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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와

두근두근 

REAL INTERVIEW [대학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이정화(19학번), 김신혜(19학번), 김경호(19학번) 

01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이정화(19학번), 김신혜(19학번), 김경호(19학번) 원생

[ 각자의 길에서 더욱 도약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결심 ]

[ 문화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 돋보여 ]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을 통해 각자의 꿈에 한 발짝 전진할 3명의 팔방미인 

이정화(19학번), 김신혜(19학번), 김경호(19학번) 예비 신입원생을 만나봤다. 그들은 걸

어온 길도, 앞으로의 목표도 조금씩 다르지만,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서로가 무

척 닮아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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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출강 중으로 ‘보컬앙

상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음악적인 부분과 함께 심리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서적을 챙겨보며 

배움을 쌓아 음악상담심리지도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이정화 원생 (19학번)

피아노 조율과 영업을 하시는 아버지, 미용사인 어머니

에게 손재주를 물려받아 무대, 소품 만들기 등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평범한 둘째 딸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자

라온 덕에 그간 작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

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김신혜 원생 (19학번)

대구 북성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베이스로 김광석버

스, 대구워터페스티벌, 여행자학과 등을 진행해오고 있

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며 대구를 위한, 대구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중입니다.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김경호 원생 (1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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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정화>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강의를 통해 배움을 습득하고 있지만, 저의 수업에서만

큼은 ‘통합예술’이라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왕래하며 공

부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경희 사이버 대학원을 추천받게 됐습니

다.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학업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타 사이버대학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경희’ 브랜드의 가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체계적인 수업방식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 등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열정 가득한 교수님들의 강의체험을 통해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제 학생들에게도 배움을 공유하고 싶어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김신혜>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학교를 알아보던 중 지인분의 

추천으로 처음 경희사이버대학원을 알게 됐습니다. 예술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기 때

문에 기존의 저와는 다른 시선, 다른 접근방식으로 가르침을 줄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특히 현장과의 연계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을 시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론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리고 경희사이버대학원 교수님들이 제게 부족한 인문학, 사회학적 소양에 도움이 될 분

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호>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던 중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의 커리큘럼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와 너무 잘 맞았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관광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문화

예술경영 분야에 관심이 더 커 대학원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평소 관광학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경희인’이라는 타이틀과 로망도 진학의 이유에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Q. 특별히 ‘문화예술경영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정화> 경희사이버대학원 홈페이지 ‘강의체험’ 메뉴를 통해 문화예술경영전공 수업을 

미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타 사이버대학원과 비교해 보니 수준 높은 강의 내용이 

돋보였고 무엇보다 이론과 현장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수님들의 수업이 이해와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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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수업, 다양한 특강, 글로벌 프로그램, 멘토링 혜택 등도 체계적이라 좋았습니다.  

김신혜> 도시와 일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가진 교수님들, 저와는 다른 길

을 걸어온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우들과 함께 인문학적, 사회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과 실무에서 바로 시도해보고 부딪혀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려는 점에 대해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김경호> 제가 그동안 ‘마을막걸리 만들기’, ‘대구만의 콘텐츠로 시티투어 만들기’, ‘게스

트하우스를 기점으로 대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기획하고 

경험해왔습니다. 현장의 경험은 쌓여가는데 그럴수록 ‘과연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의문이 커졌습니다. 문화에 대한 근원을 공부하면서 현장에서의 내공을 더한다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정화> 문화예술경영전공을 통해 배움의 세계를 넓히고 음악과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출강 중인 학교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예술인의 길을 안내하고 조언해주며 음악의 시대적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신혜>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가 동네 방앗간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곳에 온 모든 이

들이 우연히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누며 기대감을 갖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녀노소 

본인의 생각과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비록 3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동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

을지 ‘도시’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사람들의 필요를 읽어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낸다면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공부하며 제게 필요한 훈련을 하나씩 해나갈 것입니다. 

김경호> 열심히 공부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즐겁고 재미난 일을 만

들어내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순간이 빛이 나고 그런 순

간순간이 쌓여 다양함이라는 자양분을 만들어 즐거움이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Real Interview  |  011

진에어 객실팀에서의 8년,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다.

REAL INTERVIEW [대학원]

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

김원경(18학번)

02

[ 항공사 객실팀 근무하며  서비스업무 전문성 찾아 대학원 진학 ]

[ “항공과 관광은 서로 매칭되는 서비스산업이다” ]

우리 대학 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에 재학 중인 김원경 원생(18학번)은 항공 서비스

인으로 근무하며 서비스 업무의 이론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다. 

학부에서는 체육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 했기에 교육적 차원의 서비스, 마케팅으로 접

근한 서비스를 습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항공사와 관광 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됐다. 관광레저항공MBA를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기르고 관련 지식을 쌓는다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회사생활 중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 생각이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경희사이버대

학원을 선택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항공사 승무원의 불규칙한 생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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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반 대학원을 다니던 동료 승무원들이 학교를 포기했던 바를 많이 봐왔다. 김원경 

원생은 이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최초 사이버대학원생 1호다.”며 중도 포기 하지 

않을 자신감을 보였다. 

우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그에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자신을 관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원이라 해서 인터넷으

로 수업만 듣는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세미나는 일반 대학원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온라인 기기를 통해 수업을 듣고 미

래를 꿈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이버대학원에 진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후배 

승무원에게도 늘 노력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며 학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현재 8년차 진에어(JinAir) 객실팀 부사무장인 그는 대학 시절 우연히 활발히 활동하는 

남성승무원의 세계를 접하고 이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됐다. 체육학을 전공했기에 보

안이나 항공업무에 대한 자신도 있었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졸

▲김원경 원생(왼쪽 첫번째)이 진에어 동료 승무원들과 공항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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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동시에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그는 항공사 업무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원을 했지만, 이 일이 천운인 듯 빨

리 합격해 지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없듯이 

처음에는 잦은 시차 변화에 신체적 적응력이 필요해 힘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다양한 사람을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손

님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며 고객 안전을 위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감

도 늘 지녀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항공사에서 일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꼼꼼히 챙기게되

어 어릴적 덤벙대던 자신을 많이 고치고 차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해외관광의 경우 

항공서비스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비행기 출발부터 무언가 불편을 겪으면 그 여행은 내

내 만족스러울 수 없다. 안전하고 정확한 이착륙을 위해 항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관광산업에서 중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항공산업

은 그렇기에 더욱 중요시해야 서비스 분야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김원경 원생(아랫줄 왼쪽 첫번째)이 동료들과 비행기 객실안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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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일과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이버대의 장점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세미나모임이 비행

시간과 겹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 오프라인 행사를 찾는 

것은 원우들과 만나는 일은 매우 즐거운 기억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직업군의 선배들, 동기 

원우들의 직장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삶의 경험이 되고 활력이 된다. 

김원경 원생은 최근 사내 직원 대상 서비스 강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객실 

승무직도 물론 좋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승무원들에게 서비스를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즐거움도 찾았다.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해외 비행 시 하루정도 타국

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다. 직업 만족도로 따지만 10

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다.”며 깊은 애사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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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학과 

교수로 새 출발

REAL INTERVIEW [대학원]

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

고민환 졸업생

03

[ “대학원에서 쌓은 지식과 항공사에서 실무 경험이 큰 자양분 돼” ]

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를 졸업한 고민환 원생은 카타르항공에서 남승무원으로 근무

하다가 중부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고민환 원생은 현재 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어 인터뷰

와 영어 항공실무 등 영어와 관련된 과목을 맡고 있다. 

고민환 원생은 중부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 전 카타르 항공에서 10여 년 가까이 승무원

으로 근무했다. 좋은 직장이었지만 고민한 원생은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희사이버

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고민한 원생은 “비행을 가면 동료들과 함께 해당 지역 여행을 합

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된 이후에는 다양한 논문을 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

다”라고 전했다. 그는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승무원이 꿈인 지망생들

과 소통하고 있다. ‘미소짓는 승무원’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사 면접에

서 어학연수에 이르기까지 승무원 지망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고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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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은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망생이 가장 힘들

어하는 부분이 ‘미소’이기도 합니다. ‘미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승무원 외에도 서비스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민환 원생이 항공사 업무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주변의 만류도 많았지만, 고민환 원생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카타르 항공을 꿈꾸는 신입 승무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교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이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이라고 생각해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행 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는 사이버대의 장점을 살렸다”고 전했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고민환 원생은 “자기 계발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연구실에도 경희사이버대 대학

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졸업 이후 박사과정 진

학률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민환 원생은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교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라는 이 한마디가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

은 마음이 들 때마다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대학원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재학생과 예비 대학원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고민환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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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REAL INTERVIEW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배지현(18학번)

04

[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

[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최초 한국어박사로 등록되길 희망 ]

빌보드를 장식한 k-pop의 인기는 지구촌 어느 한 곳에 멈추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녀

가 많은 나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에도 한국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를 나누고 있는 이가 바로 배지현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9기) 원생이다.

그녀는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조교수를 역임하

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교육기관인 드네프로 한글학교(교육부 정

식등록기관)에서 15년째 운영지원과 한국어 교사를 맡고 있다. 

배 원생이 처음 한국어교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우즈베키스탄으로 어학연

수를 갔을 때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 

협력단(KOICA)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한 바 있다. 그때 인연을 맺은 지금의 남편과 함께 우

크라이나로 오게 됐는데 현지인들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한글학교를 열기에 이르렀다. 



Real Interview  |  018

이 한글학교가 지역 내 좋은 소문이 나자 대학관계자들로부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청

이 들어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어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 제 3외국어 강의로는 무

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한류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

지자 대학교 측에서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게 됐다. 배 원생에게는 학위뿐만 아니라 전문

성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한국어를 가르쳐야겠

다는 책임감이 생겨 진학을 결심하고 경희사이버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배지현 원생은 처음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힘들 거라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

다 공부가 어려워 휴학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한국과의 시차로 온라인 세미나나 동시평

가시험의 경우 일하고 있는 대학에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유익한 강의 콘텐츠와 교수님들의 

격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저에게 경희사이버대학원은 해외에서 제 꿈을 구체화하는데 꼭 필요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 학교이며 학생들 앞에 떳떳한 한국어교사로 설 수 있도록 도움

▲배지현 원생(제일 오른쪽)이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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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 든든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껏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

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기쁨과 뿌듯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 타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베풀 수 있

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그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당부도 잊

지 않았다. 끝으로 배 원생은 대학원 졸업 후 박사과정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한국언어 관련으로는 첫 박사학위자로 정식 등록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포부

를 밝혔다. 

▲배지현 원생(좌측 가운데)이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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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9기, 1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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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에게 언어봉사

학교를 통해 인생 제2의 서막

REAL INTERVIEW [대학원]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조현민(18학번)

05

[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에게 언어봉사 하고자 한국어 전공 선택 ]

[ 학교를 통해 인생 제2의 서막을 연 듯 새로운 활력소 되어 ]

우리 대학 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현민 원생(18학번)은 현재 전

자분야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22년째 근무하며,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그는 제2의 인생 서막을 위해 우리 대학 대학원을 선택했다.

조현민 원생은 어느 날 지인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후 다문화센터에서 봉사하는 모

습을 본 것을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미국에 파견생활할 당시 아내가 

시청에서 주관한 무료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들이 성심을 다

해 가르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한국어 공부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또한, 직장에서 출장으로 베트남과 미얀마로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 만난 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그때 그는 본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한국

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조 원생은 그 꿈을 이뤄 다문화 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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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로 한

국어 전공 학사와 한국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한국어를 보다 깊이있게 공부하고자 시간적 유연성이 높은 사이버대학원, 그것도 경희

사이버대학원에 진학했다. 

조현민 원생에게 경희사이버대학원은 “이곳에서 대학원 생활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어학 분야에서 경희사이버대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전공 교수님들의 열정적이고도 세심한 가르침과 동기와 

선배님과의 끈끈한 정도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애교심을 보였다. 

그는 대학원 과정 수료 후의 진로와 계획에 대한 물음에 “현재 직장생활에 성실히 임하

는 것과 동시에 겸임 교수 승인을 받아 강의도 하고 싶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유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내가 가진 공학분야 지식과 한국어학 분

야를 잘 결합해 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기획해 가르치고 싶다. 지금 석사 논문도 이

와 관련된 주제로 계획중이다.”며 포부를 전했다.  

이어 조현민 원생에게 한국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물었다. 그는 “베트남

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특히 높아 한국어 전공생들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연봉이 높

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많아진 점도 한몫했다. 한

류문화 확산과 한국 기업들의 생산공정 글로벌화 그리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

의 증가로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진다면, 한국어 교육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고 생각을 전했다.

그는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것 외에 학과에서 

운영하는 한국어문화연구회 토론활동이나 다양한 세미나, 소논문 등 강도 높은 공부로 

첫 학기부터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며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조현민 원생은 한국학 전공인 학우들에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에 

비해 관련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자신만의 강점을 높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경력을 잘 

쌓으시기 바란다.”라며 충언했다. 



Real Interview  |  023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예비 후배들에게는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논문의 내용물을 작성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동기와 교수님들의 피

드백으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현민 원생(좌측 세 번째)과 그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다문화 센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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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에 재학중인 김정대(18학번) 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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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오늘

회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REAL INTERVIEW [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김정대(18학번)

06

[ 우리 대학원 “전공 분야의 역량 함양하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 ]

[ “직장생활과 사회 경험 통해 도시 거버넌스나 시민 리더십 등으로 관심사 구체화 돼” ]

우리 대학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에 입학한 김정대(18학번) 원

생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세

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추진 사업에서 도시의 산업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대 원생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재학중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학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의 일반

론적인 측면에서 학문 분야를 생각했지만 직장생활과 사회 경험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

나 시민 리더십 등으로 관심사가 구체화가 됐습니다”라며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으며, 

관심사를 바탕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공학과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많은 학교와 전공에 대해 알아봤지만,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탄탄한 교

육기반과 명성, 그리고 향후 박사과정 진학 및 유학에 있어 전공 분야의 역량을 함양하

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입학하게 됐습니다”라며 입학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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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김정대 원생은 “온라인 위주의 교육과정프로그램이

지만 전공 교수님들과 깊이 있는 소통이 자주있어, 큰 장점입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진로나 전공 분야 부합도가 높은 만큼 학업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고 전공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를 전했다.

‘미래 시민리더십’과 ‘거버넌스’는 학업적, 직업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고, 또 지향가치로 배워 나가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폭 넓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

러질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미나 화상 수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여러 지역의 학우들이 모니터를 

통해 소통할때 다같이 어우러지는 모습 자체가 함께 하며 만들어 나가는 ‘미래 시민리더

십’과 ‘거버넌스’의 출발점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고 전하며 수업하는 시간이 기쁘고 

자긍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50대 후반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

여하고 싶다는 김정대 원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래 시민리더로의 성장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가치관 정립과 철학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대 원생은 스티브 잡스가 남긴‘connecting the dots’을 언급하며 “인생

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경험과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 하나가 어느 순간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인생의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소중하지 않은 경험과 만남을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왼쪽부터) 김정대 원생은 국군방송 출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2016 제3회 중소기업융합대전)을 수상했다.



Real Interview  |  027

꿈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REAL INTERVIEW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이은형(18학번)

07

[ 연주자, 강사, 작·편곡가, 싱어송라이터 등 다방면 활동 ]

[ 문화예술정책, 특히 인디뮤지션 공연사업의 대안 모색 ]

우리 대학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 재학 중인 이은형 원생(18학번)은 말랑

말랑사운드 인디레이블 1인 대표이자 제작자, 싱어송라이터, 강사, 작·편곡가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대학에서는 클래식 작곡과(연세대 93학번)를 졸업했으며, 20대 시절은 언더그라운드 

록밴드 건반연주자(2000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 밴드 시너지)로의 삶을 살았다. 30대

부터 시작했던 실용음악학원 강의 그리고 가요, 광고음악 작·편곡가로서의 생활을 병행

해 오던 어느 날, 돌연 꿈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한다. 

