrrrr@jj.ac.kr)

상담심리학과, ‘Hands On Steps’ 상담 실무 현장 제공

우리 대학에 설치된 방화 셔터는 일체형 방화 셔

터와 일반형 방화 셔터 두 종류가 있다. 일체형 방

화 셔터와 일반형 방화 셔터는 모두 실리카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일체형

방화 셔터는 내화 기능이 좋아 화재의 확산을 방지

한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형 방화 셔터는 화재 발

생 시 연소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주변이 어두운 경우에도 방화 셔터

에 있는 비상구는 정전 시에도 6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잘 보인다. 방화 셔터에

내장된 비상구는 문 주변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놔

어두워도 비상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았다. 방

화 셔터에 있는 비상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방

화 셔터에 내장된 비상구를 밀면 나갈 수 있다.

방화 셔터가 설치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조물

로 구획해야 한다)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리고 건

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건축물의 피난·방

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에 의해 설치되었

다. 

우리 대학의 방화 셔터는 연 2회 정기검사인 종

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

인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혹시 모를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방화 셔터의 위치와 작동

시 대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co.kr)

2022-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개최

지난 17일(목),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2학년

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은 수퍼스타를 키우는 우

리 대학의 진로 프로그램 StarT(Star Training) 프

로그램에 참여해 많은 포인트를 쌓은 학생에게 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다.

이번 학기에는 36명이 수퍼스타 인증서를 받았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모은 강유정(일본언어문화 18)

학우는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

척할 수 있었고, 장학금은 물론 취업에 대한 자신

감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진배 총장은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수퍼스타의 목표를

달성해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며 격려와 칭찬

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

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인증포인트

와 장학포인트를 부여하며, 합산점수에 따라 인증

서 수여와 국내외 연수,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기사: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촬영: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단체 사진(사진: 손민기 기자)

▲ 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누리홀에서 열린 고교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 윤마병 교수)

▲ 10월 7일,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 방문했다. (사진 제공: 상담심리학과)

▲ 시설지원실에서 학생회관 2층 방화 셔터를 시범∙작
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손민기 기자)

건물명 설치수량(개) 건물명 설치수량(개)

대학본관 24 예술관별관 2

스타센터 27 천잠관 12

공학1관 15 지역혁신관 6

공학2관 6 창조관 1

벤처창업관 3 EM생활관 2

순영관 3 스타누리 2

학생회관 28 스타빌 12

평화관 5 스타타워 10

예술관 10 소계 168

대학본관 중앙 양 옆 복도 스타센터 도서관 2~3층 공학1관 피난 계단 앞

공학2관 계단 앞 벤처창업관 승강기 앞 순영관 2층 계단

학생회관 중앙 계단과 복도 평화관 중앙 계단과 복도 예술관 복도 앞

예술관 별관 복도 중앙 천잠관 복도 지역혁신관 중앙 복도

창조관 3층 계단 앞 EM생활관 계단 앞 스타누리 계단 앞

스타빌 중앙 복도 스타타워 2층~3층 난간과 계단 앞

▼ 교내 방화 셔터 설치 개수 ▼

▼ 교내 방화 셔터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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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국가애도기간과 안전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교내 카페와 편의점은 어떻게 대처하나

환경부는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

이기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2019년 대형매

장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

로, 중소형 매장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

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이 제한 품목

에 추가됐다. 특히,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제공

하던 비닐봉지도 판매할 수 없어져 일부 편의

점에서는 종이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본

교에 입점한 편의점과 카페는 다음과 같이 일

회용품 제공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학생회관 1층에 입점한 카페는 기존에 지

급하던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지

급한다고 말했다. 천잠연 앞 카페는 테이크

아웃(Take out) 고객만 플라스틱 빨대를 지

급하며,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과 종이 빨대

를 지급한다. 스타센터에 입점한 카페는 개

점 당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허가받아 이

번 제도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

다. 플라스틱 빨대와 컵 등을 기존처럼 제공

한다. 교수연구동 앞 카페도 당분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한다. 교내 편의점도 그동안 유상

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동안 제공한다.

손민기 기자 (minki70064@jj.ac.kr)

1. ○○○ ○○은 ‘폭발물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 직업이 있어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단과대학은 ○○○○○○이다.
3.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교육과에서

‘고교 ○○ ○○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지난 11일, 수퍼스타칼리지에서 주관한

‘JJ필독서 ○○○ ○○○○’ 수상자가 발표됐다.
5. 지난 10일에 우리 대학과 ○○○○○는 대학 축구 U리그

4강전 경기를 진행했다. 
6. 방화 셔터가 설치되는 기준은 ○○○ ○○○ 제46조에 의해 설치된다.
7. ‘Hands On Steps’를 통해 상담심리학과 1~2학년 학생들은

○○ ○○ ○○의 특성을 경험하고 있다.

* 알 림 *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2월 14(수)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읽
으
면

신문을

보
여
요

답이

교내 폭발물 소동
지난 16일(수) 오후 2시경 에브리타임 게시

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

와 큰 소동이 벌어졌다.

범인이 쓴 게시글의 내용은 ‘2시 30분에 터

지도록 타이머를 세팅했다’, ‘폭발물이 터졌

다’, ‘화장실에 사람이 죽었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학생회실로 가지 마라’라는 등의 글

이었다.

허위 사실로 올린 게시판에는 ‘진짜 폭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폭탄이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을 본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평화관 내부에 있는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

후 경찰은 3시경부터 3시간 넘게 평화관의

출입을 통제했다. 

평화관 통제 시간 동안 경찰특공대, 119구급

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 그리고 지뢰탐

지 군견까지 투입하여 경찰‧소방‧군인이 함

께 평화관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폭발

물로 의심되는 위험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소방‧군인은 평화관 수색을 중단

하고 게시글의 진위는 허위로 올라온 글이라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허위 게시글의 인터넷주소(IP), 전화

번호 위치 등을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20대 재학생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은 “게시글은 허위의 내용임을 재확인했

다”라며 “범인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박진배 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주신 경찰‧소방‧군인 그리고

현장 관리에 힘쓴 사회과학대학장님과 학생

취업처장님께 감사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924호 정답: 추위의시작입동 

축하드립니다♥
[924호 정답자]

-간호학과 최지연           -외식산업학과 최혁
-중등특수교육과 이성윤   -산업디자인학과 서아림
-법학과 정동휘              -보건관리학과 박세진 

학생자치기구장 후보자 사전선거운동 의혹
학생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

학생자치기구장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원을 모집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

선위’)가 발표한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선거

운동원 모집 내용을 담은 글을 학과 학생회

를 통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했다.

내용에서 여러 부문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다고 했으며, 당시 예비입후보자였던 후보자

의 이름과 학과, 연락처가 포함돼 있었다. 의

혹에 대해 중선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중선위는 “선거운동

원 모집 내용에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기

호 등을 밝히지 않았고, 예비입후보자가 본

인을 후보자라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

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해당 예비입후보자가 정식 후보자 등록했을

때, 이름을 먼저 알린 것과는 다름이 없어 보

이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는가’

에 대한 질문에도 중선위는 “앞에 서술한 이

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

고 답했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도 중선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사전선거운동

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학우는 사전선거운동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글이라고 하지만 학과와 이름을 밝

힌 시점이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할 때 공약보다 익숙

한 이름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 이름을 먼

저 알리는 건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비

판했다. 다른 학우는 중선위의 판단이 옳다

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원 모집이

주된 목적이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중선위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손민기 기자 (minki70064@jj.ac.kr)
▲해당 예비입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원 모집 내용(편집: 손민기 기자)

▲ 각종 일회용품으로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모습. (사진: 손민기 기자)

업종명 현행 변경 후

학생회관 1층 입점 카페 플라스틱 빨대 지급 매장 내 다회용 컵과
종이 빨대 지급

천잠연 앞 입점 카페 플라스틱 빨대 지급 매장 내 머그컵과
종이 빨대 지급

스타센터 입점 카페 플라스틱 빨대 지급 -

교수연구동 앞 입점 카페 플라스틱 빨대 지급 -

교내 편의점
(학생회관, 스타타워, 공학관)

비닐봉지 유상 판매
플라스틱 빨대 지급

비닐봉지 미제공
-

▲ 교내 입점 카페 및 편의점 일회용품 제공 변경사항 (제작: 손민기 기자)

▲지난 16일, 평화관 폭발물 수색에 투입하는 군인과 군견의 모습이다. (사진: 손민기 기자)

2022년 10월 29일에 생긴 참사에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참사였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 무거웠지

우리대학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저번주에

열린 대축제에서는 관련 사고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어!