그 후 2013년 셀프 제작해 발표한 정규 1집 앨범을 기점으로 현재 싱어송라이터 ‘이선

율’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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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이은형 원생(문화예술경영전공 2기, 18학번)이 동료 연주자들과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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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은형 원생은 2015~16년 한국예술

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지원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기관의 이슈를 진단하고 협

업구조를 마련해 프로젝트 기획, 운영, 성과

관리 등을 진행하는자)로 업무를 한 바 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협업하

고 기획하는 일이 무척 즐거웠다고 한다. 이

때부터 문화예술정책과 기관 사업들에 관심

이 생겼는데 마침 친한 지인이었던 문화예

술경영전공생 김현진 원우의 적극적인 추천

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학하게 됐다. 

우리 대학을 추천해준 김현진 원우가 평소

에 워낙 열심히 사는 친구라 믿고 선택한 부

분이 컸다. 그리고 학비가 타대학에 비해 저

렴한 점과 사이버대라는 특성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

가왔다고한다. 무엇보다 교수진이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무척 놀랍고 입학후에는 그점이 매우 자랑

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 원생은 학교와 비교적 가까운 서울근교

에서 생활중이라 교수님들이 개최하는 세미

나, 워크숍 등 오프라인 행사의 기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원 교수님 한 

명 한 명이 한국의 문화예술경영정책과 실

▲왼쪽 이은형 원생 (문화예술경영전공 

 2기, 18학번)이 동료 연주자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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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중요한 분들임에도 오프라인 참여가 생각보다 많아 기뻤고 실제 본인에게도 도움

되는 부분이 컸다. 게다가 올해는 부 원우회장으로 원우회 일을 하며, 지난 10월 5~6일 

강원도 평창의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대학원 특성화사업인 ‘평창자연영화제’ 기획까지 

참여했다. 이번 영화제를 주도한 강윤주, 이선철 교수님들과 함께 실무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분들의 업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은형 원생은 20대 밴드 시절이 그리워 40대에 접어든 지금 다시 홍대로 돌아와 싱어

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뮤지션들의 고충

들을 접할때면 깊이 통감하곤했다. 여전히 대두되는 시스템적 문제들과 사라져가는 라

이브클럽 공연장 탓에 몇 년을 못 버티고 도태되는 젊은 인디뮤지션들을 볼 때면 선배뮤

지션으로의 책임감도 느꼈다. 그래서 본인이 오랜기간 활동해온 언더그라운드 인디뮤

지션의 생태계에 우리나라의 음악, 공연사업 대한 대안을 찾고 싶었고 지금도 노력중이

라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이 원생은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이선율’으로

서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인디레이블 제작자로 사업

구축과 성장을 하는 것을 바라고있다.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문화예술경영 수업을 진지

하게 공부하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방안을 찾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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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생각한다

REAL INTERVIEW [대학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박보결(17학번)

08

[ “문화예술경영인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이론과 실행 체험하기 위해 입학해” ]

[ “배우이자 가수인 공연자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개념 다시 생각하게 돼” ]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에 재학 중인 박보결(17학번)은 현재 경주시립극단 배우

로 활동 중이다. 또한, 그녀는 (사)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 운영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

극지도 강사로도 재직 중이다.

박보결 원생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다. 그 재

능을 살리기 위해 방송연예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지내면서 학과 선배의 권유로 

연극을 시작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활동중이다. 그녀는 잠시 부모님의 권유로 LG 그

룹 계열회사와 공무원으로서 직장인 생활을 했지만, 연극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직장을 그

만두고 다시 다시 연극마당으로 돌아왔다.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에 재학 중인 박보결(17학번)은 현재 경주시립극단 배우

로 활동 중이다. 또한, 그녀는 (사)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 운영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

극지도 강사로도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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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결 원생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다. 그 재

능을 살리기 위해 방송연예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지내면서 학과 선배의 권유로 

연극을 시작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활동중이다.

그녀는 잠시 부모님의 권유로 LG 그룹 계열회사와 공무원으로서 직장인 생활을 했지만, 

연극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다시 연극마당으로 돌아왔다.

1998년 경주시립극단에 상임단원으로 입단하여 연기자로서 자질과 재능은 인정받아, 

전국연극제, 경북연극제 연기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경주시립극단의 단무장으로 

17여 년간 재직하며, 경주 예술인상과 경주 연극인상 및 경주시 문화예술인상도 받았다.

박보결 원생은 한국 국·공립극단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국·공립극단간의 교류와 연극 

페스티벌 행사에도 구심적인 역할로 활동했다. 박보결 원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

춰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공 커리큘럼, 전문 교수님들 때문

에 입학하게 됐어요. 또한, 구루미 영상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돼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아요”라며 입학 계기를 전했다.

▲ 박보결 원생은 현재 경주시립극단 배우로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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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경주시립극단에 17여 년간 단무장으로 극단운

영을 하면서 문화예술경영에 관한 관심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예술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공연예술가로서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춰야 하겠다는 생

각을 했어요”라며 문화예술경영인으로서도 구체적인 이

론과 실행을 체험하고 싶어 ‘문화예술경영전공’을 선택했

다고 전했다.

배우이자 가수인 박보결 원생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을 통

해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문화예술이 협력과 협업을 통해 소소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덕분에 도시재생과 더불어 예술 공동체로서

의 삶이 더 발전했다고 전했다.

▼ 배우이자 가수인 박보결 원생 

     경주시립극단에서 17여 년간 

     단무장으로 극단운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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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결 원생은 “연극과 노래는 늘 함께하는 친구에요. 무대에 설 때가 늘 설레고, 행복해

요. 앞으로도 경주와 서울에서 다양한 축제와 재능기부 행사에서 활동할 계획이요. 기회

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길도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

다. 졸업 이후 문화예술경영인으로서 극단 대표로서 극단을 운영하고 싶어요”라며 차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보결 원생은 “뭔가를 한다는 건 살아간다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

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간에 함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는 이런 소중한 만남과 학업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라며 

예비 신·편입생들에게 대학원의 즐거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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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경영인으로

REAL INTERVIEW [학부]

금융부동산학부

조현하(17학번)

01

[ 지난해 입학한 남편의 적극적 권유로 편입 결심 ]

[ 체계적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학우들과 화합과 교류 통해 함께 성장 기대 ]

[ 향후 사회적 약자 돕는 부동산 전문 경영인 목표로 학습의지 다져 ]

우리 대학 금융부동산학부에 올해 3학년 편입한 조현하 학우는 부부 재학생이다. 지난

해 입학한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 우리

학교 금융부동산학부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활발한 학생 인적 네트워킹을 지켜보며 

입학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조현하 학우는 부동산 분야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

다 전문적인  학문적 기반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사이버 대학 특성상 나이나 시간 등 

여러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학위취득 등 누구나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지만 혼자서 학습해야하는 외롭고 힘든 여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희사이버대는 학생자치스터디와 인적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멀리 가

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선후배 등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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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학업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그는 “적극적인 학습태도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학업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묻는 질문에 “시

간을 쪼개 노력해야 하는 만큼 힘든 여정

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폭 넓은 학

문적 기반을 다지고 학습에 대한 열의를 

가진 멋진 학우들과 네트워킹하며 성장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회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여태껏  살아온 제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귀중한 기회다. 학우들

과 함께 호흡하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풍부한 보석들을 품고 있는 광산과 같다. 그 

보석을 캐기 위한 여정을 경희사이버대와 함께 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자신의 생

각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부동산 전문 경영인으로 일하며 주거복지

사 자격도 취득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미래를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국내최초로 금융자산관리와 부동산자산관리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자

산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관련 자격증과 부동산관련 자격증 취득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학과로부터 2019년 금융부동산학부

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다. 

▲올해 남편의 권유로 입학한 금융부동산학부 조현하 학우



Real Interview  |  037

학교에서

현장 활동가로 성장한 나

REAL INTERVIEW [학부]

NGO사회혁신학과 

박지인(19학번)

02

[ 초연결사회일수록 세상의 일부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NGO사회혁신학과에서 심도있게 공부하고 나아갈 방향 찾고파 ]

2019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 NGO사회혁신학과에 입학한 박지인 학우는 22살부터 4

년째 세계 곳곳의 가난과 싸우는 현장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덴마크 NGO단

체를 통해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지역 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아동교육,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진행하는 

국제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이다.

Q.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덴마크와 말라위에 지내고 있을 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이 있었는데요, 지

금까지도 같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바쁜 와중에

도 틈틈이 매번 우리 대학의 인터넷 강의를 듣곤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같은 팀원으로

서 항상 좋은 영향을 주고, 배울 점이 많았던 이 친구의 권유로 우리 대학을 알게 되어 입

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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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GO사회혁신학과’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우리

가 누리는 이 편함이 어떤 희생으로 얻어진 것인지 등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한 개인이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

늘 하는 소비가 한낱 소비에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값싸고 고된 노동, 환경 파괴의 

결과물이기도 하며, 집 잃은 야생동물이 희생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장활

동가로서 일하고 있는 이유임과 동시에 더욱 깊은 공부와 성찰을 위해 NGO사회혁신학

과에 입학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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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덴마크 NGO 단체를 통해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안학교에서는 주로 가정에서의 아픔, 분쟁의 상처를 가진 청소년 아이들과 수업을 하

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학교와 단체에서 주최하는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하는 

날, 대안학교 올림픽, 평화 컨퍼런스, 기후 변화 컨퍼런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 세계에

서 온 친구들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원으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나

를 열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고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경험이

었습니다. 

Q. 그 밖에도 현장활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덴마크에서 시간을 보낸 후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유아교육,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팀원들과 말라위 도와 지역에 9개의 유치원 농장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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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말라위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농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의 교육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되면 아이

들이 배가 고파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월급 없이 일해야 한다는 마

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

아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쉽네요.

Q. 앞으로 듣게 될 강의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수업들이 다 흥미로워서 듣고 싶은 수업이 무엇이냐 하면 꼽기 힘들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 <세계 정세>, <지구 시민과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거버넌스> 수업이 가장 기대되는 수업입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며 다른 학

우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졸업 때까지 “이것만큼은 얻어 가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NGO단체나 각종 원조의 모순점, 한계점, 깊

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

가 있는가?’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전

▲ 덴마크 NGO 단체에서 활동했던 박지인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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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NGO, 세계 정세, 역사의 흐름 등 더 깊이 공부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님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에겐 언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신념과 가치

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세계 어디로 가든지 말이죠. 현재는 NGO단체에서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며, 세계 어디서든 지구에서 목소

리를 내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구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사

회의 일부이기도 하죠. 저에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다, 어떤 마음

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 (사진 좌측)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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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란 졸업생(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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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은

나의 힘

REAL INTERVIEW [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김해란(15학번)

03

[ 직장을 다니며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진학 ]

올 2월 우리 대학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을 조기 졸업한 김해란 졸업생은 현재 IT 업계

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진학을 통해 새로이 디자인에 눈을 뜨

게 됐다는 그녀에게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은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봤다. 

Q. 특별히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하기 전 기존에 제가 하던 업무 중 웹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이 많았

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 자체에 자연스레 관심이 커졌습니다. 디자인을 배워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싶

었습니다. 진학을 통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눈

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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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늘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개발은 Back end도 중요하지만, Front end도 할 줄 알아야만 반쪽짜리 개발자가 아니

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영향으로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Q. 재학 중 복수전공과 부전

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

엇입니까?

직무의 취약점 보안이라는 

목표가 있다 보니 더욱 열심

히 공부하게 됐고, 자연스레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중국학과)도 부전

공(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

공)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선택

했었습니다. 

▲졸업전시회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한 김해란 졸업생

(왼쪽부터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김지현 교수, 이소연 교수, 정윤성 교수)

▲프로젝트 ‘새벽 한 시’ 졸업전시위원들과 김해란 위원장 (아랫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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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하셨던 수업 중에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계신가요?

솔직히 좋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학우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었던 <

아이디어발상>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표현 등을 

보며 저 또한 발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진행되는 수업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또 하나는 졸업전시회에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수업입니다. 졸업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평소 자신감이 없었던 저에게 리더십과 책임감을 심어주게 된 중요

한 계기였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은 많이 힘들었지만 전시회가 잘 마무리되어 보람을 많

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초보자들을 위한 섬세함이 돋보였던 이소연 교수님의 강

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현재 IT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장점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을 부전공으로 수강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중요

시하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컴퓨터공학’ 전공이 필수요건이라 이직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주 전공이 아니라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부전공도 인정이 

되어 취직에 성공하지 않았나 합니다. IT디자인융합학부 (2019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디

자인융합스쿨로 개편)로 통합된 것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의 경험만 보

더라도 복수전공, 부전공의 장점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해란 졸업생의 졸업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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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헤드윅>의 송한샘 프로듀서,

우리 대학원 졸업 후 모교 강단에 서다

REAL INTERVIEW [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송한샘 졸업생

[ 교육에 대한 갈증으로 우리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졸업 후 현재 해당 학과 교

수로 강의 진행 ]

[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은 인생의 2막을 열어 준 곳, 인문학에 대한 성찰과 기초로 더 넓

은 시야 가질 수 있어” ]

 

뮤지컬 <헤드윅>,  <조로> 등은 뮤지컬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작

품들이다. 우리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공연예술의 이론과 실제’

를 강의하는 송한샘 교수는 바로 이 작품들의 프로듀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프로듀서로서 십 여년을 살아온 송 교수가 

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껴 찾은 곳이 바로 우리 대학원이었다. 연세대에서 중어중문학 전

공 후 우리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시

나리오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송교수는 “자신만만하고 또 스스로도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자

꾸 목마름 같은 것이 밀려왔다. 공부가 절실했지만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만만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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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들어온 곳이 경

희사이버대 대학원이었고, 이를 계기로 

인생 2막이 시작됐다”며 대학원 진학의 

이유를 전했다.

또한, 졸업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학기

부터 우리 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

고 있다. 그는 “가르침을 받은 홍용희 교

수님, 이봉일 교수님, 김기택 교수님께

서 강의하시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한

다는 것이 감개무량 했다”며, “기대했던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원생들 덕에 

나 또한 긴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송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이론과 실제’는 뮤지컬 중

심의 공연기획의 개념과 실무 전반, 미

디어문예창작 전공이라는 특성에 맞게 

뮤지컬의 극작법에 대한 강의이다.

특히 송 교수는 “극예술 분야는 인문학에 대한 성찰과 기초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분야”라는 말을 덧붙이며, 공연계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유연을 사고를 

위해 우리 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추천했다.

이어 공연 일선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생각하며 “대학원을 다

니면서 세상은 본인이 구하는 만큼 찾아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며, “인생

에서의 지름길이란 결국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다. 학업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때로 현실을 비켜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나를 위한 지름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전했다. 

▲ 뮤지컬 프로듀서인 송한샘 교수는 우리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해당 

   학과 교수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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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짱(17학번)학생, 한국어학과 서진숙 교수, 류리리(17학번)학생, 

보티녹융(18학번)학생, 령(17학번)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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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내 미래를 위한 공부,

한국어학과의 외국인 학생들

REAL INTERVIEW [학부]

한국어학과

짱(17학번), 류리리(17학번), 보티녹융(18학번), 령(17학번), 황띠투이린(17학번)

05

[ 우리 대학 한국어학과의 외국인 학생들 ]

[ 가족들과 내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

[ 오는 12월 1일(토)부터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화제

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온 류리리(17학번) 학생은 맏며느리로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과 제사를 너끈하

게 치르는 베테랑 주부다. 2017년에 우리 대학에 입학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며, 학업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전공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다문화가

정의 한계를 딛고 한국어·한국문화 전문가로서 주변인들을 돕기 위해 한국어학과에 입

학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베트남에서 온 보티녹융(18학번) 학생은 한국어 실력이 

출중하다. 보티녹융(18학번) 학생은 20대에 누리지 못했던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마

음껏 누리는 동시에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입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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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중국에서 온 류리리(17학번) 학생, 베트남에서 온 보티녹융(18학번) 학생, 령(17학번) 학생, 서진

숙 교수, 김민진 한국어학과 조교, 짱(17학번) 학생, 한국어 도우미인 정다운(한국어문화학과 16학번)씨가 한

국어학과의 한국어문화캠프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 입학했다는 보티녹융(18학번) 학생, 류리리(17학번) 학생, 

한국어 도우미 정다운(한국어문화학과 16학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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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티녹융(18학번) 학생은 학생회부터 시작하여 학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회 및 스터디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강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령(17학번) 학생은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한국어전문가 자격도 갖

추고 싶어 우리 대학에 입학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 돌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두 개의 학위를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국언어문화캠프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있어 한국어학과의 공부가 더욱 재미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온 짱(17학번, 한국명 보영) 학생은 2016년에 한국어학과에 입학했다. 학생

회를 운영하는 등 후배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며 선배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띠투이린(18학번) 학생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적인 한국어수업과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다며 한국문화 학업과 오프라인 체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특강과 행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를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과에서 한국어 도우미를 통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장점이라고 손꼽았다.

한국어학과는 2017년 3월 외국인 전용 한국어학과로 개설돼 해외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은 물론, 여성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국내의 다문화가정 구성원, 재외동

포 자녀, 입양인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한국어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한국어 등 실무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도우미 지원 및 한국언어문화캠프를 비롯한 특강, 스터디 활동 등 오

프라인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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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네 남매는

가족이자 동문이에요

REAL INTERVIEW [학부]

한국어문화학과

정다움, 정유진, 정누리, 정남현

06

[ 셋째 정누리 학생 통해 용기 얻어 남매가 모두 

  한국어문화학과에 입학 ]

[ 한국어문화학과 전문 교육프로그램 통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 꿈으로 한발짝 ]

개교이래 최초로 네 남매가 모두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어문화학과 정다운, 정유

진, 정누리, 정남현 학생이다. 네 남매는 동문이 되어 한국

어 교원이라는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네 남매 중 셋째인 정누리 학생이 제일 먼저 한국어문화

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큰 언니 정다운씨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언

니 정유진씨에게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자고 권유했다. 올

해 입학한 막내 정남현씨는 작년 8월에 군대를 제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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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다운, 정유진, 정누리, 정남현 한국어문화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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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소 꿈을 향해 노력하는 누나들을 보며 입학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어 교원으로 태국에 파견을 간 정누리학생은 “전적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경험과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입학하게 됐어요. 탄탄한 전통과 수준 높은 전문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학을 결심하게 됐어요”라며 입학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정다운 학생은 “누리가 한국어 교사에 같이 도전해보자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확

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에 거절했었죠. 하

지만 동생이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입학을 결심했어요”라

며 수십 번 강의를 연습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올해 입학을 한 정남현 학생은 “군대에서 많은 동기들이 자격증, 어학 실력을 위해 틈틈

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제대 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면

회를 올 때마다 입학을 권유했던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

화학과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라고 입학 계기를 밝혔다.

가족이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다운, 유진 자매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정다운 학생은 “둘째 유진

이와 함께 학과 스터디에 가입해 여러 학우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사이버 대학이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학우 간에 교류도 활발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꾸

준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 2학기부터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있답니다”라며 학교 생

활의 즐거움을 전했다.

이어, 정유진 학생은 “먼저 졸업한 누리가 오프라인 활동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부하고 

교류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누리 말처럼 혼자 강의만 듣는 것보다 학우들과 동문들이 

있다보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여 얘기했다.

네 남매는 한국어문화학과에서 한국어 교원이라는 같은 꿈을 위해 한발짝씩 전진하고 

있다. 한국어문화학과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정다운 학생은 “‘쉬운데 어려운 것’

이라고 입학식 때 학과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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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될수록 실감하고 있어요. 진도는 물론 게시판 활동과 과제, 시험까지 꼼꼼히 챙겨

야 해요”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만큼이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

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유진 학생은 “직장 생활을 한지 오래되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듣고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힘들지

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어 즐거워요”라며 학업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현재 태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정누리 학생은 “10개월간의 파견 사업이 2월 말에 끝

나요. 3월 초 입국하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태국으로 재파견을 갈 계획입니다. 2년간의 

태국 근무가 끝나면 차후에는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대만이나 중국에서의 활동을 계

획하고 있어요”라며 차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다운 학생은 “졸업까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완벽한 실습을 위

해서 학업에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졸업하면 셋째 누리가 태국에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데, 누리와 같은 나라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것이 목

▲ (왼쪽부터) 정남현, 정다운, 정누리, 정유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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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요”라고 전했다.

막내 정남현 학생은 “졸업을 준비하는 누나들과 다르게 이제 1학년이기에 학업에 더 집

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도 배우고 싶어 복수전공도 계획하

고 있어요. 나중에는 누나들과 함께 외국에서 타문화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싶어요”라

고 전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이버대의 장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다운 학생은 “입학을 하며 망설이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

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어요. 누리가 입학을 권유했을 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신·

편입생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길 추천해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과 학업

을 병행하신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라며 예비 신·편입생들에게 조

언을 전했다.

네 남매가 재학 중인 한국어문화학과는 지구촌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어, 한

국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사이버 대학 최초로 설립되었다. 졸업 후 외

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사이버대학교에서 유일하게 한국학 관련 석사 과정인 글로벌한국학 전공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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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전한 평생배움의 길

졸업이라니 꿈만 같아요

REAL INTERVIEW [학부]

한국어문화학과

김명란 졸업생

07

[ 30년만에 주부에서 학생으로 일본에서 다시 시작한 학업의 꿈 ]

[ 컴퓨터 사용법까지 배우며 마침내 4년 결실 맺어 ]

[ 요코하마 주부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며 더 큰 목표 생겨 ]

올해 우리학교 한국어문화학과를 졸업한 김명란 학우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명란 학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되면서 접었던 학업의 꿈을 30년만에 용기내어 도전하였고, 우리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에 입학해 컴퓨터 사용법을 하나하나 다시 익힐정도로 열정적으로 교육과정에 임했다

고 한다. 

엄마, 아내, 며느리, 주부, 직장인,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마침내 

평생배움의 길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은 한국어문화학과 15학번 김명란 학우의 이야기

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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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동경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회가 있었는데, 이미 

재학 중인 선배님 한 분이 함께 공부해 보지 않겠냐며 제

안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어 망설였지만, 요코하

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한  체계적인 공부가 하고 싶어서 시작할 용기를 내게 되

었습니다. 

Q. 많은 사이버대학 중에 특별히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학생회 조직이 아주 잘 되

어 있어서 특강에 초대받아 한 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선 후배간 소통하는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곳이라면 온라인상의 공부이지만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졸업까지 기억에 남는 학과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었나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배울 수 있는 행복과, 일

본학생회를 통해서 알게 된 많은 학우님들과의 만남이 정

말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

게 되는 것들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역사

문제로 해결책이 없는 전쟁을 하곤 했었는데, ‘일본의 역

사’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는 다시는 역사문제로 남편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학교에 보낸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남편이 기뻐할 정도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학업을 

 수료하고 올해 한국어문화학과를

 졸업한 김명란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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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어 교육실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레포트의 연속,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의 ‘실습’에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짧지 않은 4박 5일의 일

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추억도 만들고, 처음으로 학교도 방문해 보며, 평생 잊

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Q.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당연히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컴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실력으로 시작을 하다보니 매일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1학년 1학기 

첫 시험 때는 키보드 사용법을 몰라 주관식 문항 답안도 작성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4년동안 무사히 졸업만 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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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학 때 계획하셨던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학생이지만 학생만이 아닌 현실은 자신

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주부, 직장인으로서 생소한 레포트와 더

불어 많은 과업들을 함께 처리하는 4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만 하던 나의 사고가 주위를 볼 수 있는 사

고로 바뀌었다고 칭찬해 준 남편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4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로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한국어를 일본의 주부들에게 가르

치면서 느끼는 점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한국의 정의 문화를 

알리고 싶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습

니다.

Q. 마지막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학우들, 특별히 해외에서 

     수학을 하고자하는 예비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산다고 합니다. 공부를 다시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외국 생활은 남다른 외로움과 갈

증도 많다고 봅니다. 저희 일본 학생회는 다양한 선후배간의 모임이 활발하고, 특히나 재

학생을 위한 행사가 많아 혼자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깨끗이 해결해주

는 것은 물론, 돈독한 학우의 정까지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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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본교 강단에 선 선생님 

REAL INTERVIEW [학부]

교양학부

김란영, 최현숙 글쓰기 교과목 티칭펠로우

08

[ 교양필수 ‘글쓰기’ 과목 전면 개편, 시대적 흐름 새롭게 반영 ]

[ “일과 학업 병행하는 학생들 보면 예전 학생 시절 떠올라” ]

우리 대학은 2018학년 2학기부터 ‘글쓰기’ 과목을 전면 강화 및 개편을 진행했다. ‘실용

적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 강의를 맡은 김란영(글로벌한국학전공 11학번) 티칭 펠로

우와 최현숙(미디어문예창작전공 11학번) 티칭 펠로우(Teaching Fellow, 이하 TF)는 우

▲ 왼쪽부터 글쓰기 과목 ‘논리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는 최현숙, 김란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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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현재 본교 글쓰기 교과목 담당 TF로 재직 중이다. 두 TF가 

바라보는 우리 대학과 글쓰기 강의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란영 TF는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학과와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을 졸업했다.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길 위에 서게 됐다

는 얘기와 함께 우리 대학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김란영 TF는 “만들고 있던 책자에 한국어 교육 관련 원고를 싣고 싶어 필자를 검색하다

가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편입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 대학을 다른 사이버대학교와 

비교해 보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며 뒤늦게 

시작하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고 전했다.

현재 ‘실용적 글쓰기’ 과목을 맡고 있는 김란영 TF는 “행복한 글쓰기의 교과목에서 ‘실용

적 글쓰기’로 교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된걸로 생각

합니다. SNS, 페이스북에서도 글이 기본인 세상이기 때문이죠. 글쓰기 교과목은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용적 글쓰기’ 외에도 ‘논리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

쓰기’가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글을 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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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개편

된 글쓰기 과목을 소개했다. 

우리 대학을 졸업후, 교수자로 강의를 맡게되면서 김란영 

TF는 “학생시절 학업에 도움을 주신 학과 교수님들께 고

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먼저 걸어온 길에 

서 있는 학생들을 보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예전 학생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며 학생들 입장

에서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학과 개설과 모바일 앱을 통한 강의 시청이 제일 

큰 변화라고 얘기하는 김란영 TF는 “그만큼 강의 콘텐츠

가 다양해지고 시스템도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학업과 오

프라인 행사 등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선 저를 보

면 짐작하실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논리적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현숙 TF는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졸업했다. 대학원 미디어

문예창작전공은 이전 보다 더 깊은 연구와 세부적인 강의 

콘텐츠가 많아졌다는 최현숙 TF는 “최종합격 소식을 들

었을 때 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긴장과 떨림의 시간이었어

요. 학생으로 다니던 곳에 강사로 지원하고 가르치게 되

었다는 것이 많이 설레였답니다”라며 재학생때 가지고 있

던 고민과 목표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입학 전 최현숙 TF는 입시학원에서 고등부 국어를 강의

했다.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학교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었다. 최현숙 TF는 “당시 가장 중요하게생각한 것은 교수

◀ ‘실용적 글쓰기’ 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란영 강사 

▲ ‘논리적 글쓰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최현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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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었어요. 전문적이고 전공에 권위 있는 교수님께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리 대학

원에 입학했어요”라며 입학 계기를 밝혔다.

또한, 최현숙 TF는 “논리적 글쓰기는 수강생들이 삶의 현장 및 사회현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 해결수단이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본질적 도구로서의 강의라고 생

각해요. 각 분야에서 필요한 실전적 지혜를 교육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랍니다”라며 

‘논리적 글쓰기’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현숙 TF는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 하지만,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려움과 만나게 되도 처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보시길 바라요. 학문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의 가치 추구를 위

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경희사이버대 지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라며 재학생들에게 응

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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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배우고, 일본에서 일하고, 

일본에서 살다

REAL INTERVIEW [학부]

일본학과

신동연

09

[ “일본학과 통해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 배워” ]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죠사이국제대학 토가네 캠퍼스 학생과에서 재직 중인 신동연입니다. 6년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에서 죠사이국제대학의 국제교류학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학부 졸업 후에는 죠사이국제대학의 도쿄 키오이

쵸 캠퍼스에서 국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연구과를 수료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학생과에서 각종 사무처리와 분실물 관리, 학생증 발행 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

다. 아직 입사한 지 7개월이라 조금씩 업무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올 4월에 일본 죠사이국제대학(城西国際大学)에 전임직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죠사이국제대학 졸업과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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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취직활동 실패에 고배를 

마시던 중에 연구과장님과 지도교

수님의 추천으로 죠사이국제대학 

전임직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Q.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을 통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자세히 배

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져 경희사이

버대학교의 일본학과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는 일본을 개인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

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수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

하는 일본에 대해 최근 사례와 강의를 통해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일본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일본학과 동문으로 죠사이국제대학(城西国際大学)으로 유학을 선택했을 때 상담해

주셨던 학과 교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일본학과 오프라인 특강에서 처음으로 박상현 교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저는 직접 일본

에 대해 문화와 삶을 체험하고 싶어, 박상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교수님께

서 소개해주신 죠사이국제대학은 국제 대학답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

본으로 유학 온 이후에도 교수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가져 보다 빨리 일본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왼쪽에서 세 번째, 신동연 일본학과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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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수업 중 어떤 과목이 일본 유학생활에 도움이 되었나요?

한국인으로서 유학생활 중 일본인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역시나 일본이 그렇

지 라고 감정적으로 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상현 교수님의 ‘일

본학개론’ 수업을 떠올리며,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차분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학우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대학 직원 목표를 이루었지만 안주하지 않고 두번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죠사이국제대학의 교원이 목표입니다. 아

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들을 소중히 하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

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학과 신동연 학생은 현재 죠사이국제대학 토가네 캠퍼스에서 또 다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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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REAL INTERVIEW [학부]

미국문화영어학과

채영재 졸업생

10

[ 국내에서 10년간 영문법 가르치며 

  해외 한국어 교육 봉사의 꿈 키워 ]

[ 경희사이버대 수업 뿐 아니라 오프라인 프로그램, 

  해외 연수 통해 영어, 한국어 두 마리 토끼 잡고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올해 2월 우리 대학 미국문화영어학과를 졸업한 채영재

(15학번) 졸업생은 과거 이루지 못했던 대학 진학의 꿈을 

가슴 한 켠에 간직한 채 32세 때부터 책을 통해 스스로 공

부를 시작했었다. 27여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

어온 채영재씨는 책 밖의 세상,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졌다. 

도시락 체인 사업과 부동산 등을 운영해 작은 성공을 거

뒀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영문법을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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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재(15학번) 졸업생은 경희사이버대 미국문화영어학과를 통해 세계를 배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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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원봉사를 10년 동안 해왔던 그녀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더 큰 꿈을 품고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문화영어학과에 입학했다.

채영재씨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문화영어학과를 처음 접했을 때 영문과, 영문학과

도 아닌 미국문화영어학과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언어 뿐

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경희사이버대 미국문화영어학과만의 매력”

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장점으로 복수전공 제도를 꼽았다. 채영재씨는 국내 영어 교육 봉사에

서 더 나아가 해외 한국어 교육 봉사까지 생각하며 복수전공으로 한국어문화학과를 선

택해 영어와 한국어 공부를 모두 놓치지 않고 졸업했다.