나도 그랬어..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정말 기뻐!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며
함께 기쁜 날들을 보내자!



4 특집 제925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우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보경)는 2022년도 전국 대학 최초로 학사시스템과 연동된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인 ‘스타버스(STARverse)’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생들을 대신하여 ‘스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
해 대학신문사가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였다. 지난 11월 17일 학생회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로 ‘스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명, 장점, 구축 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스타버스(STARverse)에서는 강의실 공간과 교수, 학생 개인별 아바타를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 교육적 소통이 풍부한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
이 나와도 이를 어떻게 확산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켐퍼스는 눈 감고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스타버
스 시스템도 전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니 당황하지 말고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서 학교와 학생이 불편해하는 교육방식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윤택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김보경 교수의 ‘스타버스’ 최초 구축 소감이었다. 또한, ‘스타버스’의 발전과 알찬 활용을 위해 교
수진과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Q. 우리 학교가 전국대학 중에서 최초로 메타버스 원격교육 시스템(STARverse)이 구축되었
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김보경 교수입니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

했고, 현재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구축되어 있

습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입학식을 한다거나 이벤트성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주로

행사나 축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과 비슷하게 강의 자

료 공유, 출결관리와 프로젝트 발표 등과 같은 학사 시스템이 연동되어 실제로 교수님들이 원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타버스는 웹엑스로 진행하는 수업의 단점

인 일방적인 수업 방식을 탈피하고 비대면이지만 대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

공간입니다. 우리가 스타버스 최초 구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대학의 메타버스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전주대’ 하면 스타버스가 떠오르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정

착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Q. 스타버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지금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4

년 출생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교수 간 소통하는 방식들이 매우 다

릅니다. 지금 재학생들 또는 곧 들어오는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유튜브라든

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세대인데, 저희 같은 교수들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서 이런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

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

의실에서 되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표정을 알 수

도 없고, 교수든 학생이든 서로의 표정도 알 수 없으니 소통이 잘 안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

다. 코로나 예방과 소통 원활함을 명목으로 웹엑스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교

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웹엑스 수업을 개설했다가 쓰고 난 후에 강의실이 없어지는 한계점이 있습

니다. 하지만 스타버스는 만들어 놓으면 항상 존재하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강의실을 꾸며놓을 수

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수님들하고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도

있고 캐릭터로 아바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실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소통을

보완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스타버스’의 소개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스타버스는 우리 대학을 모델로 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실 8개가 구축되어 있습니

다. 강의실에서 강의자료나 영상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강의 진행의 가장 기본적

인 기능은 출결관리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로그인하면 출석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놨

습니다. 키오스크에 들어가면 본인이 출결 체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야외에는 대학교회 예배

당, 노천극장, 스타센터, 정문, 후문 등 학교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스퍼트라

이프 존이라고 해서 전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프라이빗 존이

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기능

들이 스타버스 공간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 필요에 따라 수업 내용이나 운영 방

식에 따라서 토론 수업도 가능하고, 퀴즈 같은 문제도 풀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버 캠

퍼스에서도 우리가 퀴즈를 풀 수 있고, 영상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캠퍼스는 나 혼

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타버스는 어떤 학습이나 강의를 진행하

는 데 있어 가상공간에 모여 스스로 작동시켜서 같이 활동하는 느낌을 줍니다. 학생들이 가상공

간에서 이벤트를 계속 일으켜 스타버스 세계관이 흘러가게 됩니다.

Q. 스타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스타버스에서 강의하고자 하시는 교수님들은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

니다. 어떤 과목, 몇 주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강의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 센터

에서 신청 승인하고 난 뒤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의 조로 이루어진 조별 강의라면 6개의

조가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신청하면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들의 경우는 총학생회 행사나 축제에 활용한다면 우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거기에 필

요한 세팅을 도와드립니다. 물론 지금의 스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

지만, 학생들도 언제든지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대 신문사가 있으

면 신문사 부스나 룸을 만들어서 신문 같은 거를 인터넷 신문이나 홍보 영상을 항상 게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콘텐츠 이외에 축제 부스 운영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스타버스 노천극장 축

제 홍보 영상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링크 영상을 볼 수 있게 세팅해두면 가상공간에서

홍보 영상도 볼 수 있고 친구끼리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Q. 스타버스만의 특별한 점이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저희 스타버스는 3D가 아닌 2D로 개발하여 다른 메타버스에 비해 그래픽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타버스는 물리 법칙 중 높고 낮음은 표현하지 않고, 멀고 가까움은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멀어진다면 소리도 작아지고, 시야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도 저희는 2D 그래픽을 선택한 이유는 스타버스의 용도가 강의용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 학

생 간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화상 대화 기능을 추가한 2D그래픽

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3D의 가상 캐릭터는 화상대화보다 가상 캐릭터에 관심이 끌리기 때문입

니다. 교수님들 세대는 오프라인 자아와 온라인 자아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금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은 확연히 다른 독립된 공간이며 자아도 서로 다르게 가지

고 있습니다. 이를 다중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상 카메라에 비치는 본인, 2D 아바타의 본

인, 스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본인 이렇게 총 3가지로 본인이 표현됩니다. 이런 다중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이 스타버스의 특별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스타버스 구축은 제가 센터장으로서 이뤄낸 성과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교수로서의 소망이 있

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도 현재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 고려를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없어 교수와 학생 사이가 멀어지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타버스 공간을 통해 사이버캠퍼스와 웹엑스의 단

점을 보완하여 좀 더 확실한 의견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

타버스 공간에 있는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학생들이 더욱 좋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

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나와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확

산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캠퍼스 시스템을 눈 감고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스타

버스 시스템도 전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니 당황하지 말고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스타버스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서 학교와 학생이 불편해하는 교육방

식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윤택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타버스가 일반

화되면서 일방적인 강의용 스타버스가 아닌 서로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촬영: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 (rwg1130@jj.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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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평생교육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

고, 그 열정은 공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싶었습

니다. 이런 열정과 생각은 미래융합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었습

니다.                                        김정섭(기술경영공학과 22)

A. 학업을 손 놓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못다 이룬 꿈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습니다. 사업과 육아를 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늦은 나이에 현실적으로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으나 모임 대화

방에 올라온 미래융합대학 홍보를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

다.                                        유미경(창업경영금융학과 20)

Q. 여러분의 학과를 소개해주세요!

A. 기술경영공학과는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새로운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사람

들을 키워내는 학과입니다.           김정섭(기술경영공학과 22)

A. 창업경영금융과는 정말 매력적인 학과입니다. 디자인 사고

와 리빙랩의 체계적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

로운 시각과 공감을 끌어내는 특별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학과

입니다.                                  유미경(창업경영금융학과 20)

A. 농생명ICT학과는 문제해결 알고리즘이나 논리적 문제해결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농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

과입니다.                                    정승운(농생명ICT학과 22)

A. 문화콘텐츠학과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녹아있는 문화를 현대

적 감각의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다루는 법을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김현미, 박정연(문화콘텐츠학과 20)

Q. 미래융합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별한 점에 대
해 알려주세요!

A. 많은 장점이 있지만, 특히 ‘일하면서 학위취득’이라는 홍보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은 직장과 학업

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여깁니다. 흔히 ‘모

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처럼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말합

니다. 이 ‘때’를 제가 원하는 시점에 적용한다면 공부의 때는 시

간이 흐른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인 학습자에

게는 직장에 다니며 일반 대학교에 맞춰서 수업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블렌디드 수업 방식으로,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

인 학습자에게 딱 맞는 수업 방식이 장점입니다. 공부하고 싶

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단

과대학입니다.                             박정연(문화콘텐츠학과 20)

A.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학점 인정제입니다. 미래융합

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3년 이상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진학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회적 경험은 많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3년의 사회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 인정제

로 커리큘럼에 나의 직무와 연관된 내용이 있다면 관련 신청서

를 적어내고 증명하면 3학점이 인정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

다.                                         유미경(창업경영금융학과 20)

Q.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알려주세요!

A.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서 커피와 와인 등 여러 음식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

다. 그때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 꽤 큰 차이가 있음

을 느끼고 커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토

요일 오전에 학교에 나와 커피를 직접 내리고 학생들에게 나누

어주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수록 지식이 넓어지고 커피 실력

이 늘어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승운(농생명ICT학과 22)

A. 학과 수업 중에 영어 회화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습

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교재와 단어 학습 등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이끌어주십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외국 임원과 소통하면서 수업 때 얻은 자신감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정섭(기술경영공학과 22)

Q. 미래융합대학 학생으로서 바라는 점이나 이루고 싶은 점
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리 단과대학의 홍보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

만,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여러 곳에 홍보하고 기업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최

종적으로는 미래융합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 우뚝 섰으면 좋겠

습니다.                                      김현미(문화콘텐츠학과 20)

A. 우리 대학에 미래융합대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장점

인데 학교가 그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다른 단과

대학 학생 그룹이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을 때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주대에 다

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미래융합대학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현직에 있는 사

람들이 있고 그중에는 최고 경영자도 많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현직 종사자와 직접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좋은 기회가 아쉽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운(농생명ICT학과 22)

Q. 마지막으로 미래융합대학에 내년부터 진학할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학

업을 병행하려면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일 중간에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융합대학은 평일에는 집에서 온라인 강

의를 듣고, 토요일 하루 대면 수업을 진행하니 그날 하루를 온

전히 공부하는 데에 쏟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 남은 삶의 가

장 젊은 날에 원하는 것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섭(기술경영공학과 22)

A.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래융합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신입생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고민했던 것보다 더 나은 행복한 학교생활과 그 외에 얻

어 가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운(농생명ICT학과 22)

A.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전한 이상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젊을 때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

감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잘 버티셨으

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힘든 일은 모두 끝나고 성

장해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이

행운을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꼭 끌어안아 전주대 미래융합대

학 학생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김현미, 박정연(문화콘텐츠학과 20)

A.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이 가진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재능을 아낌없이 펼치셨으면 합니

다. 열정은 나이를 그저 숫자에 불과하게 만듭니다. 미융대에

서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뻔한 삶에서 벗어나 Fun한 삶을 살

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미경(창업경영금융학과 20)

한편, 미래융합대학에서 12월 29일(목)부터 1월 2일(월)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

교 입학 홈페이지(iphak.jj.ac.kr), 유웨이어플라이(uwayap-

pl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촬영: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 김정섭(기술경영공학과22) ▲ 유미경(창업경영금융학과 20) ▲ 정승운(농생명ICT학과 22) ▲ 김현미(문화콘텐츠학과 20) ▲ 박정연(문화콘텐츠학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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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대운동장에서 대축제 ‘MABLE’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대규모의 축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그에 따라 개최 전부터 재학생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신문

사에서는 대축제의 현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보았다. 

‘21일    대축제 1일 차’

이환 총학생회장의 개회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환 총학생회장

은 재학생과 지역주민, 학생처장, 총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대축제

의 개회를 선언했다. 소통을 중요시한 ABLE총학생회(이하 ‘총학생

회’)는 에브리타임을 통해 재학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했고 학우들

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며 믿음직한 학생회로 발전했다. 이어 박

진배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박진배 총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어 오

늘에 다다른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들의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안전을 강조하며 대축제를 즐

겨달라고 당부하며 축사를 마쳤다. 

축제 현장으로 사용한 대운동장에는 20개의 푸드트럭과 다양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역혁신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부스가 있었다. 총학생회가 준비한 ‘어벤져스 vs 빌런 게임부스’

에는 12개의 게임이 준비돼 있었고 축제 중간마다 지루하지 않게 추

첨권을 응모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었다.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형 캐릭터와 포토존이 있었고, 취식 및 주류 음용 구역을 따로

배치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0시부터 22시까지 우리 대학의 슈퍼스타를 가려내는 슈퍼스타

ABLE의 예선이 있었다. 예선전에는 12팀이 참가했고 다양한 끼와 매

력을 발산하며 축제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다. 

22시부터는 초청 가수 ‘BIG Naughty(서동현)’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BIG Naughty는 대축제 첫날을 축하하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에 걸맞은 학우들의 호응으로 첫날의 대축제는 성황리에 마쳤다.

‘22일    대축제 2일 차’

2일 차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중동연’)가 주관했다. 저녁 시간

에 비가 내렸다. 하지만 비가 와도 일정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예고를 한 총학생회는 우비를 입고 진행했다. 부스는 전날과 동일했

고, 중앙동아리 홍보부스가 추가됐다. 각 동아리 홍보와 게임 및 체험

부스, 플리마켓 등을 진행했다. 

19시부터 22시에는 동아리 공연과 개인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동아

리는 맨인블랙, 노래방, 쉼표, 파랑새, UCDC 총 5개 팀이 참가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돼 있었으며 전날의 뜨거운 반응을 성공

적으로 이어 갔다. 개인 장기자랑에는 우리 대학의 숨은 인재들이 나

타나 자신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뽐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중

동연에서는 우산을 접은 채 진행하기로 했다. 

22시부터는 초청 가수 ‘로이킴’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궂은 날씨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었지만, 중동연와 경찰의 질

서 있는 통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3일    대축제 3일 차’

3일 차에는 대학신문사와 교육방송국, KB라이프파트너, 대외협력홍

보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부스가 추가되어 학생을 위해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스 이용자들에게는 기념품과 간식을 제공

했다. 

20시와 22시에는 ‘어벤져스 vs 빌런’이 진행됐다. 대축제‘MABLE’에

걸맞은 콘셉트의 행사였다. 대축제에 입장하면 받는 카드로 팀이 나

뉘어 무대에 올라가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이기면 상품을 받았다.

그러나 이 행사는 긍·부정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축제를 재밌게 즐긴

학우들이 있지만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은 소음이 너무 심하

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환 총학생회장은 소리를 줄여 대축제

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며 대축제 기간에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

다.

21시에는 주호, 탑현, 닐로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

겼다. 5일 중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축제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

았다.

(기사 7면으로 이어짐)

▲ 이환 총학생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서동현이 대운동장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 취식 구역이 학생들도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다.

▲ 로이킴이 대운동장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 중앙동아리연합회가 부스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 탑현이 대운동장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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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축제 4일 차’

축제 4일 차에는 3일차와 마찬가지로 대학신문사와 교육방송국, 대

학일자리플러스센터, KB라이프 파트너스, 창업지원단, 대외협력홍보

실 부스가 운영됐다. 대학신문사는 넌센스, 학교, 신문사 등에 대한 퀴

즈를 다양하게 준비해 난이도에 따라 퀴즈를 맞히는 사람에게 상품

을 차등 지급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추억의 간식을 나눠줬다. 교

육방송국은 문장 빨리 읽기, 한숨 챌린지 게임을 준비하여 각 게임별

1등에게 상품을 지급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추억의 간식을

나눠줬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맞춤 설명해주고, 상담받은 재학생에게 알

로에 볼펜을 지급했다. KB라이프 파트너스는 최근 청년들이 겪는 보

험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에 대해 설명받는 것에 동의한 학우에게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지

급했다. 창업지원단은 교내에서 지원하는 창업 마일리지 제도를 설명

한 뒤 인물 맞추기 게임을 성공한 사람에게 제비뽑기 상품을 지급했

다. 대외협력홍보실은 홍보대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지원절차

및 장점을 설명해줬다. 그 밖에도 우리 대학 인스타그램을 태그해 마

스코트 사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전주대 마스코트가 그려진 볼

펜을 지급했다.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어벤져스 vs 빌런’ 게임 부스

도 큰 인기를 얻었다. 어벤져스 vs 빌런 게임에는 완다, 호크아이, 그

루트,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타노스 게임 등 많은 게임이 준

비되어 있었다. 준비된 게임 부스 이외에도 이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

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포토존도 큰 관심을 받았다. 