▲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에 참여한 채영재(15학번)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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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대학을 다니며 수업 뿐 아니라 오프라인 프로그램, 어학연수 등이 실력을 쌓

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동규 교수님의 ‘글로벌컬쳐 코드’ 수업을 통해 글로

벌 시야를 배울 수 있었고, 미국문화영어학과에서 진행하는 ‘원어민 스터디’ 오프라인 프

로그램을 통해 딱딱한 영어표현이 아닌 현지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익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영문법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일을 그만 

두고,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되면서 영어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동안 학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미국 본토에 직접 

방문해서 활용도 해보고 싶었다”며 가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어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

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유럽이나 남미 친구들에게는 영어를 사용하고, 아시아 친구들

에게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했던 점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어학연수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비록 늦게 대학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가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

큼 흥미롭고 즐겁다. 앞으로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에 입학하여 더 공

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입학을 꿈꾸는 예비경희인들에게 “생각이 아니라 행함이

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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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16학번 박태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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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의 취준생에서

매출 100억대의 기업대표로

REAL INTERVIEW [학부]

글로벌경영학과

박태준(16학번)

[ 한국서 임상병리학, 일본서 분자미생물학, 미국서 글로벌 마케팅 전공 ]

[ 늦은 나이에 취업의 어려움 겪고 창업해 현재 매출 100억대 기업 운영 ]

[ 시장 변화에 뒤쳐지지 않으려 2018년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입학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박태준 학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

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자 최적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갖춘 경희사이버대에 편입학

했다. 14년간 생물학, 경영학 분야를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2018학년도 하반기에 경희의 가족이 되었다.

박태준 학생은 매주 홍콩과 한국을 오갈 만큼 출장이 잦은 글로벌 사업가로 동남아시아, 

호주, 러시아 등 총 15개국에서 직간접 수출을 하는 매출 100억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

다. 그의 사업은 2013년 300만불 수출 탑의 쾌거 달성을 하였고 설립 이후 15년간 지

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는 그의 성공 뒤에는 

우여곡절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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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이듬해 선발이 까다롭다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관동의학 연구소에서 분자미생물학을 전공했다. 더 나아가 현실에 맞는 

실용학문을 배우고자 미국의 Daytona Community Collage USA에서 글로벌 마케팅 또

한 전공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14년간의 학업을 끝맺고 2004년에 귀국하여 불혹이 가

까운 나이 39세에 여러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뼈아팠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200만원이라는 소자본으로 무역회사 “준호 코리아”를 설립한 것

이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충청북도 투자유치 명예대사 및 제주

도 해외통상자문관을 역임중이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한국무역협

회(KITA)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작년 2018년에는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

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박태준 학생은 "해외바이어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업에 충실했던 결실이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그는 무역회사·세계 유명 전시회 Korea Exclusive agency “the Ocean Co., Ltd” 등 홍콩, 

베트남의 합자법인을 포함해 총 8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외 일자

리 전문가 양성(MICE실무)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글로벌 MICE진흥원도 경영하고 있다.

박태준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먼저 시작하고 변해가

자”며 어떤 결정이든 인생에서 후회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고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생

각한다. 스포츠 게임의 완벽한 작전과 계획이 없듯이 먼저 부딪혀보고 현실에 적응하며 

변하면 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경영학과 16학번 박태준 학생은 매출 100억대 기업 운영 외

8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글로벌 사업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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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 

REAL INTERVIEW [학부]

상담심리학과

박여진(14학번)

12

[ 이론과 실기 학습 통해 사단법인 부설기관에서 현장 실무에 도움돼 ]

[ “공부는 불투명한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학습 통해 결실 맺을 수 있어” ]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박여진(상담심리학과 14학번) 학생은 현재 여성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모

습을 담으며 미래의 사진작가를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박여진 학생은 여성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상담원으로 재직하던 중 내담자

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배우고 싶어, 우리 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됐다며 입학 계기를 전했다.

그녀는 “먼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의 커리큘럼과 폭넓은 장학혜택이 우리 대학의 장점

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학과 커리큘럼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어 목표에 한 단계 빨리 다가갈 수 있었어요”라며 우리 대학

의 장점에 대해 전했다.



Real Interview  |  076

박여진 학생은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이후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기관, 여성장애인

피해자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서 내담자들 위해 힘쓰고 있다. 그녀는 “학교 수업에서 배

운 이론과 실기를 통해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요. 특히, 거주인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 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라며 학교를 통해 많은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고 전했다.

그녀는 “상담심리학과 모든 수업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내러티브 

상담’과 ‘군 상담’ 과목의 고정은 교수님과 이승원 교수님이 기억에 남아요. 열정과 사랑

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고정은 교수님과 시험도 ‘또 하나의 특별한 수업’으로 감동과 깨

달음을 주신 이승원 교수님은 통해 참된 상담자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존경하

고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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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했을때와 졸업한 지금 시점에도 우리 대학에 입

학하길 잘했다는 박여진 학생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여

서 더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어요. 전문적인 교수님들의 

강의가 좋았고, 저 자신과 타인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됐어요. 

소확행의 일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변화된 삶과 저

의 모습 또한 우리 대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며 입학 이후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밝혔

다.

박여진 학생은 “현재 맡은 일을 잘 진행해 거주인과 종사

자들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한, 전문상

담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와 

상담기술 습득, 좋은 인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

해 노력할 거에요”며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공부는 불투명한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힘

들 때마다 항상 떠올리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50

이 다 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어느새 10년이 흘렀지

만, 덕분에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고 결실도 맺었어요”

라며 예비 신·편입생에게 용기를 내고 시도하고, 시작하

라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  상담심리학과 박여진(상담심리

학과 14학번)학생은 졸업 이후

에도 오프라인행사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 

▲  박여진(상담심리학과 14학번) 

학생은 현재 부산여성장애인연

대부설기관-여성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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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불문, 우리가

“최고령&최연소 졸업생이에요”

REAL INTERVIEW [학부]

사회복지전공

신춘현 졸업생

외식조리경영학과

요시오 카애미씨 졸업생 

13

[  ‘불치하문’ 신조로 멘토링 프로그램서 네 차례 상 수상, 최고령 졸업생 신춘현씨  ]

[ “오프라인 활동으로 교수님, 학우들과 소통한 것이 가장 큰 행복

  ”최연소 졸업생 요시오 카애미씨 ]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식을 개최하여 학사 1,426명, 석사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중 최고령·최연소 졸

업생의 이야기가 화제다.

이번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최고령 졸업자였던 신춘현씨(45년생)는 고희를 

넘긴 나이에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했다. 어떻게 수강을 해야 하는지 막막

했던 차, 학교에 마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후배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실시되고 있으며, 학습 및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나눌 수 있어 학생

들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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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현 씨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자 세번째 학기부터 멘

토로 지원하여 열정적으로 새내기 학우들을 도왔다. 2년간 멘토로 활동하며 우수 멘토

상 1회, 최우수 멘토상 3회를 수상하였으며, 신춘현 씨의 조가 최우수 조로 선정되는 등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매학기 “학우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낸 시간이 학교 생활을 하며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

다”고 말하는 그는 “멘토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특강 및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젊은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不恥下問(불치하문)’의 신조를 밝혔다. 

또한, “天下無莫料(천하무막료) 無汗不成(무한불성) 不學無識(불학무식) : 하늘 아래 무료

는 없으며 땀을 흘리지 않고는 뜻을 이룰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지식은 없다”는 말을 늘 

떠올리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재능기

부 봉사를 하며 살아갈 것이며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를 연구

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연소 졸업자인 요시오 카애미씨(98년생)는 4년제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

에 사이버대를 찾아보던 중 우리 대학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학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빠지지 않고 참

석했다.

요시오 카애미씨는 우리 대학의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 “참석할 때마다 유익하고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학우분들과 소통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행복이었다”고 말하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대학교생활의 꽃 엠티였다. 교

수님께 궁금했던 질문이나 진로에 대해 여쭤보고 소통할 수 있었고, 각자 직업을 갖고 

계신 학우분들과도 깊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이라면 교

수님,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는 선물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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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희사이버대에서 외식조리경영을 공부하며 삶의 

비전도 찾게 되었고, 외식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방향

성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관련 일을 

하면서 적절한 때에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다는 포부 또

한 잊지 않았다.

우리 대학은 2001년에 설립한 최초의 사이버대학교로, 

올해 개교 19주년을 맞은 전통있는 명문 사이버대학이

다.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해 온·오프라인과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교육, 교수진, 

학생 활동, 동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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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1편

교수님소식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강윤주 교수, 심보선 교수, 민경배 교수, 전한호 교수

1-1

[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

[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이다” ]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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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강윤주 교수, 심보선 교수, 민경배 교수, 전한호 교수는 지난 11

월 30일(금) 새롭게 신설 및 개편된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소개영상 촬영을 위해 글로

벌스튜디오에 모였다.

이번 신설학과 소개영상 알쓸신전(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설 전공사전) 촬영을 통해 신

설된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매개행정

전공의 소개가 진행됐다.

먼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대해 민경배 교수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떨

어질 수 없는 관계이므로 문화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부를 만들게 됐다”며 신설학과 취

지를 전했다.

이어, 심보선 교수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이다. 미디어와 예

술은 불가결하며 작품을 만드는데 미디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는 작품을 만드는 것, 

향유하는 모든 과정이 떨어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 된 것 같다”며 이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한호 교수는 “세상이 변화는 만큼 다양한 매체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하

▲(왼쪽부터) 민경배 교수, 전한호 교수가 문화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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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미술관이 전시나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문

화의 장으로서 많은 사람이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뒤바꼈다”고 전했다. 또한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나만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는게 중요하다”며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했다.

강윤주 교수는 “예술인들을 매개자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 없다. 문화매개

자 적인 역할과 행정적인 역량을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매개행정전공을 신설

하게 됐다”며 문화매개행정전공의 신설 계기를 밝혔다.

이에 심보선 교수는 “문화매개행정전공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재

직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문화매개자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매개행정전공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민경배 교수는 “디지털 문화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특히, 1인 미디어가 문

화를 바꿀만큼 영향력이 있는 만큼 중요한 전공이다”라며 미디어영상홍보전공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호근 교수는 “앞으로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가 사회에서 문화

예술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에 앞장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강윤주 교수, 심보선 교수, 민경배 교수, 전한호 교수가 알쓸신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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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소식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미래인간과학스쿨-공공안전관리전공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차영구교수

1-2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2편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 전공 교수편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과 연계한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 전공 신설 ]

[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실무활용형 인재 양성 ]

[ 군·경 역량강화위해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안보정책 전공)과 교육 확대하기로 ]

우리 대학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겸 부총장)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차영구 교수가 <

알쓸新전> 촬영을 위해 네오르네상스관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만남을 가졌다. <알쓸新

전>은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설 전공사전을 뜻한다.

2019학년도 신설 전공인 공공안전관리전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이번 영상

촬영은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진행됐다. 글로벌 스튜디오에 들어선 차영구 교

수는 38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준장으로 예편했으며, 우리나라 국가안보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안보정책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인사말을 건네며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은 “나보다 조직, 지역,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

적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아닐까 한다. 우리 대학에 

많은 군인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러한 건강한 정신이 우리대학을 발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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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총장 직무대행(겸 부총장 / 왼쪽 2번째)과 차영구교수(왼쪽 3번째) 

그리고 공공안전관리전공 관심학생들이 함께 <알쓸新전>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가 되는 듯하다.”고 운을 떼며 “제가 원래 꿈이 군인이었다.”라고 말해 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자리한 학생들까지 웃음이 터져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

됐다.

이어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우리 대학에 미래인간과학스쿨의 공공안전관리전공

이 개설됐다고 소개하며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에 있는 평화안보정책과정과 잘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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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본격적인 대담은 제일 먼

저 가장 중요한 안보와 안전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에 함께 자리한 학생들은 “안보는 국가적인 개념이고 안전은 개인적인 안전부터 떠오

른다. 개인의 안전부터 국가의 안전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고, 차영구 교수

가 그에 대한 설명을 더 했다. 차 교수는 “냉전 시대에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모든 개념

을 대치했지만 90년대 들어서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니더라도 테러나 자연재해로 나와 우

리 지역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라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안

전(safety), 즉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스펙

트럼으로 안전을 보아야 하는 시대다.”라며 덧붙였다. 

이러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차 교수의 설명에 이어 다음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에 대

한 주제로 옮겨갔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은 1984년 최초의 국제대학원으로 설립됐

으며, 1993년에는 제13회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수상하는 등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세계 저명인사들이 받은 상이다. 

차 교수는 이와 같은 평화복지대학원의 역사를 설명하며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은 전

세 계 평화에 기여하는 젊은 엘리트 양성이 목적”이라며 설립 취지를 덧붙였다.

이에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이 “최근에는 테러와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드론까지

도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시기에 공공안전관리 전공은 꼭 필요

한 전공이 아닌가 한다.”라며 우리 대학에 설립되는 미래인간과학스쿨의 공공안전관리

전공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 대학의 공공안전관리전공과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

학원에서는 학점 공유 등의 연계과정을 만들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

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이 군인, 경찰 등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에서는 주로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 안전전문가를 양성하고

자 한다는 양교 목표 의식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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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영구 교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긴 역사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일하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채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사이버대학에서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 평화복지대학

원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앞으로 계획

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현역군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화복지대학원의 특성상 온라인 수업을 연계할 필

요성이 대두되는 것과도 맞는다. 현역 군인의 경우 주기적인 부대 이동과 훈련으로 오프

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평화복지대학원에서도 한 학기의 4~5학점은 우리 대학

과 연계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

대담이 진행된 동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열심히 경청한 학생은 “안전이나 평화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격증 같은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에서 나의 삶도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희사이버대] 알쓸新전 -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 편> 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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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사적인 열정보다 공적인 열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바로 군

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보다 나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적인 열정

이 많아야 바로 건강한 조직이 아닐까 한다.”라고 답했다.

촬영을 마무리하며 차 교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공공안전관리 전공과 경희대 평화복

지대학원이 서로 연계되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 이 과정을 통해 세계, 국가, 

지역 그리고 나 자신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이번 공공안전관리전공 [알쓸新전] 영상은 경희사이버

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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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3편

교수님소식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스쿨 

어윤일 교수, 최혜길 교수, 김지현 교수, 정윤성 교수, 이소연 교수

1-3

[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

[ “영화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완성되는 결과물” ]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교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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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의 어윤일 교수, 최혜길 교수, 김지현 교수, 정윤성 교수, 이소

연 교수는 신설 및 개편이 이루어진 학부 소개영상 촬영을 위해 글로벌스튜디오에 모이

게 되었다.

소프트웨어융합스쿨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신설), ICT융합콘텐

츠전공(신설), 산업디자인전공(신설),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의 5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의 촬영은 송글송글 MC의 오프닝으로 시작됐다.

먼저 전공 소개 시간에 어윤일 교수가 공학전공의 컴퓨터정보통신에 대해 “앞으로 프로

그래밍 기술과 플랫폼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전공이다”라는 소개의 말로 시작했다.

공학전공의 최혜길 교수는 신설된 AI사이버보안전공에 대해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의 소개 영상을 촬영 중인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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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공지능 파트와 보안을 가르치는 전공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리드한다”며 전공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설된 산업디자인전공에 대해 이소연 교수는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에서는 시각적으

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만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디자인을 하는 방

법을 배우며, 공학과 연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라는 전공을 만들게 되었다”고 전공의 신

설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윤성 교수는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보다 더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솔

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디바이스, 로봇, 3D프린팅 등 산업기기 제품들을 산

업디자인 전공에서 배울 수 있으며, 최근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친환경 디

자인, 스마트 공장 등의 여러 산업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며 덧붙여 설

명했다.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산업디자인전공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제품의 윤곽을 만

들어 내고 공학파트에서는 그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움직이게 한다.

또 다른 신설된 ICT융합콘텐츠전공에 대해 김지현 교수는 “ICT란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

하여 완성체를 만들 수 있는 전공이다”며 말했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공학과 디자인의 분리가 아닌 다 학문의 융합을 통해 디

자인적 생각과 공학적 생각을 하고 여기에 비즈니스의 영역을 접목하여 균형 잡힌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공의 소개시간이 끝나고 최혜길 교수의 “영화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완성되는 결

과물이다”라는 설명을 시작으로 영화를 통한 전공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백투더퓨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백투더퓨처’에 대해 정윤성 교수는 “이러한 영화가 화제가 된 이유는 미래로 가서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발전되는 지를 상상하는 영화로 이러한 미래 기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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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화였다”

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윤일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 미래와 과거의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에는 여성이라고 제

약받고, 어리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면들이 미래로 가서는 이러한 테크놀리지

가 젠더(gender)와 에이지(age), 그리고 

성격(character)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스킬을 끌어줄 수 있다”며 기술반전의 중

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어 “우리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다”며 전공신설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해 정윤성 교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멀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장

면이며 이러한 기술이 바로 홀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소연 교수는 “또한, 이 영화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혜길 교수는 “빅데이터가 지금의 5G기술이고, 초연결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다루고 있기에 빅데이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윤성 교수는 “빅데이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학부개편의 이유를 밝혔다.