축제 4일 차에는 2022년 11월 20일에 개막된 카타르 월드컵 예선 대

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를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우루과이전 단체응원의 해설위원은 총학생

회장 이환이 맡았으며 캐스터 김건우, 박수호가 함께 했다. 경기 시작

전과 후반 시작 전, 경기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 삼성갤럭시워치5, 레

트로 블루투스 스피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아디다스 롱패딩

을 증정했다. 이날 오후 11시30분의 기온은 6도로 평소보다 추웠으

나, 서로의 겉옷과 핫팩을 돌려가며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했다.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에서 제공되는 ‘AI(인공지

능) 승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우루과이 전에서 한국은 승리 11%, 무

승부 19%, 패배 79%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기 양상은 예측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다. 전반전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를 압도하는 모

습을 보여줬고, 후반전 양 팀은 비등비등한 공방 끝에 아쉽게 무승부

로 경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우루과이전에서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

의 경기력으로부터 16강 진출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25일    대축제 5일 차’

축제 5일 차에는 축제 마지막을 장식하듯 일찍부터 재학생뿐만 아니

라 많은 외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부스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했다. 오후 10시에 예정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공연을

보기 위해 오전부터 1열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대

운동장에 들어서면 “학생회에 하고 싶은 말”이란 문구가 있는 큰 도

화지 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 입장하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야간에는 예상대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야간 행사는 오후 8시

ABLE 총학생회의 폐회식으로 시작됐다. ABLE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환)는 “이번 학생회를 맡으면서 학생회 모두가 궁극적으로 목표하

는 것은 본교 학생회도 할 수 있다는 ABLE. 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었으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노력해 이후 당선돼 새롭게 만들어

지는 학생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ABLE 학생회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학생회와 재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한 뒤 폐

회식이 마무리됐다. 이후 본격적인 축제 진행은 MC 김용명과 함께했

다. 오후 8시 30분 슈퍼스타 ABLE 본선이 진행됐다. 슈퍼스타 ABLE

본선에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다섯 팀이 올라왔다. 노래와 춤,

요요 공연을 보여준 학우 중 문자 투표 결과 노래를 부른 3개 팀이 각

각 1, 2, 3등을 차지했다. 오후 9시 30분 총학생회 토크가 진행됐다.

오전부터 대운동장 입구에 있던 도화지 판에 붙여진 포스트잇 내용

을 MC 김용명과 이환 총학생회장이 읽어줬다. 포스트잇에는 “MC 김

용명 잘생겼다”, “불러주면 무대에서 전주대 3행시 해줄게요”, “이번

학생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글과 따뜻한

한마디로 가득했다. 오후 22시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

는 프로미스나인의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프로미스나인의 등장으로

함성이 크게 울렸다. 행사 진행자가 축제 진행 중간마다 안전에 대해

계속 언급했으며, ABLE 총학생회 적절한 안전 통제를 통해 학우들이

안전하게 프로미스나인 축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프로미스나인은

Stay This Way, Feel Good, We Go 총 3곡을 공연한 뒤 퇴장했다. 이

것으로써 5일간의 MABLE 대축제가 끝이 났다.

대학신문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의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부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학생회

대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하였다. ‘쉬운 퀴즈로 다

들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학번이라 축제를 제대로 못

즐겼는데 5일 동안 해서 너무 재밌어요!’라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부분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불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보통을 답변한 소수의 학생은

‘모아야 할 스톤 수가 너무 많다’, ‘코인 좀 비싼 것 같다’라는 등의 이

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사: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디자인: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운동장을 꽉 채운 모습이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총학생회 대축제 만족도 조사

▲ 조사주관: 대학신문사 / 조사대상: 재학생 / 
제작: 박헌빈 기자

71.4%

25%

3.6%

▲ 프로미스나인이 축제 청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 총학생회의 마지막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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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후보 공약

▲ 배지훈(정)  김주형(부)

총학생회 기호 1번 SIGNAL

공약

1. 함성의 SIGNAL (전북권 대학과 축구 교류전 진행

/ 단체 관람 및 응원전 진행)

2. 소통의 SIGNAL (소통부스 설치 / 교내 문제점, 학우들의 고민 해결)

3. 변화의 SIGNAL (학생회 회의 참여 / 학생회 회의록 공개)

4. 도움의 SIGNAL (시험기간 지원)

5. 너의 SIGNAL (공모전 기획)

▲ 이석호(정)  이현서(부)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3번 YUEIL

공약

1. 다시 돌아온 전전제 !!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와 연합축제 

및 e스포츠대회 실시)

2. 슬기로운 동아리생활 (신입생 동반 연합동아리 LT)

3. 응답하라 2019 (홍보박람회 개선 / 축제형식으로 개편)

4. 동아리 플레이 리스트 (동아리 홍보영상 제작)

5. 학칙 개정 TF팀 운영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세칙 개정)

기사: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 후보자를 미등록한 단과대학은 내년에 보궐선거를 진행합니다.

후보자 미등록

사 회 과 학 대 학 의 과 학 대 학

공 과 대 학 미 래 융 합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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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기호 1번 SIGNAL

▲ 최유정(정)  송사라(부) 

1. 대신 우먼 (통학 및 택배 수령 도움)

2. 인문대학 MVP 제도 (단과대학 자체 장학금 포인트)

3. 인문카페 (카페 개설)

4. GIVE IN 인문 (책, 옷, 신발 등 나눔의 장)

5. 인문대 TRAVELE (여행비용 지원)

공약

문화융합대학 기호 1번 SIGNAL

▲ 이경혜(정)  조수진(부)

1. SIGNAL 연합MT (단과대학 연합 MT 진행)

2. 문화융합대학 제휴 (제휴업체 협약)

3. 환상의 나라, 문융랜드 (단과대학 축제 개최)

4. 어느 새부터 문융은 다 고쳐 (단과대학 내·외부시설 문제점 파악 및 개선)

5. 문융, 문융, 응답바람 (소통 확대)

공약

문화융합대학 기호 2번 PAGE

▲ 국단오(정)  최화영(부)

1. 문융 RE:PAGE 
(단과대학 내 시설 재정비 / 멀티 자판기 설치 / 자유게시판 구비)

2. 부서 신설 (참여소통부서 및 재정감사부서 신설)
3. 청춘 페스티벌 (소리연 호수와 예술관 일대 봄축제 개최)
4. 문융 Log (단과대학 유튜브 채널 개설 / 단과대학 홍보 및 궁금증 해결)
5. 소통의 PAG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에브리타임, SNS 활성화)

공약

문화관광대학 기호 1번 SIGNAL

▲ 유승현(정)  정민경(부)

1. 봄, 사랑, 개강하고 : 봄 피크닉 (봄 피크닉 개강 이벤트 진행)
2. 새콤하게 “문” 달콤하게 “광” : 문광 PX 오픈 (매점 운영)
3. 추워? 추억으로 녹여줄게 : Let eat go! 겨울 힐링 프로그램 

(겨울 힐링 프로그램 진행)
4. 자격증 응시료 지원 : SHOW ME THE 자격증 (자격증 응시료 지원)
5.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새로운 인연 Meeting Trip : 

연합MT (단과대학 연합MT 진행)

공약

사범대학 기호 1번 SIGNAL

▲ 이혜인(정)  송민영(부)

1. 무엇이든 물어보살 (트랙 및 교직, 복수 전공 정보 제공)

2. 너의 목소리가 들려 (분기별 간담회 진행)

3. LICENSE DREAM (진리관 내 자격증 공부 공간 개설)

4. 진리의 요술램프 (중고 책방 운영)

5. 식사는 잡쉈어? (우유 급식)

공약

경영대학 기호 1번 SIGNAL

▲ 이민형(정)  박상은(부)

1. 경영대 문화의 날

2. 순영관 등록비 지원

3.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주 체험

4. 자격증 응시료 지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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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

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한다. 모

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

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는 것이다. 예수

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신다. 그분께서 몸을

굽히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진다. 세상의 모

든 소리를 빨아들인 고요이다. 그 고요함이 너무 압

도적이어서 그분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멈추어 버린다(요 8:3~6).