영화 ‘조작된 도시’에 대해 최혜길 교수는 “영화를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이 빅데

이터 관련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해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AI사이버보안전공의 신설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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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며 전공 소개를 하는 시간이 끝나고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의 주목할 만

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현 교수는 “전에는 전시회를 주로 보러 다녔다면, 신설 개편된 만큼 VR체험관 등을 

견학하거나, 홀로그램 쇼를 보러 가는 공학과 디자인의 융합기술을 보러가는 등의 오프

라인 수업이 많다”며 온라인 수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넓은 범위의 커리큘럼에 대해 

밝혔다.

또한 지원하려 하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새로이 개발되는 전공들

이 많으며 그 전에 없던 전공이기에 게임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신기술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의 선두주자이자 인재가 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학부의 취지를 밝혔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문화세계 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경희사

이버대학교의 대학이념과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공학·예술·디자인의 

다학제적 개방형 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섭역량과 공익적 인성 역량을 갖춘 전문적

이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으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타학문간의 창조적 융합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여 21세

기 스마트디지털디미어 시대를 선도하는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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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4편

교수님소식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금융부동산학부

조용대 주임교수, 백은영 교수, 김수정 교수, 이정민 교수

1-4

[ 국내 최초 금융자산관리와 부동산자산관리 포괄하는 종합적 자산관리 학문 제공 ]

[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통합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

금융부동산학부 교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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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신설 및 개편된 금융부동산학부 교수들이 글로벌 스튜디오에 모였다. 좀처럼 모

이기 힘든 교수들이 모인 이유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금융부동산학

부 알쓸新전’ 촬영때문이었다. 

알쓸新전 촬영은 금융부동산학부 조용대 주임교수, 백은영 교수, 김수정 교수, 이정민 교

수와 송글송글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송글송글 아나운서가 새롭게 신설 및 개편된 금융부동산학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면

서 촬영이 진행됐다. 조용대 교수는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2년 최초로 경희

사이버대학교에 자산관리학과과 신설되었을 때 학계에서도 기대가 매우 컸다. 어느덧 

20여 년이 되는 시점에서 금융부동산학부로 확대 개편되어 금융·부동산 전문가 양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며 금융부동산학부를 소개했다.

새롭게 신설 및 개편된 금융부동산학부는 자산과리학과 교수진의 전문분야를 좀 더 세

분화로 나뉜 교육프로그램을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금융부동

산학부는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으로 구성되어있다. 

▲ 금융부동산학부의 소개 영상 촬영 중인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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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수의 강의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김수정 교수는 “국제재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생

들이 누구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의를 반복

해서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용대 교수는 “투자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물옵션’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

지만 이론을 잘 모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최대한 다각도로 모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부동산 학부는 

모의투자대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방문 등 특성화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용대 교수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 탐방을 통해 실무와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뤄지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고 전했다. 또한, 이정민 교수는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청라·송도 지역과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도시계획이 최근에 이뤄지는 

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을 통해 부동산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

한 장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송글송글 아나운서가“많은 예비지원자를 대표해서 ‘왜 금융부동산학과에 들어와

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백은영 교수는 “종합자산관리는 금융·부동산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가능하다. 바로 토탈 라이프 케어(total life care)를 지향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 시대야말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

이다”고 전했다.  

▲ 새롭게 신설 및 개편된 금융부동산학부 교수진이 알쓸新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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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5편

교수님소식

신설학과 교수 인터뷰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이정민 교수

1-5

[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금융과 부동산 아우르는 금융부동산학부 운영 ]

[ 금융부동산학부 내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신설로 주거복지사 등 효율적인 진로 및 

   제 2의 인생 준비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교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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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2019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금융 분야와 부동산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교육 체계

를 구성하여 구 자산관리학과를 금융부동산학부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금융부동산학부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주임교수인 이정민 교수는 『품질게임을 통해 본 

한ㆍ일 주택시장 비교와 시사점 연구』 등 오래전부터 고령화사회의 주거수준관리에 관

심을 두고 국내 주택시장의 교체주기와 주거취약계층관련 자격증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 의사결정론」 등 관련 저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Q. 2019학년도부터 도시계획부동산전공이 신설된 계기와 교육 목표가 궁금합니다.

A. ‘4차산업’, ‘인공지능’ 등 메가 트렌드를 대비하여 도시개발을 위한 과목을 개발하고, 

향후 도시재생 분야까지 아우르려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계획부동산전공은 “문화세계 창조”라는 경희의 이념 아래 미래 건설적인 경영인재

를 육성할 뿐 아니라 부동산개발이나 현장관리의 위험대비 등을 교육하여 기술적 분야

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신설되었습니다.

Q.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녹색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타 학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개발하고 

융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계획 및 미래 주택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보다 수준 높은 주거환경과 준비된 노후 재무설계가 필수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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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복지사 등 도시계획부동산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도시계획부동산전공에서는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경매사 등

의 전문자산관리 자격증의 취득에 대해서도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중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사회공헌 활동을 하

는 공공 및 민간기업, 공공입대 관리기관, 민간 임대 관리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지

역의 주거복지 관련기관, LH(공기업), SH 도시공사 취업, 건물 위탁관리 회사에 취업하

는 데 도움이 되며 부동산 전문직 커리어 관리, 은퇴 후 제 2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경력

설계에도 유익합니다.

Q. 현재 주거와 관련해 사회적 차원의 보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거관리사 업무를 좀 더 설명해주세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주거 취약계층은 약 20%에 달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사회초년생

이나 고령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거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해줘

야할 시기입니다. 1차적으로 주거복지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과 이들의 주거를 

확보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나, 이러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주거를 확보하는 계층

에게도 주택마련시기에는 자금조달방법을, 노후에는 노후자금 조달로서 역모기지 등을 

조언하는 자산관리전문인의 역할까지도 담당합니다.

Q.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과 차원의 지원과 학습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거복지사 시험 응시 전 필수적으로 사전 이수과목(필수5과목, 선택 5과목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공에서는 주택시장과 정책론, 주택관리기술론, 주거복지정책

론, 주택관리행정론을 개설하여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의 일부를 수강하여 학위취득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학부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을 이수할 경우 일부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대체인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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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도시계획부동산과 사회복지학과 교과목의 융복합 과정으로 주거복지사 과정을 

운영하여 신편입생에게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실습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하

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서 학우분들이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금융부동산학부에 들어오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주거의 동선과 육아를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보다 주거복지사로 활동하기에 유리하

므로 경력 단절된 여성분 에게 주거복지사를 적극 권합니다. 과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40~50대 제2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주거복

지사는 적극 추천할 만하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자산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알

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융복합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것은 우리 대학 금융부동산학부가 유일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학과의 우수한 강의 컨

텐츠와 지원으로 채워 넣으면 지역 커뮤니티 개발로 변신 중에 있는 도시에서 다 함께 

잘사는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al Interview  |  103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교수님소식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교수

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

[ 문화일반 분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군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 및 능력 인정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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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가 11월 2일(금)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

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韓國文化藝術委員會, Arts Council Korea)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간 3천억의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예술지원기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목적은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

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

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번 위원 위촉은 지난 8월 14일(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해 심

사를 진행하여 결정한, 예년에 없었던 엄격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윤주 교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6기 위원으로 이후 임기 2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기존의 위원 8인이 모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강 교수의 위촉은 양성

평등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강윤주 교수는 이 점과 관

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의 성평등한 구조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며 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 내에도 성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취임식 이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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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신봉섭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교수님소식

글로벌경영학과

신봉섭 교수

03

[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용요인 및 시장세분화 연구: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과 

    개인 혁신성을 중심으로』 연구논문 우수논문상 수상 ]

[ 최근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확산에 따른 

  소비자 수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행 ]

글로벌경영학과 신봉섭 교수가 지난 12월 20일(목)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진행

된 ‘2018 대한경영학회 송년 세미나 및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신봉섭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에 대한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용요

인 및 시장세분화 연구: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과 개인 혁신성을 중심으로』 연구논문

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는 회원 1만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학회로서 회계, 조직인사, 마

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MIS,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 12회 발간되는 학회지에 게재된 총 

100여 편의 논문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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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겸 주저자로 참여한 신봉섭 교수

의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

트 디바이스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신제품이 소

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짐에 따

라 이에 대한 소비자 수용에 관한 실증적 연

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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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호남권 국제관광콘퍼런스 및

한국관광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참여

교수님소식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

04

[ 남북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남북한 관광교류: 북한 관광개발현황과 

  한반도 관광 방향성 모색’ 주제 발표 등 진행 ]

우리 대학 윤병국 교수(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가 지난 11월 2일(금) 영광 국제마음훈련원

에서 진행된 ‘2018 호남권 국제관광콘퍼런스 3차’에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윤병국 교수가 참여한 ‘2018 호남권 국제관광콘퍼런스’는 지난 10월 19일(월) 목포시, 10

월 26일(월) 서울 한양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행사이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라북도, 영광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별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전

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윤병국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전라도 관광의 허브 앤 스파이크 전략을 통해 도시의 차별화

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관광공사와 같은 공동협력 거버넌스가 만들

어져 전북(전주) 또는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 연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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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교수는 이어, 11월 3일(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서 진행된 ‘2018 한국관광연구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학술심포지움’에 발제자 및 분과 좌장으로 참여했다.

‘남북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남북한 관광교류: 북한의 관광

개발현황과 한반도 관광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정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남북교류의 경과를 시작으로 미

래의 한반도 관광, 한반도 관광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

행했다.

윤병국 교수가 참여한 한국관광연구학회는 30여 년의 역

사와 전통을 갖고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관광개발

학회와 한국관광지리학회가 2002년에 통합되어 발족한 

우리나라 최초의 M&A학회다.  

▶  윤병국 관광레저항공경영학

과 교수는 지난 11월 2일(금)

에 진행한 ‘2018 호남권 국

제관광콘퍼런스 3차’에 참여

했다.

▼  윤병국 관광레저항공경영학

과 교수는 지난 11월 3일(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진

행된 ‘2018 한국관광연구학

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학

술심포지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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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1세기 STEAM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양성 진행

교수님소식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어윤일 교수

05

[ KOICA 지원 프로젝트 중 국가수준 문화기술 지원으로는 첫 사례 ]

[ 커리큘럼 설계 후 현지 상황에 맞는 교사연수 진행  ]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어윤일 교수가 미얀마 융

합인재교육 STEAM 교사양성을 위해 커리큘럼 개발 및 책임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이 프

로젝트는 비영리 NGO 단체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에서 진

행하는 STEAM 기반 융합예술교육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며 

2018년 4월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집행형 준정

부기관이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정권 집권으로 53년간 음악교육을 방치하는 등 대학 내 예

술교육에 대한 문을 그동안 닫아 두고 있었다.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문민정부가 출범하면

서 2016년부터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는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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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일 교수가 진행하는 STEAM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젝트는 하나의 문화기술

(Cultural Technology)에 음악을 응용하여 과학, 언어, 수학, 물리학을 통합하고, 더 나

아가 초·중·고등 교육에 적용하는 교사양성교육이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분야의 개념과 원리

를 융합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이다. 

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파견된 연구팀은 미얀마에서의 교육 및 학습에 관한 문화적 문

제를 조사하고, 글로컬(Glocalized) 시대의 커리큘럼을 설계 후 현지의 상황에 맞게 교사 

연수를 시행해왔다. 교사양성은 서울에서 영어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얀마 현 유치원·초·중등 교사, 미얀마 예술문화대학교 

NUAC(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of Myanmar) 교사 및 학생들이 참여했

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한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국가 수준의 문화기술 프로젝트 지

원은 한국에서는 첫 사례다. 미얀마는 21세기 국가 발전 및 미래 교육을 위해 초-중-고 

전국 교육시스템 교정을 JAICA(일본국제협력단) 주체로 지난 5년간 진행했다. 

이미 어윤일 교수는 2011년부터 융합 인재교육에 지속적으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책임연구원으로 코스타리카 전국 음악통합원격적정

교육디자인(“SINEM” - Sisteme Nationale Educational Music),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

예술대학교 전문음악가 양성프로그램과 킬리만자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문화 적정

기술 통합 음악교육들을 진행해왔다.

어윤일 교수는 2013년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를 통해 MOOC 2세대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국내외 많은 주목을 이끌어냈다. 외국 Leonard J. Waks 교수의 저

서 『The Evolution and Evaluation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in 

Motion』에서는 MOOC 2.0 설계 콘셉트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

어 Philip G. Altbach and Hans de Wit (Editors) 교수들의 저서 미국 고등교육 과학 

및 공학교과서 주 출판사인 스프링거 피어선(Springer Pearson Sense Publisher)은 

2011~2016년 중 세계 가장 우수한 혁신적 미래고등교육 56개의 개념모델링들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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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Understanding Global Higher Education"으로 출판하였는데, 그 중 어윤일 교수의 

MOOC 2.0 개념적 모델링 설계가 하나의 중요 혁신 연구로 뽑혔다. 어윤일 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전공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어윤일 교수(왼쪽 4번째)가 미얀마 예술문화대학교 NUAC(National University of Art and Culture of 

Myanmar) 교사들과 기념촬영 중이다.

▲ 화면 속 어윤일 교수가 미얀마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학생들이 화상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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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일 교수 주요 연구 및 논문 : (2018) Uses of social network topology and 

network-integrated multimedia for designing a large-scale open learning 

system(소셜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네트워크 통합의 용도 대규모 개방형 학습 시스템 

설계를 위한 멀티미디어), (2018) Global justice and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 considerations for education policy-planning process(세계시민에 대한 글로벌 정

의와 교육 : 교육 정책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 사항), (2018) Applications of Cloud 

Computing in Open Learning Classrooms(열린 학습 교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응용), (2017) Open Learning Platform Design for Advanced Military Education(군

사 교육을 위한 개방형 학습 플랫폼 설계),  (2017) Ubiquitous Learning and Digital 

Badges in the Age of Hyper-Connectivity(유비쿼터스 학습 및 디지털 배지) 외 다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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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경닷컴 CEO포럼’ 

강연 진행

교수님소식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06 

[ 중소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일본 강소 기업의 경쟁 원천과 사례’ 주제 강연 진행 ]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는 지난 3월 26일(화) 한경닷컴과 한경경영지원단이 주관하는 ‘제2

회 CEO 포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CEO 및 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일본 강소기업의 

경쟁 원천과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태헌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참석

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오태헌 교수는 지난 1월, 충북도 내 시·군 기업인협의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유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저성장기를 극복한 일본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

을 진행하며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강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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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헌 교수는 도쿄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쿄 

사무소 소장, 노무라 연구소 서울지점 부지점장,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방문교수, 한일

경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는 지난 3월 26일(화) ‘제2회 CEO 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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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찬 교수 2019학년도부터

우리 대학 실용음악학과에서 

현장 경험 나눈다

교수님소식

실용음악학과

조규찬 교수

07

[ 개인적인 음악 활동과 음악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

[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요로 하는 현장 경험들 나눌 예정 ]

실용음악학과 조규찬 교수는 이번 2019학년도부터 우리 대학과 함께 하게 되었다. 조규찬 

교수는 개인적인 음악 활동과 음악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한다. 음악 교육이 필요 이

상으로 현학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현업에서 음악을 하고, 이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학생

들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것. 

가르치기 보다는 먼저 음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는 조

규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교육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금은 실용음악 교육이 많

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는 혼자 일일이 실험하며 알아서 배워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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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기에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게 상당히 오랜 세월 고

생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배들은 좀 더 빨리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이 교육을 통해 빨리 배울 수 부분은 효율적으로 익히고, 

창의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을 가

르치게 되면서 저 또한 더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도 다녀오게 되었죠.

Q. 여태까지 주로 어떤 강의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화성학, 시청청음, 앙상블 등 다양한 강의를 했습니다. Peer Evaluation을 활용하는 그룹 레

슨을 많이 했는데요, 교수 일방의 방법론을 주입하기 보다는 학생들끼리 서로 검증하고 평

가하고, 격론을 펼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음악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

에게 주어지는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하며 음악적인 철학이 생기게 됩니다.

Q.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강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우리 학교의 실용음악학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등 계속 

파악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계획을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입학식, 학과 엠티에서 학생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

마나 알고 싶은 것이 많고 음악에 목이 마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계획을 세워

서 학생들에게 따라오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

이 필요로 하는 저의 현장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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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들을 만나며 느끼신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

니다.

우선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미 삶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

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럼에도 음악

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그 꿈을 펼치겠다는 결연

한 의지를 갖고 입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봉우리

에 올라서서 다른 봉우리를 바라보며 ‘저기도 한 번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배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저에게는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

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경야독으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렵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만큼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

니다. 또한 기왕 하는거 많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

는데 그 결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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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위한 

5단계 프로그램” 운영

[ 예비 경희인 위한 5단계 프로그램 운영 통해 체계적 학생 안내·지원 ]

[ 프로그램 단계별 참가 학생에 대한 ‘이수증’ 발급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예비 신·편입생들을 위한 5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단계적·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경희인으로서의 각종 정보 전달과 안내는 

물론 학교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진행된다.

먼저, 12월 12일(수) 오후 7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 네오누리관에서 진행하는 

1단계 ‘Prologue - 1:1 입학상담’ 프로그램은 맞춤형 입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학부(과) 소

속 직원들과 1:1 입학 상담을 진행해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진행된다.

1부는 예비 입학생들에게 학교소개 및 입학절차 안내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2부에서는 

입학상담자별 맞춤형 상담 및 설문을 진행한다. 또한,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

랑하는 글로벌 스튜디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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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First Meeting-특별한 시네마데이트’ 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로 이색적인 입학설명회다.

‘First Meeting-특별한 시네마데이트’ 프로그램은 12월 19일(수) 오후 7시 왕십리 CGV에

서 진행된다. 입학설명회 이후 영화 ‘스윙키즈’ 관람이 이어진다.

또한, 3단계 ‘Greeting-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2019년 1월 5일(토) 오후2시에 경희대 서울

캠퍼스 청운관B1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대학에서의 학

업과 캠퍼스 라이프 안내를 위해 기존의 ‘입학설명회’라는 명칭 대신 ‘온라인 캠퍼스 생활 

설명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기존 입학설명회에서 진행되었던 입학정보, 학사 정보 제공은 물론 캠퍼스 생활 안내와 지

원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임 교수와의 진로 상담도 이뤄진다.

4단계 Harmony- 선배들과 함께하는오리엔테이션은 2018년 1월 19일(토) 오후 2시에 경

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소개, 학사 및 수강 

안내와 장학혜택, 학교캠퍼스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학과(전공) 교수, 선

배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전공 교육과정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인 5단계 Happy Start-입학은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다. 공식적 입학 허가와 다양한 축하 공연, 학교 생활 설명이 진행

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3, 4

단계를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5단계를 모두 이수한 참가자에게

는 학생 이력(학적)에 기재되는 대학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이 외에도 경희사이버대

학교가 매년 2차례 진행하는 해외탐방프로그램 진행시 가산점이 부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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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1단계 프로그램” 

‘Prologue, 일대일 상담부터 스튜디오 투어’ 

[ 2019학년도 예비 신·편입생들과 만족도 높은 맞춤형 상담 진행 ]

[ 스튜디오 투어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시간 ]

[ 영화, 공연 등과 어우러진 특별한 입학설명회 이어갈 것 ]

5단계로 진행되는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 “예비 경희인 5단계 프로그램” 중 1단계인 

‘Prologue - 1:1 입학상담’ 프로그램이 12월 12일(수) 오후 7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

네상스 네오누리관에서 진행됐다.

100여명이 참여한 ‘Prologue - 1:1 입학상담’은 학부(과) 소속 직원과 함께 하는 맞춤형 상

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입학 및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예비 경희인들에게 높은 만

족도를 끌어냈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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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1단계 프로그램” 1단계 ‘Prologue - 1:1 입학상담’이 지난 

12일 오후 7시에 경희대 네오누리관에서 진행됐다.

▶  입학·학생처에서 설명회 기념

품을 전달하고 향후 입학설명

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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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전공 부스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현장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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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학과에 지원 

예정인 고대환씨가 

어머니와 함께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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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가 마련된 ‘Prologue - 1:1 입학상담’에서 예비 지원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받고 있다.

▲네오르네상스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강의 제작 스튜디오에서 예비 지원자들이 투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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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2단계 프로그램”

‘First Meeting-특별한 시네마데이트' 

[ 2019학년도 예비 지원자 및 입학 관심자 150여 명 참석해 

   다양한 학과(전공) 정보 공유하는 자리 가져 ]

[ 예비 경희인 위한 5단계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이벤트 진행 ]

우리 대학은 지난 12월 19일(수) 예비 신·편입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시네마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시네마데이트는 경희인 위한 5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인 First Meeting- 특별한 시

네마데이트로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예비 신입생 및 예비 지원자 150여 명을 초청했으며, 

지난 12일(수)에 진행된 1단계 ‘Prologue-1:1입학상담’에 참여한 예비 입학생들도 줄을 이

었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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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설명에 참여한 예비 신입생 및 예비 지원자들이 입학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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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경희인을 위한 5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

    ‘First Meeting-특별한 시네마데이트’를 진행했다.

▲ 입학설명에 참여한 예비 신입생 및 예비 지원자들이 입학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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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3단계 프로그램”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

[ 학과(전공) 교수님들과의 만남 통해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정보 제공 ]

[ 토크콘서트 진행으로 BTS 열풍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 공유하는 시간 가져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예비 경희인 5

단계 프로그램 중 3단계인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신·편입생 지원자, 예비지원자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 및 진학, 학사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BTS를 사유하다’ 토크콘서트가 진행

됐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신·편입생 지원자, 예비지원자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 및 진학, 학사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BTS를 사유하다’ 토크콘서트가 진행

됐다.

먼저, 학과(전공)별 교수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이 진행

됐다. 학과(전공) 교수들은 학과(전공)별 소개를 진행했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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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월 5일(토)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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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5일(토)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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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5일(토)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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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별 교수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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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학부는 ‘BTS를 사유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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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민석 기획재정처 팀장과 이재훈 입학·학생처 팀장이 온라인 캠퍼스 설명회, 

경희가족 혜택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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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에 참석한 예비 신·편입생에게 다양한 학교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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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Greeting-교수님들과의 만남’에 참석한 예비 신·편입생에게 다양한 학교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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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4단계 프로그램” 

‘Harmony-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  예비 경희인 5단계 프로그램 중 [4단계] ‘Harmony-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비 신·편입생, 재학생 및 졸업생 하나 되는 시간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9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 관에서 ‘Harmony-선배들과 

함께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도 1학기 신입생 ‘예비 경희인 5단계’ 프로그램 중 4단계로 선배들

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예비 신·편입생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 학과(전공)별 교수진, 재학생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등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훈 학생지

원처 팀장의 학사 및 수강 안내, 학생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안내가 진행됐다.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은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드린다. 벌써 3번째 만남에 이어 오늘 4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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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만남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경희사이버대학

교는 여러분의 평생교육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

해 좋은 동료 및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

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환영사 이후 이재훈 학생지원처 팀장의 2019학년도 학사 및 수강안내 진행과 함께 학

생지원처 박춘광 직원이 경희사이버대 캠퍼스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 설명을 진행

했다.

▲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예비 신·편입생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 이재훈 학생지원처 팀장과 박춘광 직원이 학사·수강안내와 도서관 이용, 캠퍼스 설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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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행사 축하공연으로는 개그맨 이영식(상담심리학과 15학번) 학생이 사회를 맡아 예

비 신·편입생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은 아카펠라그룹 

다이아 공연 ▲ 이동은(실용음악학과 17학번) 학생의 통기타 공연 ▲ 그룹 HNB(우진영, 

김현수, 조용근, 원현식, 정민환 실용음악학과 18학번)의 K-POP 공연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3부 행사로 학과(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학과(전공)별 교수님과 선배

들과 함께 예비 신·편입생은 학과(전공)에 대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정보 공유와 소통하

는 시간을 가졌다.

부부인 박혜령(17학번) 편입생, 김용식(19학번) 입학생은  함께 ‘마케팅·지속경영리더

십학과’에 입학했다. 아내 박혜령 학생은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 유약

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 입학을 결심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수

▲  2부 행사 축하공연으로 개그맨 이영식(상담심리학과 15학번) 학생이 사회를 맡았다. 아카펠라그룹 다

이아, 이동은(실용음악학과 17학번) 학생의 통기타 공연, HNB 그룹의 K-POP공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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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선배를 만나 학교생활과 커리큘럼에 많은 도움을 받는 자리에 오게 돼 설레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편 김용식 학생은 “아내와 저는 비경영학과 출신이다. 현재 고속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 경영진으로 취약한 부분의 역량을 키우고자 입학하게 됐다. 추후에 아내와 

함께 경영학석사(MBA)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포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봉선(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지원) 학생은 “디자인 업종에 재직하고 

있다. 디자인은 빠른 변화와 새로운 작품이 많은 직군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입학

하게 됐다. 졸업하기 전 관련 학과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이다”며 각오를 전했다.

우리 대학은 예비 경희인을 위한 5단계 프로그램 운영 중 마지막 5단계 ‘Honeymoon-

해피스타트’ 입학식을 2월 23일(토)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추가모집에 입학한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위한 온라인 캠퍼스 생활설명회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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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학과(전공)별 교수진과 재학생 및 예비 

     신·편입생들이 함께 학과(전공) 소개,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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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희인 5단계 프로그램” 

‘Honeymoon- 2019학년도 

전기 입학식’

[ 새로운 꿈과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3,323명의 경희 가족 ]

[ “인공지능의 확대, 초연결·초융합 사회로 진입하는 

   전환의 시기에 변화의 선도와 적응이 앞으로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 ]

[ “모든 학생에게 전문적인 교육지도와 지원을 통해 최고

의 대학생활 지낼 수 있도록 아끼지 않을 것” ]

우리 대학은 2월 23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

당에서 2019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본 행

사는 ▲ 개식선언 ▲ 연혁보고 ▲ 입학허가 ▲ 입학생 선

서 및 경희 Honor Code 선언 ▲ 장학증서 수여 ▲ 예비경

희인 5단계 프로그램 이수증 수여 ▲ 입학식사 ▲ 재학생 

대표 환영사 ▲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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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3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9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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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생 선서와 경희 

      Honor Code 선언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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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의 입학식사를 하고 있다.

▼ 이동신 뮤지션의 축하공연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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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행사로 학과(전공)별 

     교수님의 학과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특강 및 학교행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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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편입생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진행

[ 멘토(mentor)가 멘티(mentee)에게 학교생활 노하우 전수하는 상호협동 프로그램 ]

[ 선·후배간 유대감 증진으로 대학생활 만족도 고취 ]

우리 대학 학생지원처는 지난 3월 8일(금)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19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사회복지학부, 한국어문화학과, 금융부동산학부, 미디어문예창

작학과 등 10여 개 학과(전공)에서 32명의 학생이 지원하였으며, 전공, 학부, 지역을 기

준으로 7개 조를 편성했다.

입학·학생지원처 이혜린 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의 멘토

링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 ▲ Q&A ▲ 조별 대면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은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멘토·멘티 역할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자

율적 상호협동 프로그램이다. 자기 주도 학습계획을 위하여 학교생활을 먼저 경험한 멘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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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신·편입생 멘티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멘토링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간 졸업생 및 재학생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어, 이재훈 팀장은 멘토프로그램을 이용한 학교생활과 학업 향상을 위해 멘토와 멘티

의 기본 수칙과 준수사항을 전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당부했다.

유혜숙(상담심리학과 19학번) 학생은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지만, 두 자녀

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입학 계기를 전했으며, 이종천(글로벌

경영학과 17학번) 학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획을 세우

기 위해 글로벌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는 정해진 팀에서 카톡과 메신저로 소통하며 KHCU 멘토링 프

로그램 커뮤니티(https://cafe.naver.com/khcuctl)에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3

월 8일(금)부터 6월 16일(일)까지며 5월 중간활동보고서, 6월 최총활동보고서를 제출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2019년 신·편입생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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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된다. 활동평가 후에는 7월 6일(토)에 진행되는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과 학기 말 멘

토링 종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은 평가에 따라 멘토에게 인증서와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리 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우수활동 조, 우수 멘토와 멘티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처(02-3299-8752)로 문의하

면 된다.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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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특강

‘음악과 명상을 담은 

봄날의 토크 콘서트’ 성료

[ 한방건강관리학과 유하진 교수, 실용음악학과 조규찬 교수 특강 진행 ]

[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 통해 학과 정보 공유하는 자리 ]

학생지원처는 지난 3월 30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한방건강관리학과 유하진 교수의 ‘Be Yourself!-명상 한번 해볼

래?’를 시작으로 ‘내가 가장 꿈꾸는 일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를 주제

로 실용음악학과 조규찬 교수가, 경희기록관 남기원 박사의 ‘경희대 캠퍼스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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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강 특강은 유하진 교수와 조규찬 교수의 특강과 함께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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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강 특강은 이혜린 입학·학생처장과 신봉섭 교무처장, 김지형 기획재정처장을 비

롯해 학과(전공) 교수 및 학생 등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 자

리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먼저, 유하진 교수는 “명상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났다. 명상을 통한 뇌내호르몬은 그 

어떤 약물보다 부작용 없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신적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됐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고나리학과에서 명상과목이 신설되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고 전하며 명상을 ‘학문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의 시작

▲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이 개강 특강 참여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 한방건강관리학과 유하진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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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사말과 차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유하진 교수는 영상을 통해 김하온(고등래퍼)의 명상 장

면을 소개하며, 스티브 잡스, 차드 멍 탄(Chade-Meng Tan/

구글 엔지니어, 명상가), 빌 게이츠, 오프라윈프리, 유발 하라

리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도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고 전했다. 또한, ‘Be Yourself!’는 ‘큰 나’, ‘중심에 선 나’가 되

자는 의미를 소개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조규찬 교수는 이번 2019학년도부터 실용음악학과에서 학

생들과 교감을 이룰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재즈곡을 시작으

로 오프라인 실습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조규찬 교수는 “음악

은 지식과 해석, 논리로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이어 “‘내가 가장 꿈꾸는 일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도 있다”는 주제는 재즈를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재즈는 정해

지지 않은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구사하며 완성되는 음악임을 설명하며, 하나의 멜로디

가 다양한 형식(블루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음악이 되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일을 달

성하는 과정에서 하기싫은 일, 그 꿈과 연관되지 않아보이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만

의 목표에 한 단계 다가가기 위한 밑거름이다”고 전했다.

또한, 특강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Thank You”의 노래로 끝을 맺었다.

백명옥(한방건강관리학과 19학번) 학생은 “특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외에 또 다

른 명상을 배웠다. 명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이어 강지영(실용음악학과 17학번) 학생은 “한국어문화학과를 졸업하고 실용음악학과

에 편입했다. 평소 관심 있던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

칠 때 음악적 요소를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편입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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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학생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음악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여 학생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음악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개강특강에는 교수 및 학생 등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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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선도-

“글로벌스튜디오 리모델링 완료”

[ 스텐딩 스튜디오와 대담형 스튜디오 통해 역동적이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의 제작 ]

[ 미래 교육 선도와 교육 혁신 위한 국내사이버대 최대 규모 글로벌 스튜디오 

   E,F 관 리모델링 진행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0일(목) 네오르네상스관 B2층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미래교육 

선도를 위한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을 진행했다.