▼ 사람들 앞에 서있는 여인, 손에 돌을 들고 있는 학

자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호기심에 가득 찬 군

중들, 그렇게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추며 사위는 고

요에 빠진다. 이런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말하기 좋

아하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줄곧 물어댄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말씀하신다. "너희 중

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신다. 그들은 예수

님 말씀에 모두 할 말을 잃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

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 그들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흐르는 곳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는다. 예

수께서 여인에게 물으신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 8:10). 여

자가 대답한다. "주여 없나이다". 사람들의 모든 소

리가 사라진 곳, 고요함 속에서 여인은 온전한 회복,

구원을 체험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

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8:11).

▼ 너무나 참담하고 아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무

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당사자들은 모든 책임을

타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오히려 자기

목소리만 높인다. 그래서 그런지 고요함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다. 이 어

둠을 거두어내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사람

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고요함 속으로 우리를 부

르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

이태원 참사를 위한 기도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계절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느낍

니다.

새순으로 움트고 파릇파릇 자라나며 뜨겁고 푸르게 생동하고 온

갖 역경과 고난을 거쳐 열매를 맺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

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

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

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유가족들과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필요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의 죽음

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을

깊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

하셨으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기에 아

비규환에서 돌아온 생존자와 그들을 구조하던 이들의 트라우마

를 그 누구보다 잘 보살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과부에게 아

들을 돌려주셨기에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청원을 그 누구보다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참사 앞에서 누군가는 추모하고 애도하며 또 다른 누군

가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남에

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마 7:12)'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참사 앞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희

생양을 찾고 책임을 추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눅 17:3)'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안전사회를 만들기를 다짐했으나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곳곳에

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땅 전체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

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

다.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국가와 사회 전반이 안전과

관련되어 한 단계 도약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평화

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박기모 교수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지난 10월 24일,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를 진행하였다. ‘순례

자의 길을 찾아 함께’는 자전거를 통해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정신과 사랑을

일깨우고 신입생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일깨

워주는 프로젝트다. 2022-2학기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시즌2>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도착지인 신안까지 자전거로만 진행하였다. 

이번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에 참여한 선교

지원실 조경석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께’가
시즌2를 맞이했습니다. 시즌1과 새롭게 달라
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즌2를 맞이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A. 시즌2도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감사합니다. 시즌1과 비

교를 하였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전라도에 존재

하는 선교유적지 및 선교사역의 모든 것들을 느

끼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달라진 부분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사역

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Q. 이전 프로젝트인 ‘코로나를 뚫고 달리는
사랑의 싸이클’부터 ‘순례자의 길을 찾아 함
께’까지 모두 자전거로만 이동하는 프로젝트
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텐데 이
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
요?

A. 코로나 기간 가장 가까운 군산을 우연치 않게

자전거를 타고 성품채플 수업을 듣는 학생을 만

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기뻐

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찾아가야겠다”에서 “자전거

를 탐으로 학생을 만나러 가는게 괜찮은 것 같

다!”해서 자전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4박 5일 동안 전주에서 신안까지 정말 고
된 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힘듦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A. 자전거를 탐으로 인하여 많은 체력적으로 힘

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지만. 거

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힘들고 어

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그리스도가 우리를 죽

기까지 사랑했던 모습처럼 우리 팀도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을 해야 한다. 라는 마음과 지역교회 목사

님, 사모님,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후원을 통

하여서, 동기부여 및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나는 학생들의 모습에 행복과 기쁨을 보면서

회복이 되고 다시 또 갈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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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

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해주셨

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신입생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분

들이 계시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응원

해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잘 받으셔

서 소중하게 그 사랑을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되

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원실 최은혜

(greacechoi@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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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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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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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사람이 가지면 누구라

도 자신을 신으로 여깁니다. 노골적인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마치 신처럼 자신의 논리와 기호와 유익

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타인 위

에 군림하고 약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 바꾸고

선도 바꾸고 질서도 바꿉니다. 만약 참된 사실이 자

신들의 이득과 대치되면 그 사실의 조작과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조작과 왜곡에 시비를 거는 자

들이나 판단할 때에 개입할지 모르는 보다 합리적

인 기준이 발견되면 이물질로 여깁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기준의 소유자를 발견하면 제거해야 할

정적의 일순위로 찍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전략상 자신들의 판

단을 꾸미는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신이라도 자신에게 까부는

존재로 여기며 교묘하고 야멸차게 버립니다. 인간

사회에서 선악을 결정하는 권력의 소유자가 타락

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맹목적인 이유는 본래 권

력을 다룰 자질과 자격이 없는데도 스스로 취하였

기 때문에 초래된 벌입니다. 신만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적인 부패에 이

릅니다. 그나마 견제하는 장치가 있을 때에는 부패

에도 억제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부패를 방지할 견

제 세력들을 존중하며 공존해야 하는데, 그들을 하

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자해하고 자멸하는 것

입니다. 부패와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는 짓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국가든, 어떠한 공동체

든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무리에 가담하지 마

십시오. 같이 망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와 목

사와 교사가 동역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건강

한 것입니다. 집사의 권세, 목사의 권세, 장로의 권

세, 교사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위로부터 주

어진 고유한 것입니다. 서로의 권세를 존중하며 공

존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고기 공동체를 실험한 결과 전체의 15%는 다른

물고기를 괴롭히는 악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15%를 제거하면 85%의 착한 물고기만 남아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15%의 악

한 물고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

히고 피해를 끼치고 모멸감을 주는 원수가 있더라

도 그와의 공존이 부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다른

원수의 출현을 억제하는 희한하게 긍정적인 순기

능도 있습니다. 

행정부에 주어진 권세, 입법부에 주어진 권세, 사법

부에 주어진 권세, 가정에 주어진 권세, 여당과 야

당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시해도 되는, 강압적인 방

법으로 억누르는 인위적인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

다.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사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

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다

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함에 있

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권위와 권세를 그분에게 돌

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으로 한반도에 희망

의 빛 한 줄기라도 보태는 분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전주대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 암담한

현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

니다. 

존중과 공존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전에 터키에서 배로 그리스를 가면서 지중해의

느낌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겪은

상황을 말하고자 한다. 필자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

은 성지순례에 대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

나 그곳으로 가면서 체험한 갖가지 상황들도 중요

하다. 왜냐면 가이드 있는 여행이라면 깃발만 따라

다니면 되지만, 대학생이 되어 배낭여행 또는 테마

여행 등 혼자 어려움을 헤치고 다녀야 하기에 다른

여행자의 경험을 참조하면 보다 효율적인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오래전 자전거로 스페인 여행을 끝내고

스페인 국경을 넘으려 할 때 염려가 앞섰다. 왜냐

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국경’에 대한 개념이 어떨

지 모르겠지만, 나이들은 사람은 국경 하면 38선을

떠올리게 된다. 분단국가라는 환경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국

경을 넘게 되면 검문소가 있을 텐데, 그것도 밤중에

검문을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더욱 마음은 심란

하였다. 그래서 스페인 마지막 기차역 이룬(Irun)

역 처마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미국 대

학생들을 만났다. 얘기를 해보니 걔네들도 나와 같

은 코스였다. 그래서 국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했더니 택시를 불렀단다. 이런 참! 그래서 내 걱정

을 말했더니, 그 대학생들 중의 하나가 하는 말

“Travel is Adventure, Is n’t it?” 라고 한다. 어차

피 여행은 모험인데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라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무서무서 하다가 젊은이들

에게 한 방 맞은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자면

그 젊은이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다.