이번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담형 스튜디오, 스텐딩 

스튜디오를 통해 역동적이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개소했다.

앞서, 우리 대학은 정보기술시대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고등교육 실시를 통해 

경희의 이념인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과 열린 학습사회를 구성함으

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대학은 미래교육

에 한 발짝 더 앞서 가는 계기가 됐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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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밑 왼쪽)신정우 영상제작 팀장의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월 10일(목)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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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은 정윤성 미디어개발처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혜영 총장직

무대행(겸 부총장) 격려사 ▲ 김지형 기획재정처장의 2019 업무계획 보고 ▲ 신정우 영

상제작 팀장의 경과보고 ▲ 리본 커팅식 ▲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정윤성 미디어개발처장은 “리모델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

다. 이번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에 앞장서며 온라인교육을 선

도하는 경희사이버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0일(목)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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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튜디오리모델링을 통해 스텐딩 스튜디오와 대담형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 정윤성 미디어개발처장의 사회로 스튜디오 개관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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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기획재정처장이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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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총장직무대행(겸 부총장)이 오픈식 격려사를 진행했다.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0일(목)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을 진행했다.

이어, 김혜영 총장직무대행(겸 부총장)은”오늘 이 자리는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 혁신을 완료하고, 수준높은 콘

텐츠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고자 선언하는 자리다. 

이번 콘텐츠 제작시설 투자, 장비교체를 통해 다양한 형

태의 온라인 강의 도출과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이 기대된

다”며 오픈식 격려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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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지형 기획재정처장의 2019 업무계획 발표와 신정우 영상제작팀장의 경과보고

가 이어졌다. 

신정우 영상제작팀장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대담형 스튜디오와 강의촬영 중 

활동범위가 넓은 스텐딩 스튜디오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또한, 최신 장비를 도입할 예

정이다. 앞으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 글로벌스튜디오는 매년 운영강좌 800여개와 300

여개의 정규학위과정 콘텐츠 신규제작과 다양한 비학위콘텐츠를 운영 및 제작하고 있다. 

이번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 1월 10일(목)에 진행된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 행사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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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경희인(人)’ 

201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졸업식) 개최

[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학사 1,426명, 석사 36명 총 1,462명 학위 수여 ]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3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1,426명, 석사 3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개교 이래 총 학사 27,681명, 석사 415명의 학위 수

여자를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사회자 신봉섭 교무처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 총동문회장 축

사 ▲ 우수졸업자 시상 및 학위수여 ▲ 졸업식사 ▲ 졸업생 대표 연설 ▲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원일 총동문회장은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때 작은 불행과 불안은 사라

지고 행복과 행운이라는 더 발전된 곳으로 나아간다”며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건넸다.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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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혜영 총장직무대행은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

분들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란다. 졸업 이후에도 모교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 곳곳에서 ‘경희’의 자부심이 

되어주길 바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졸업식사

를 전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보건의료관리학과(구.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이광준 학

생이 수상했으며, 우수학위논문상에는 관광레저항공MBA 한필규(12학번) 학생, 미디어

문예창작전공 김성진(16학번) 학생, 글로벌한국학 김은혜(16학번) 학생이 받았다.

총장상을 수상한 이광준 학생은 “토론방을 통해 학우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을 공유

할 수 있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주말 늦은 시간까지 이메일로 

▲ 1월 10일(목)에 진행된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 행사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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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며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님들의 열정이야말로 최고의 학사 프로그

램이라고 생각한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한 관광레저

항공MBA 한필규 학생은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항공학과로 편입하여 학문적 이

론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 보다 전문

적인 학문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

하여 많은 영역의 경험과 이론적 역량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공헌하게 됐다. 학

부와 대학원 생활을 통해 현재의 직업 및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견해와 선택의 기회

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졸업 소감을 전했다.

졸업생 대표연설을 진행한 미디어문예창

작정공 YONG HIKOCH 원생은 “졸업생 대

표로 연설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

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갈급

함이 있던 저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학

문에 대한 열정을 타오르게 했다. 여러 교

수님과 원우들을 만나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겼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 모두 축하의 

박수를 건네며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

어지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축사를 건

넸다.

이어, 팝페라 그룹 포마스(FOR MAS)의 축

하공연이 진행됐다. 팝페라 그룹 포마스는 
▲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3일(토)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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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김용호, 박요셉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JTBC ‘팬텀싱어’, SBS ‘판타스틱 듀오’ 등 화

려한 방송 이력과 국내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졸업생 및 가족, 지인, 동문은 포마스의 ‘We are the champion’ 공연과 박요셉의 ‘걱정

말아요 그대’ 공연을 감상했다.

한편, 졸업식에는 최고령 졸업생인 사회복지전공 신춘현(15학번, 74세) 학생과 최연소 

졸업생인 외식조리경영학과 요시오카애미 (15학번, 21세) 학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고령 졸업생인 신춘현 학생은 “고희를 넘긴 나이에 젊은이들과 학업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재능을 기부할 계획이다”

▲ 팝페라 그룹 포마스(FOR MAS)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 1월 10일(목)에 진행된 ‘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 행사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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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며 사회복지학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본 행사 이후에는 학과(전공)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졸업

생들은 대학생활동안 가르침을 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재학생 및 가족, 지

인, 동문들은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국어문화학과 방성원 학과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졸업하는 모든 분들께 축

하드리며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어문화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국어문화학과 유영희(14학번) 졸업생은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좋은 학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며 졸업할 수 있어 기쁘며, 언제 어디

서나 경희 인(人)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겠다”고 졸업소감을 전했다. 

▲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본 행사 이후, 학과(전공)별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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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U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잔치 

‘2018 KHCU 학술제’ 

[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와 우수 리포트 발표 통해 학술제 수준 고취하는 계기 ]

[ 해외탐방, 우수 멘토링 발표로 다양한 대학생활 정보 공유하는 시간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26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2018 KHCU 학술제’를 

진행했다. 이번 KHCU 학술제는 대학원 우수논문, 우수 리포트, 백일장 발표와 더불어 우

수 해외탐방, 우수 멘토링 발표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번 학술제는 기존의 학술제와는 다르게 사전심사에 여러 교수가 참여했다. 리포트분

야는 김기택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김진희 미국문화영어학과 교수, 안성식 외식조

리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으며, 백일장 분야는 이봉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심보

선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장미라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등이 1차 사전심사자로 참여해 

본선진출자를 가려냈다.

학술제는 이재훈 학생지원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으로는 민경배(미디

어영상홍보전공) 교수, 권해숙(세무회계학과) 교수, 김학준(스포츠경영학과) 교수가 심

학교이야기 [함께하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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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사위원장인 민경배 교수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본선에 오른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프리젠테이션 구성능력과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예정이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먼저 진행된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는 김석송(글로벌한국학 전공 15학번) 학생은 ‘외국

인 대상 한국 현대사 교육을 위한 대중가요 선정 및 분석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석송 

학생은 30년 경력의 라디오PD의 경험을 살린 연구 과정과 참고문헌을 소개하며 30년

대 스윙재즈를 들려줘 청중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  ‘2018 학술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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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제영(호텔외식MBA 15학번) 학생은 ‘날씨 변수를 활용한 카페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홍제영 학생은 “오늘 어떤 커피를 마셨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발

표를 시작하며 베이커리 운영의 경험을 살린 논문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 심사위원장 민경배 교수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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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이후, 우수 리포트 발표와 백일장 발표가 진행됐다. 우수 리포트 발표는 박근

혜(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17학번) 학생이 ‘2030 여성 대상 엔제리너스 브랜드 활

성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과 엔제리너스라는 기업의 특겅솨 더불어 스타

벅스, 맥심 등 타 커피회사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캠페인까지 제시해 많은 공감을 이

끌어냈다. 이어, 조정국(한국어문화학과 15학번) 학생은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론

적 고착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국제결혼의 개념

과 특징, 국제결혼가족 유형과 결혼이민 증가 유형을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발표했다. 

이후 백일장 발표가 진행됐다. 백일장 발표는 김경순(미디어문예창작학과 17학번) 학생

이 ‘꽝철여사 전성시대’를 제목으로 특유의 입담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으며, 

이복희(미디어문예창작학과 18학번) 학생은 ‘글밭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파종의 시

간, 양분의 시간 등 농사에 빗대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형렬(세무회계학과 17학번) 

학생은 3년 동안의 좌절을 극복하고 현재는 노무사를 준비 중인 본인의 이야기를 적은 

‘나는 종종 고궁을 방문한다’를 소개했다.

발표 이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탐방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해외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지원처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

그램이다. 조성숙(자산관리학과 17학번) 학생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

행된 호주해외탐방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발표했으며, 2018학년 2학기 최우수 멘토로 

뽑힌 이복원(사회복지학부 17학번) 학생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소개와 더불어 입학부터 

지금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담을 전했다.

▲ (왼쪽부터) 조성숙(자산관리학과 17학번) 학생과 이복원(사회복지학부 17학번) 학생이 

해외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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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에 앞서 민경배 교수는 “발표하신 모든 학생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 파트별로 수준 높은 발표를 볼 수 있었다”고 총평하며 발표자들에게 각각의 짧은 코

멘트를 통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이복희(미디어문예창작학과 18학번) 학생이, 최우수상은 윤형렬(세

무회계학과 17학번) 학생과 박근혜(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17학번) 학생이, 우수

상은 김경순(미디어문예창작학과 17학번) 학생과 조정국(한국어문화학과 15학번) 학

생에게 돌아갔다. 이어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각자의 노력과 개성이 담긴 글을 

제출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이 주어졌다.

대상을 받은 이복희(미디어문예창작학과 18학번) 학생은 “경북 구미에서 어제 올라와 

발표 연습을 했다. 대상을 받게 될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못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우수상을 받을 박근혜(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17학번) 학생은 “작년에 이

어 올해도 학술제에 참가했다. 학술제를 통해 발표울렁증을 극복하고 나만의 도전을 이

어가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수상을 받은 김경순(미디어문예창작학과 17학번) 학생은 “용기를 가지고 

학술제게 참여했다. PPT자료를 못내서 아쉽지만 이 모든 경험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

다. 응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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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으로) 대상 이복희, 우수상 김경순, 조정국, 최우수상 박근혜, 윤형렬 학생이 수상했다.



Real Interview  |  178

호주 브리스베인, 

시드니 교육·역사·문화 탐방 

- 제28차 해외탐방기-

[ 해외 교육·역사·문화 탐방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역량 키워 ]

[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 경비 일부 지원 ]

[ 오프라인 행사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 목표 ]

우리 대학 ‘제28차 해외탐방’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2

월 2일까지 5박 6일간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 지역에

서 진행됐다. 입학·학생처 주관으로 진행해온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험을 쌓고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우리 대학의 대표적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28차 해외탐방은 “세계를 품고 미래를 바라본다!”라

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 지

역의 교육 문화와 역사 조명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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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생처는 중국학과 임규섭 교수를 단장으로, 교무

처 한유미 직원을 부단장으로 임명하여 인솔단을 구성했

으며, 재학생 19명과 가이드 등 총 22명의 인원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탐방단은 해외 교육, 역사, 문화 탐방을 위해 호주 최고의 

명문인 시드니, 퀸즈랜드 대학 방문 후 유네스코 문화유

산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했다. 그외에도 호주의 록스 지역 주말 마켓을 

체험하고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포트스테판을 찾아 모래

언덕에서의 썰매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 문화탐방을 계획중이

며, 꾸준한 해외 문화탐방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

는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5월에 예정

되어 있는 ‘제29차 KHCU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학생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한다.

입학·학생처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참가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에서 

진행된 ‘KHCU 제28차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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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KHCU 해외탐방>

탐방 국가(도시) : 체코 등 동유럽지역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탐방 일정 : 2019.5월 중 출발

참가 신청 안내 : 홈페이지 학교 공지 통해 안내(2019년 3월 중 안내 예정)

주관 및 문의 : 입학·학생처,  02-3299-8752,  e-mail: yully0423@khcu.ac.kr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에서 

진행된 ‘KHCU 제28차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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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통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입증 ]

[ 교육프로그램 교류 통해 베트남 대학에 한국어 교육 교류방안 모색 ]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6일(화)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환경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관련 간담회 진행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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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한국어학과 김지형 교수, 한국어학과 

서진숙 교수,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이 참석했으며, 하노이오픈유니버시티 이러닝

센터 Ms. Tran Thi Lan Thu 연구원, 베트남 교육훈련개발연구소 Ms Dao Thi Chi Ha 연

구원, 하노이대학교 Mr. Ngo Xuan Hieu 연구원,탕롱대학교 이계선 교수, 심리학연구소 

Dr. Vu Van Dung 교수, 사회과학연구소 Dr. Nguyen Thi Mai Lan 부교수, 국립행정연구원 

Ms Ngueyn Thi La,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연구소 Luing Son Giang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산하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진행된 행사로서 경희

사이버대학교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자문과 프로그램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우리 대학은 2013년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KF 한국학 보급 사

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학 분야 최고

의 교수진과 우수한 온라인 강의 제작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한국학 강의 콘텐츠를 

100% 자체 개발 및 제작하여 미국, 싱가포르, 체코, 중국, 멕시코 등 해외 유수 대학에 배

포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시범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

정돼 한국어학과의 강의를 멕시코, 파라과이,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오만 등 7

개국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 우리 대학은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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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대학교 Mr. Ngo Xuan Hieu 연구원은 “베트남에서는 지형적 특성과 낮은 학교 접

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한다. 이번 간담회

를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을 접하게 되어 기쁘다. 베트남 내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은 적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복수전공을 통해 다른 전공지식도 쌓

을 수 있어 학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간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을 

전했다.

이어, 한국어학과 김지형 교수는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

로 유학 오는 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다. 학생들의 대다수는 비싼 비용을 들여 한국에 있

는 어학당을 다니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과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육에 대한 장점을 소개했다.

간담회 이후, 우리 대학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의 글로

벌 스튜디오를 견학했다.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절차와 활용 방법,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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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와 파트너십 통해 구성원 국제화프로그램 제공 논의 ]

[ 간담회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 다지는 계기 ]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13일(수) 경희대 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

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 Mr. Ali Soltanshahi 국제교류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 글로벌협력

팀 장선경 직원과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Mr. Ali Soltanshahi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학과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단기 연

수, 교환학생) 협력에 대한 논의와 교원 및 직원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온라인 제작과정과 학과(전공)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자리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Mr. Ali Soltanshahi 국제교류처장은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언어학습에 집중한 프로그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Cleveland State University)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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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및 역사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주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기획이 가능하다. 경희사이

버대학교에 커스터마이징된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한 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백은영 글로벌대외헙력처장은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의 연수프로그램 제안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현재 다양

한 국제화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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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소속교민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우리 대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지난 11월 20일(화)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약 86만명(2017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4번째,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약 9,600여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

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은 한인회와 대학 간 상호 교류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샌프란시스

코한인회 소속 교민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에 소속된 교민들은 협약을 통해 본교 입학시 입학금 면제 및 수업

료 감면 혜택,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 받는다. 

우리 대학은 미국 LA한인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호주 골드코

스트한인회, 호주 퀸스랜드주한인회, 일본 동경한국교육원, 후쿠오카한국교육원 등 해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국제교류협약 체결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04



Real Interview  |  188

외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세계에 있는 여러기관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 왼쪽사진,(왼쪽부터 강승구 샌프란시스코한인회 회장, 글로벌 대외협력 신상기 팀장.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20일(화) 미국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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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태국한인회 소속 구성원의 평생교육과 재교육 도모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 ]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18일(월) 재태국한인회와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

서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은 재태국한인회 소속 구성원들의 평

생교육과 재교육을 도모하고 양 기관 교육 및 문화와 관련하여 교류 촉진과 상호 간의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우리 대학과 재태국한인회는 협약을 통해 해외 재외동포 교육·문화 보급사업 추진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한인회 소속 회원들은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학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황주연 재태국한인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 교민 사회에 양질의 온라인 교육 기회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교민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태국에는 현재 약 8만 

명의 현지 교민이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교류가 기대된다”고 소감

을 밝혔다.