그 이후로 모험하는 각오로 여행하는 습관이 몸

에 배게 되었다.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를 배로 가

기로 나승균 장로와 합의(?)를 보고 터키 에베소의

쿠사다시 항에서 배를 탔다. 그러나 항로가 좀 복잡

했다. 터키 쿠사다시 항에서 그리스행 배표를 끊으

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직항이 없고

우선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사모스섬으로 가서 다시

표를 사야 했다. 사모스섬은 터키에서 한 시간 거리

인데, 터키가 아니다. 반면 사모스에서 그리스까지

는 거의 한나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모스가 그

리스령이다. 우리는 보통 거리로 따져서 가까우면

우리 땅 멀면 남의 땅으로 알고 있잖는가?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치밀

하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노

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독도가 우리 땅에

서 거리상 가까우니 우리 것이다 라는 안일한 논리

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사모스 항에서 승선하니, 배

는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헤치며 나간다. 망망대해

지만 간간이 지나치는 섬들로 인해 지루함은 없다.

그리스까지 절반쯤 왔나 했을 때 해가 일몰을 앞두

고 있다. 그래서 다음 정박지인 미코노스섬에 내리

기로 했다. 어두운 항구에 내리니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숙소 예약이 안 된 상태

라 당황스럽다. 

그래서 우선 불빛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옆

에 앉은 사람과 말을 나누다 보니 그는 주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의 모텔

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괜찮겠냐

고 한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지라 그곳에

묵기로 하고 언덕 위의 그의 모텔로 들어가 배낭을

풀었다. 역시 여행은 모험이다.

그리스 가는 여정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51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 에게해에 떠 있는 섬의 경치

진리의 샘

▲ 우리에게 친절했던 사모스 섬의 레스토랑  ▲ 에게해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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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경찰의 노력 ‘경찰국 신설 반대운동’

지난 2022년 7월 23일 14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

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민주시민과 국민의 경찰은 정부의 행정안전

부(이하‘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회의를 마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단 1명도 없었다”라며 경찰국 신설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 이후 직위해제 처분

을 받았으며,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 단체행동은 12ㆍ12 군부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

다”라고 반박했으며,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청장 윤희근에 대해선 “이

중인격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경찰

국 신설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부를 보고 세간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검수완박’)로 인해 경찰

에 힘이 집중되자 ‘경찰 길들이기’, ‘경찰 기강 잡기’를 시작했다는 의견도 나

오고 있다. 

경찰국이란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고위 경찰공

무원(총경 이상)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휘 및 감찰ㆍ징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이 행안부(당시 내무부)에 소속되는 것은 1991년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이

후 31년 만이다. 경찰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던 시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

태우 정권까지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경찰은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위

한 도구로 사용됐다.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

해 대통령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랐으며, 실적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목소리

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주주의가 들어서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무너지려는 순간 노태우 정권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1991

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소속이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이라는 독립관청(외

청)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입법으로 인해 행안부 소속 경찰

국은 2022년 8월 2일 설립됐고, ‘역사적 퇴행’,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우

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

한 입법은 국민 일상과 무관하며, 국민 권리ㆍ의무와 관련 없으므로 입법 예

고기간을 4일로 축소했다. 언론에서 “경찰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자 행안부는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련

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하는 경찰

관들에게 무분별한 감찰과 징계한 사건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현장 경찰관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비판받고 있다.

2022년 7월 29일 한국갤럽(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1,000

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

장 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경찰국 신설은 경찰 통제 목적

이며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51%이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의견이 59%이다. 

최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검수완박, 경찰국 설치 등 수많은 변화

를 겪고 있다. 어느 집단은 자신의 세력에 경찰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

록 사회를 어수선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어떤 환경

이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선

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해야 한다. 

최건 기자
(chlrjssm63@jj.ac.kr)

기자칼럼

▲한국갤럽 경찰국 신설 및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여론조사 결과(제작: 최건 기자)

독립 없는 독립기구

며칠 뒤에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선

거와 감사 등 학생자치기구와 관련된 굵직한 일이 몰려있다. 거기다 학생자

치기구들이 약속한 공약도 다음 달까지 이행해야 한다. 선거와 감사, 행사, 공

약 등 할 일이 많은 학생자치기구장들은 각종 위원회의 겸직도 맡는다. 이렇

다 보니 바쁜 연말에 위원회 일까지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자치활동

의 중축을 맡는 선거와 감사에 학생자치기구장들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치

활동의 중립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먼저 선거 업무를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살펴보자. 독립

기구 중 하나인 중선위는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 업무를 담당한다. 전주대학교 선거시행세

칙(이하 ‘선거세칙’) 제8조(지위와 역할)에서는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집행 및 조정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선거에서 중선위가 강력한 권한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10조(구성)를 보면 ‘중선위 4인은 올해 중운위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라고 적혀있다. 중운위는 당해 학생자치기구장

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내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관리·감독을 학생자치기구

장이 맡는 것이다. 제4조(선거 관리)에 따라 선거의 공영(公營)을 위해 관리

공영제(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

를 시행하면서 학생자치기구장이 맡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선위

는 1명의 민간위원을 뽑는데 이마저도 학생자치기구장들로 이루어진 중선위

원이 모집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감사 업무를 맡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를 살펴보자. 감사

위는 중선위와 같은 독립기구다. 감사위는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학생자치기

구의 경영상태와 사무처리 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자

치기구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산 사용 명세를 꼼꼼히 검사하는 일을

하기에 중선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도 학생자치기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감사위의 위원장은 중운

위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9명 이내의 감사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해 중운위의

제청으로 임명된다.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위원의 임명을 중운위에서 한다는

것이 학우들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난 1학기 중간감사 때는 위

원장을 포함한 위원 모두가 특정 단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감사위는 중선위와 다르게 위원의 단과대학 중복 제

한이 없어 제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봐도 중선위와 감사위 운영에 제도적인 허점이 많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위원 선출에서 안전장치 없이 현직 학생자

치기구장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장들이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애초에 관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중선위와 감사위 모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고 비(非) 학

생회 학우들로만 구성하도록 해야 공정한 독립기구가 될 것이다.

손민기 기자
(minki70064@jj.ac.kr)

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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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우리 대학 대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

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다. 따라서 개최 전부터 교

내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으로는 10·29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던 터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대축제는 재학생으로부터나 교내 구성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총학생

회와 지원 책임을 맡은 학생취업처는 물론이고, 행

사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교내

각급 자치 기구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응

원의 목소리를 전한다.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불리는 만큼 교육과

연구는 대학다움의 기본 요건이 된다. ‘학문’의 범위

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불합리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등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학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 주는 요

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중앙동아리연합회, 학군단 등 학생 자치 기구가 주

도하고 합심하여 치러낸 이번 대축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자치 활동은 대학생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이

다. 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조직을 운영하고 민

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

다. 그래서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 경험이 있어

야만 대학을 비롯한 소속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

소리를 내거나 상반되는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학생 자치 활동

에 있어 방관자가 되기보다는 참여자가 되는 편이

낫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표적인 학생 자치 기구

는 학생회이다.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단과대 학생회

와 학과 학생회에서는 소속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수

업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차별 철폐, 복지 증진,

수업권 확대 등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런 목소

리가 모일 때 불편이 줄어들고 대학 생활의 즐거움

이 늘어날 것이다. 

2023학년도에 재학생들을 대표할 학생회 선거가 한

창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는 선거 유세 기간이고, 다

음 주에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를 응원한다. 대학생 자치 활동

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선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투표권

을 가진 재학생들 역시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 투표율이 높아야만 대표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대학생 자치 활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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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고전문학 교육의 미래,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얼마 안 가 없어질 것이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COVID-19의 흐름을 타고 일시적으로 유행

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미 시작된 미래다.

흔히 가상세계 혹은 가상현실로 이야기되는

메타버스는 단순 기술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

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우리는 그곳

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메타버스는 고전

문학 교육의 혁신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은 메타버스의 양극단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전문학에는 실재와 허구가 동시에 존재한

다는 점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중첩이라는 메

타버스의 속성이 공유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

쩌면 고전문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학습

할 방법이 메타버스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

다. 

무엇보다 메타버스를 통한 고전문학 교육에

서 학생들은 문학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종

래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고전문학 교

육이 메타버스에서는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홍길동전>의 율도국이

나 <구지가(龜旨歌)>의 연행 공간을 메타버

스에 구현하는 콘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겠

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직접 홍길동이 되어

보거나 가락국의 건국신화를 재창작하는 당

사자가 된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내 삶과 무

관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고전문학의 생성 맥

락, 관련 유적, 사물, 영상, 텍스트, 음악 정보

등을 한 번에 결합할 수 있는 메타버스야말로

그 교육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의 “불쾌한 골짜기”를

넘고 있다. 학생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일일신

(日日新)하며 교육계는 그러한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해야만 한다. 이미 여기에 와 있는 메

타버스는 우리가 고전문학과 관계 맺는 주요

지표가 되리라 본다. 이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고전 콘텐츠가 개발되어 보다 미래에

있는 교육이 제공·활용되기를 바란다. 

유정란 교수
(국어교육과)

교수칼럼

빅데이터와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COVID-19로 인한 비

대면 문화의 확산은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

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사

람들은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줌

(ZOOM) 등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만

나고 소통하는데 익숙해졌다. 온라인 활동은

일상생활의 발자취처럼 흔적(정보)을 남긴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사람들의 발자취(정

보)를 수집해서 경제적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렇다

면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될까?

우선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보험회사가 소

비자의 수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의 주요 소비층인 2030

세대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자산형성의

어려움, 저출산과 결혼 기피 등의 환경적 요

인에 따라 타 세대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는 이들을 겨냥한 온디맨드(On-Demand) 보

험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과거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정하고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발생

한 사고를 담보했다. 이는 산책을 가지 않는

시간도 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

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산책할 때만 앱을

켜면 산책 횟수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

을 개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주행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총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납입하

는 상품이 개발됐으며 이륜차배달업에 종사

하는 경우 쉬는 날을 제외하고 배달 시간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보험료만 납입하는 상품

이 개발됐다. 이는 모두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고객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보험소비자가 부담하는 보

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소비자가 납입

하는 보험료는 자신이 속한 위험단체의 위험

도와 개인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결정한다. 하

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소

비자의 연령과 성별 등 제한적인 데이터만으

로 보험료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요율을

산정하게 된다면 과거 행태를 기준으로 미래

행태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요율 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입자의

음주량, 취미, 운동량 등을 통해 다른 가입자

와 비교 후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보

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구체적인 보

험료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저위험군에는 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위험군에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양질의 소비자와 보험회

사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보험은 위험에 처한 경제주체에 약속한 보상

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상의 위험을 경감시키

거나 제거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제 제도이다. 빅데이터를 포함

한 기술의 발전은 향후 보험의 건전한 경영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석 교수
(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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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is accepting new

students from December 29th (Thu) to January 2nd

(Mon).

The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supports adult

learners who have left their studie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ey can achieve a degree and con-

tinue career development while working and studying

at the same time. Students can take online classes

during the weekdays, and face-to-face lectures are

held every Saturday. 

In addition, students can graduate with fewer credits

than other departments, at 120 credits. An admission

scholarship of 700,000 won will be provided to all

freshmen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tuition and

lower the entry barrier for prospective applicants.

Even if an applicant has switched jobs several times,

as of the date of admission, if the total tenure of em-

ployment is more than 3 years, he or she is eligible to

apply without any problems. The submission of a ca-

reer certificate or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is

mandatory.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For ad-

mission to the meister track, applicants must have: 1)

graduated from specialized or meister high schools;

and 2) worked in an industry for more than three

years (based on the date of admission). For admission

to the adult-learner track, applicants must be: 1)

graduates of high school or higher, or those who have

equivalent or higher academic abilities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2) over 30 years of age

as of the date of admission.

The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is ideal for those

who are nervous about resuming their studies. For

more information on applying for admission, visit the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website (iphak.jj.ac.kr)

and uwayapply (uwayapply.com).

‘Acquire a Degree while Working!’ 
Recruitment of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Freshmen

‘Acquire a Degree while Working!’ 
Recruitment of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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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10th, JJU lost 1-3 to Gimcheon University

(hereinafter 'GU') in the semifinals of the University

Soccer U-League held at the JJU ground. 

Early in the game, JJU had many chances with quick

attack development, but GU counterattacked and

scored in the first half's 11 minutes. GU, who main-

tained a good mood, continued to press. JJU tried to

change the atmosphere with substitutions, but GU

scored again through a speedy attack. In the first

half's 39 minutes, GU's free kick took a deflection off

defense, and the ball landed in front of Park Jeong-

woo (GU), scoring the team's third goal. In the first

half, even though JJU took more shots (7-5) than GU,

it fell behind in shots on target (2-4), revealing fin-

ishing problems.

In the second half, substitute Lee Joon-yeong (JJU)

tried to get into the opposition area, tripped over the

defender, and got a penalty. Yoo Ye-chan (JJU) calmly

scored the penalty. After that, GU dropped the line and

took a defensive position. JJU kept trying, but the

match was over.

Meanwhile, the University Soccer U-League, which

debuted this year, was divided into first and second

divisions, with its own promotion and relegation sys-

tem.

The league allocation standard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hree-year record from 2019 to 2021. A total of

36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e U-League 1st Di-

vision, and a total of 52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e

2nd Division, totaling 88 schools this season.

In the Best of the Best, only four teams that won the

championship in each region can advance. This year,

JJU defeated Hannam University in the 1st Division,

Region 3, and won the championship, advancing to the

Best of the Best following last year.

U-League Semi-Finals, Unfortunate DefeatU-League Semi-Finals, Unfortunate Defeat
reporter Song Min-ho(immi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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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16th (Wed) around 2:00 PM, a false post claim-

ing that a bomb had been planted was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of Everytime.

The contents of the post were "I set the timer to go

off at 2:30”, "Explosives went off”, "A person died in

the bathroom” and "If you don’t want to get hurt, don’t

go to the student council room.”

Among the comments written by the perpetrator on a

bulletin board and posted as false facts, a comment

was posted saying, "It was not a real bomb; it was a

bomb in my heart.”

The police, who were dispatched after receiving a re-

port from students who saw the post, urgently evac-

uated all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inside the

building. After that, the police controlled access to the

Peace Hall for more than three hours, starting around

3 p.m.

During the control period, police special forces, 119

paramedics, an Army explosive ordnance disposal

team (EOD), and mine detection military dogs were

sent in to searc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uild-

ing, but no explosives were found. In response, the

police, firefighters, and soldiers stopped searching for

the Peace Hall and concluded that the post was false.

The police tracked the Internet Protocol (IP) and

phone number locations of the false post and arrested

the 20-year-old student culprit at around 8:50 p.m.

on the same day.

The police said, "We have confirmed that the post is

false", and "after investigating the criminal’s motive,

etc, we plan to review the application for an arrest

warrant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President Park Jin-bae said "Thank you to the police,

fire department, and military who responded quickly

and thoroughly, as well as to the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the head of the Student Em-

ployment Office, who worked hard on site manage-

ment. We will us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make our university safer."

Everytime False Postings that Threw the Entire Campus into ChaosEverytime False Postings that Threw the Entire Campus into Chaos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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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ính sách khuyến khích định cư “visa khu vực đặc biệt”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uyển du học sinh ngoại Quốc ưu tú.

Từ ngày 14 đến ngày 18 tháng 11, tỉnh
Jeonlabuk-do thí điểm dự án tuyển dụng
nhân sự nước ngoài đối với visa dành cho
'khu vực đặc biệt'.

Visa khu vực đặc biệt là một chính sách
visa đặc biệt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ở
khu vực của chúng ta. Với mực đích,
khuyến khích việc định cư và thúc đẩy
hoạt động kinh tế trong khu vực, đồng
thời phát triển cân bằng kinh tế quốc gia.

Vào tháng 9 năm nay, tỉnh Jeollabuk-do
đã được chọn là nơi để thực hiện thí điểm
dự án này của Bộ Tư pháp.

Ngoài ra, đối tượng tuyển chọn là những
người đáp ứng các yêu cầu cơ bản của Bộ
Tư pháp như thu nhập, học lực, năng lực
tiếng Hàn, vv

Ở các khu vực suy giảm dân số (Kimje,
Namwon, Jeongeup) sinh viên quốc tế
có thể xin visa cư trú (F-2-R) với điều kiện
phải cư trú và xin việc bắt buộc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Trong số 200 người được tuyển chọn ở

tỉnh Jeollabuk-do thì sẽ được phân bổ
như sau: 100 người ở Kimje, 50 người ở
Namwon và 50 người ở Jeongeup. Vào
lúc 4 giờ chiều ngày 16 vừa qua, tại hội
trường Superstar, tầng 3 của Hội quán
Sinh viên, chúng tôi đã tổ chức một buổi
thuyết trình với các bạn là sinh viên nước
ngoài tốt nghiệp (dự kiến) để hướng dẫn
các hạng mục chuẩn bị và thủ tục tuyển
dụng. 

Quy trình thủ tục sẽ như sau: sinh viên
quốc tế đủ điều kiện sau khi nộp đơn xin
việc cho công ty và nếu được tuyển dụng
thì các bạn sẽ nhận được giấy giới thiệu
từ trường và tỉnh Jeollabuk-do. Sau đó
các bạn có thể nộp đơn xin thay đổi tư
cách lưu trú tại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Jeonju.

Nội dung chi tiết có thể hỏi tại trung tâm
giao lưu quốc tế.

Chương trình này dự kiến sẽ hỗ trợ nhà
ở, giáo dục tiếng Hàn, học tập dành cho
con cái... để mọi người khô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ịnh cư ban đầu.

Ngoài ra, còn có kế hoạch xúc tiến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hòa nhập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ở khu vực và nơi làm việc.
Vào ngày 16 vừa qua, Viện trưởng Zhu
Hui Qin của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cho biết

rằng: "Với sự nỗ lực và kết quả học tập ở
nước ngoài, không còn gì tốt hơn nếu
như xin được một công việc tốt. Và đối với
các hạng mục cần chuẩn bị,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giúp đỡ các
bạn sinh viên".

全州大学中国留学生召开首届学术论坛会

据全州大学国际交流院消息，11月1日下午

3点在全州大学学生会馆229室举行了全州

大学首届中国留学生博士学术论坛会。此次

论坛会由刘昌亮博士倡导，经全州大学国

际交流院批准，全州大学留学生会协助进

行。参加本次论坛会的有在读于体育学科、

经营学科、艺术心理治疗学科、英语英文学

科、教育学科等学科的20多名博士留学生。

论坛开幕式由本次论坛发起人体育学科博

士生刘昌亮主持，全州大学国际交流院朴

相奎老师、全州大学中国留学生会管宁宁主

席分别发表了热情洋溢的致辞。接下来的学

术主题发表共有四位博士生以中韩学科对

比、毕业论文、研究方法等为主题进行。首先

演讲的是刘昌亮博士。他通过题为《扎根理

论在中·韩体育学科博士学位论文中的规范

性对比研究》，采用内容分析法中的比较分

析情景，以实证的视角对 2006-2021年中韩
两国体育学博士论文中采用扎根理论研究

方法的使用规范做了研究分享。 第二位上台
发表演讲的是来自经营学科的张春雨博士。

张博士以自己的毕业论文《以个人和集体效

能感为中介变量的服务型领导力对下属组

织公民行为和创新工作行为影响研究》和大

家做了分享，详细介绍了论文的核心内容

和研究结论。第三位演讲者是体育心理学科

的王颖博士，王颖博士的题目是《问卷调查

研究中的数据分析思路》，她详细的介绍了

量性研究中常用的问卷调查数据分析，特

别是分析过程的规范及问题处理的实际经

验。第四位上台的是来自艺术心理治疗学科

的张安爽博士。张安爽博士通过自己的博士

论文讲解，从质性研究范式的现象学方法

展开，解释了具有文化适应压力和学业压

力的在韩中国留学生参加即兴演奏活动的

现象学结果。最后中国的王丽萍副教授作为

点评嘉宾，将自己对于四位博士演讲内容

从学术的角度与论坛参会者作了学术分享。

第一届博士学术论坛的圆满结束意味着中

国留学生在全州大学学术交流的启航。我们

期待下一届“全州大学中国留学生博士学术

论坛”更出彩，更高平台，办出更广泛的影

响力！

全州大学中国留学生篮球队获得季军荣誉

11月6日，在又石大学室内体育馆举行

了“全罗北道地区第一届中国留学生篮

球友谊赛”。由全罗北道地区学联和又石

大学孔子学院主办的此次篮球友谊赛的

宗旨在于丰富全罗北道地区中国留学生

的留学生活、增进留学生之间的友谊、增

强全罗北道地区留学生群体之间的凝聚

力。

此次比赛有又石大学、群山大学、全北大

学、全州大学的中国留学生分别组成四

支球队进行角逐。此次比赛秉承了安全

第一、友谊第二、比赛第三的原则。裁判

员也以公正公平的判决保障了比赛的公

正性和趣味性。参赛的球员也发挥体育

精神，全力以赴、公平竞争，他们娴熟

的球技和超群的战术配合赢得了观众们

的热烈喝彩。赛场上交替攀升的比分、观

众助威的呐喊声、场上球员的运球声将

比赛推向了高潮。比赛结果全州大学中

国留学生篮球队获得季军。冠军和亚军

分别由群山大学、又石大学获得。

“全罗北道地区第一届中国留学生篮球

友谊赛”是新冠疫情以来全韩中国学人

学者联谊会首次举办的线下活动。此次

活动得到各大学中国留学生会的大力支

持与参与，也有很多幕后人员的辛勤付

出，使此次活动达到了预期目标，增进

了全罗北道地区中国留学生的友谊及凝

聚力。也展现了全罗北道地区中国留学

生勇于拼搏的青春风采。

○Các doanh nghiệp tuyển dụng người nước ngoài ở khu vực Kimje

STT
Tên

doanh
nghiệp

Địa chỉ Sản phẩm sản
xuất chính

Số
lượng
tuyển

Lương
hàng
năm

(Triệu
won)

Chõ ở Vị trí tuyển Chuyên
ngành Khác

1 ống thoát nước 2 36 Không Sản xuất
ngành khoa học

tự nhiên và kỹ
thuật

2 에이엠특장 백구농공단지
xe liên quan

đến quét dọn
môi trường

2 30 Có hàn xì hàn xìkhông
cần

3 호룡 만경농공단지 xe cẩu hàng 10 34 Có Nghiên cứ phát
triển, lên kế hoạch

ngành
kỹ thuật

4 코어메탈 지평선산업단지 sản phẩm làm
bằng đồng đỏ

5 30 Có Sản xuất Không
cần

5 제이엠 지평선산업단지 luyện kim 5 31 Có sản xuất 〃

6 알룩스 자유무역지역 vành bánh xe
nhôm

5 39 Có rèn, gia công 〃

7 세중산업 지평선산업단지 giấy bìa 9 30 Có sản xuất 〃

8 대승 서흥농공단지 Linh kiện ô tô 15 37 Có sản xuất 〃
Ưu tiên người Ấn

Độ

9 일강 지평선산업단지 Phụ tùng ô tô 15 37 Có sản xuất 〃
Ưu tiên người Ấn

Độ
10 코팅코리아 대동농공단지 Ống dẫn 6 40 Có sản xuất 〃

11 참고을 지평선산업단지
Dầu vừng , các

loại đậu lên
men

12 30 Có sản xuất 〃

12 그린우드 서흥농공단지 Gỗ tổng hợp 2 33 Có sản xuất 〃

13 삼진산업 월촌농공단지 Phụ tùng ô tô 5 38 Có lắp ráp, hàn 〃

14 한우물 개별입지
(용지면)

Cơm rang
đông lạnh

4 30 Có sản xuất 〃

15 가자 백구농공단지 xe kéo cắm trại 3 24 Có lắp ráp, hàn 〃

Tổng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