태국 교민의 평생교육 재교육 위해 

재태국한인회와 국제교류협약 체결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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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직장인,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분들이 저마다의 교육니즈를 가지고 재학중이다. 경희사이버

대학교의 온라인 교육이 현지 교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 우리 대학과 재태국한인회는 태국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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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과 재교육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교육 및 문화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 통해 우호 관계 구축하는 계기 ]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4일(목)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싱가포르한인회

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은 싱가포르한인회 소속 교민들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고 양 기관 교

육 및 문화와 관련된 교류와 상호 간의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싱가포르한인회와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교육 및 문화 보급사업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싱가포르한인회 소속 회원들은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 받

는다.

싱가포르한인회 윤덕창 회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학비를 감면받으며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교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청

년층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한인회관 내 창업센터 설치 및 취·창업 

싱가포르한인회와

국제교류협약 체결

학교이야기 [글로벌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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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싱가포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희

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생길 것 같

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이에 글로벌대외헙력처 백은영 처장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교민분들께 다양한 혜택

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싱가포르한인회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취·창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

다”며 소감을 밝혔다.

협약 체결 이후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 제작 현황과 직접 체험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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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4일(목) 

     싱가포르한인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 우리대학은 싱가포르한인회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과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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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브랜드파워 1위 선정 ]

[ 인지 파워(최초, 비보조, 보조), 로열티 파워(이미지, 이용 가능성, 선호도) 모든 항목에

서 우위점 가져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월 22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인증식은 K-BPI 소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브리핑 및 Q&A ▲ 인증패 전달 ▲ 축사 및 선

정소감 ▲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

총장, 방성원 대학원장, 신봉섭 교무처장,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정윤성 미디어

개발처장, 이혜린 입학ㆍ학생처장이 참석하였으며 KMAC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식은 지난 3월 21일(목)에 발표된 ‘2019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K-BPI)’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 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이를 기념

하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4년 연속 1위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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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지난 1999

년부터 진행된 대표 브랜드 진단평가 제도다. 국내 브랜드 진단평가 제도에서 가장 많

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1:1 대면 면접조사(Face to Face 개별조사)와 

SPSS PC+를 이용한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평가제도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5년간 K-BPI 총점 상승과 함께 인지파워(최초, 비보조, 보조), 

로열티파워(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부분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월 22일(월)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 KMAC 방지현 팀장이 2019년 사이버대학 부문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eal Interview  |  196

조사결과 브리핑을 맡은 KMAC 방지현 팀장은 “실질적으로 4년 동안 학점과 장학, NGO 

관련된 종합적인 활동이 노출되면서 인지도에 관련된 지수가 높아졌으며 전년대비 모

든 부분이 올랐다. 또한, 사이버대학을 떠올렸을때 대중들이 기억하는 브랜드가 경희사

이버대학교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은 “18년 동안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해 쌓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로 생각한다. 앞으로 오프라인을 대

체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된다”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증패 전달식에서 KMAC 한상록 상무는 “4년전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생각이 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대학의 편리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희

사이버대학교는 ‘전문성’을 늘 강조해왔으며 이를 브랜드 형성에 활용해왔다. 전문성이 

중요해진 지금시점에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

지만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가진 전문성과 브랜드파워는 강점이 될것이다”며 4년연속 1

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과 KMAC 항상록 상무가 

인증패 전달을 진행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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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은 “처음 브랜드파워 1위를 수상했을때 타 사이버

대학교와 총점 차이가 없었지만 매년 총점 지수가 높아져 뿌듯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많은 고민이 많았다. 직

원들과 교수진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고 내부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는 자긍심, 내부구

성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과 KMAC 한상록 상무가 축하인사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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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 경희 EI(Education+Innovation) 시스템 구축 사업 통해 미래 교육 시스템을 위한 

  교육 혁신 추진 ]

우리 대학은 지난 12월 5일(수) 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발전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시험 감독 시스템 

구축 운영,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교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실행으로 정보통

신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개교 이후부터 사이버대학의 시스템과 강의 콘텐츠 전송의 안정화

를 위해 IDC(Internet Data Center) 입주 및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 앞장섰

다. 이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3년 1월에는 서버 가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 ’

(사이버대학 최초) 수상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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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에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으로 부터 수 차례의 상을 수상했다. 

5월 교육부 ‘2018년교육부 재정 지원 특성화 사업-사업 지원 대학 선정, ▲ 3월, 한국능

률협회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1위(2016~2018년 3년 연속) 

▲ 11월 매일경제 ‘2018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학부문 대상 수상(2017,2018 2년 연

속) ▲ 2월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인교육 부문 대상’ ▲ 12월 한국대학

신문 ‘한국대학신문 직원 대상-우수 대상(원격대학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2007년 원격대학 평가에서 전 영역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되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 ▲ 2008년 인터넷대상에서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사이버대학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선정, ▲ 2010년 총 25개 과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가 주최한 웹어워드 코리아(Web Awards Kore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우리 대학은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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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3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사업’선정 ▲2015년 ‘사이버대학 교

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 ▲ 2016~2018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3년 연속 1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 

‘2018년 생애주기별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 등 다양한 기관

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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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지난 12월 5일(수) 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 대표이사(가운데 왼쪽)와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가운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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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미래교육체제 구축운영 ]

[ 교육혁신을 통해 전체 사이버대학 발전에 기여 ]

우리 대학은 금일 12월 24일(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

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원격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미래교육체제 구

축운영 등 교육혁신을 통해 전체 사이버대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으로서 최우수 대학 선정, 역

량평가 최고 우수대학 인정 등 원격고등교육의 질을 선도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또한, 학사 

26,255명, 석사 379명의 우수인재를 배출하여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발전에 기여했다.

2001년 설립 이후 우리 대학은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 고등교육의 질 제고, 

미래교육체제(Plan 2021)를 이용한 교육의 혁신, 미래과학(미래인간과학스쿨) 설립을 

통해 특성화 및 차별화, 사회공헌, 교육한류 확산 활동을 통해 국내 원격 고등교육을 선

도하고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등을 인정받아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표창’

(사이버대 최초) 수상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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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자 표창’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서 지난 10월 16일(화) 사

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표창 대상 추천을 시작해, 10월 22일(월) 공적조서 및 서류심사, 

10월 26일(금) 우수 공적사항 PT발표 심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거쳤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총장은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총장은 “올

해 크리스마스이브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자 표창을 드리게 돼 

영광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독려하고 협력하여 고등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 앞으로도 고등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우리 대학은 금일 12월 24일(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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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혜영 총장직무대행은 “오늘 사이버대학 

최초로 발전 유공 기관 표창을 받게 돼 영광이

다. 이번 수상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육 

혁신 의지가 널리알려지고, 사이버대학의 부흥

을 이끌 수 있는 선도대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9년부터는 더

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온라인교육의 세계화

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올 한해 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에 공신력 있

는 대외 기관으로 부터 수차례의 상을 수상했다. 

5월 교육부 ‘2018년 교육부 재정 지원 특성화 

사업-사업 지원 대학 선정, ▲ 3월, 한국능률협

회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1위(2016~2018년 3년 연속) ▲ 11월 매일경제 ‘2018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학

부문 대상 수상(2017,2018 2년 연속) ▲ 2월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

인교육 부문 대상’ ▲ 12월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직원 대상-우수 대상(원격대학

협의회 회장상) 수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사이버대학 최초)을 수상

했다.

이외에도 2007년 원격대학 평가에서 전 영역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돼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 ▲ 2008년 인터넷대상에서 ‘방송

▲ 우리 대학은 금일 12월 24일(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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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2008년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사이버대학 최초 강의 콘텐츠 최우수(AAA) 등급 획득 ▲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

설팅 주관 사이버대학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선정, ▲ 2010년 총 25개 과

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회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웹어워드 코리아(Web Awards Korea)에서 최

우수상 ▲ 2013년 교육부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전 영역 최고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어, 서울시 ‘2018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2013년 ‘사이버대

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사업’선정 ▲2015년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에서 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 ▲ 2016~2018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K-BPI) 사이

버대학 부문 3년 연속 1위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e-School 시

범사업’ 선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 ‘2018년 생애주기별 성인학습자 역

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우리 대학은 오는 12월 24일(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장’

     을 수상했다. 

▼ 우리 대학은 오는 12월 24일(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장’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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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상호협력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과정 제공 ]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23일(수) 쿠팡과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공동발전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

행됐다.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쿠팡 소속 임직원에게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대학과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쿠팡은 2010년에 창립됐으며, 로켓배송, 정기배

송,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다.

쿠팡의 남기영 트레이닝 디렉터는 "협약을 통한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과 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쿠팡과

산업체위탁협약 체결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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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쁘다. 또한, 쿠팡 본사 뿐만아니라 자회사도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돼 의미가 크

다고 생각한다”고 전하였으며, 김정원 대외협력팀 팀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위 취득과 함께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되는 학과(전공)이 많다. 쿠팡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산업체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 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lor Your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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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통해 질 높은 교육, 교육비 감면 혜택,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약속 ]

[ 평생교육 및 사회 재교육 통해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4일(목)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와 산업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

공과 상호 간 우호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과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입학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체위탁협약은 직장인에게 평생교육 및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와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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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대학은 삼성, 신세계, 이마트, CJ, SPC 등 400여 개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 긴

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협야기관에서 현장 실습 및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한층더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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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동행’과 연계해 울릉도 거주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후원 ]

[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사이버대 장점으로 한글 교육의 어려움 해결 ]

[ 한국어 기초 학습을 비롯해 지속적인 교육 제공으로 후원 이어갈 계획 ]

한국어학과는 지난 1월 26일(토) 방송된 KBS ‘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어 기초 

회화, 듣기, 쓰기, 문법 등 4과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KBS 동행 194회 방영분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며 한글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

이버 대학의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어 기초 강의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

획이다.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한국문화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 대학에서는 최

초로 설립된 학과이다.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및 사회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KBS ‘동행’ 프로그램 통해

한국어 강의 후원 진행

학교이야기 [경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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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국어, 실용한국어, 전공과정으로 이

어지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어학과 김지형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

해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경희학원

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열린교육·평생 학습을 통한 성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

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이 후원을 약속한 KBS 프로그램 ‘동행’은 자활 의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함께 하며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사

회가 가진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되짚어보

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어학과는 KBS ‘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후원하기로 협의했다. 

(사진출처: KBS 동행 프로그램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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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해외 호텔&리조트 현장학습’ 진행

학과이야기

01

[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외 특급호텔 서비스 체험 통해 관련 분야 글로벌리더로서의 

  경쟁력 강화 ]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의 다양한 전공과목과 연계해 현장감각 고취하는 기회 가져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특성화 프로그램 일한으로 지난 8월 16일(목)부터 8월 20일

(월)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샹그릴라 탄중아루 리조트에서 ‘해외 호텔&리조트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 호텔&리조트 현장학습’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국내 호텔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의 다양한 전공과목들과 연계하여 이론으로 배운 학문을 

실제로 실시함에 따라 현장감각을 고취시기는 계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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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리조트 현장학습’에 참여한 김미리(17학번) 학생은 “이번 투어에서 교수님

의 특강과 호텔시설에 대한 설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값진 경

험을 만들어 주신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에 감사드린다”고 소감

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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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지난 8월 16일(목)부터 8월20일(월)까지 ‘해외 호텔&리조트 현장학습’을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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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경복궁 관람하며 

MT 진행

학과이야기

02

[ 학과 교수와 재학생 및 졸업생 간 화합과 친목 도모하는 시간 ]

[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있는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 ]

일일본학과는 지난 4월 13일(토) 경복궁에서 2019학년도 춘계 MT를 진행했다. 이번 

MT는 신·편입생,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석하며 학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2019학년도 춘계 MT에서는 궁궐지킴이의 해설과 함께 경복궁을 관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오랜만에 경복궁 관람을 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오태헌 학과장은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 이면에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MT

를 진행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궁궐지킴이와 함께한 경복궁 관람 이후에는 맹창재(17학번) 학생회장이 준비한 레크레



Real Interview  |  217

이션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

들은 일본어로 설명된 장소

를 찾아 사진을 찍으며 경복

궁 곳곳을 누볐다.

이번 MT에 참석한 김경선

(19학번) 학생은 “역사에 관

심이 많아 경복궁을 관람하

는 이번 MT에 기대가 컸다. 

함께 공부하는 동기, 선후

배들과 함께 친목도 다지면

서 학업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게돼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장

미(07학번) 졸업생은 “이번 

MT에는 신입생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선후배 간 친목 도모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여러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 깊은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

을 밝혔다.  

▲ 일본학과는 지난 4월 13일(토) 2019학년도 춘계 MT를 진행했다.

▲ 학생들은 일본어로 설명된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으며 

경복궁 곳곳을 누볐다.



Real Interview  |  218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COEX몰 문화마케팅 

현장 탐방’ 진행

학과이야기

03

[ ‘2018 生生마케팅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환으로 삐에로쑈핑 통해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 특강 진행 ]

[ 별마당 도서관, 기획력은 물론 문화콘텐츠활용한 사례 공유하는 시간 가져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지난 9월 14일(금) 이준엽 교수, 김의신 교수 인솔하에 

성공기업탐방의 일환으로 코엑스몰 문화마케팅 현장을 방문했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

십학과 학생들은 삐에로 쇼핑몰, 별마당 도서고나 현장을 둘러보며 성공 마케팅 전략을 

공부했다.

이번 성공기업 탐방은 ‘2018 生生마케팅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

내외 성공을 일궈낸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학습 및 CEO, 임직원 등 실무자 특강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꾀하고 장차 새로운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경쟁략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진행됐다.

MICE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와 다양한 전시문화를 갖춘 코엑스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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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트렌드와 문화의 흐름을이끌며 다채로운 매력을 제공하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성공적인 기업운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엑스몰은 별마당 도서관의 개관으로 활기를 되찾으며, 개관 1주년 만에 방문객 

수 2,100만여 명을 돌파했다. 죽어가던 상권을 되살린 신세계의 기획력은 물론, 문화콘

텐츠를 적극 활용한 점에서 별마당 도서관의 성공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 도서관의 이미지를 버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기획된 별마당 도서관은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이 됐다. 실제로 다양한 체험이나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탐방이 

진행된 날에는 에세이 『소확행』의 저자 배연국 작가의 강연이 진행됐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강연 참석 이후 코엑스몰 내에 있는 삐에로쑈핑 1호점을 

방문했다. 삐에로쑈핑은 ‘펀&크레이지’를 컨셉으로 일본에 인기 있는 만물상 돈키호테

를 적극 벤치마킹한 것이 특징이다.

쇼핑몰 방문 이후에는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의 ‘신세계 삐에로 쇼핑몰의 일본 돈키호테 

쇼핑몰 벤치마킹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지난 9월 14일(금) 코엑스몰 문화마케팅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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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마당 도서관에서 다양한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 진행을 체험했다.

▲ 삐에로쑈핑을 체험하며 일본 돈키호테 쇼핑몰 벤치마킹한 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al Interview  |  221

▲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삐에로쑈핑에 대한 벤치마킹 성공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는 “삐에로쑈핑은 식품·잡화에서 

고가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4만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

을 구성하고 있다. 복잡하게 구성한 내부 구조와 동선, B

급 감성을 자극하는 매장 분위기는 일본 돈키호테 쇼핑몰

의 인기 요소를 적극 벤치마킹해 만든 성공적인 사례”라

고 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벤치마킹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삐에로쑈핑만의 차별적인 요소

를 경쟁력으로 둬야 된다”고 전했다.

특강에 참석한 서상원 학생(17학번)은 “요즘 감성 마케팅

이 트렌드지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탐방을 통해 체감

할 수 있었다”며 강의에서 배웠던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공기업 탐방단을 인솔한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이준엽 학과장은 “코엑스몰 탐방으로 성공적인 별마당도

서관의 랜드마크화와 삐에로쑈핑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마케팅 전략과 기업의 변화 경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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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 ‘찾아가는 학생 상담’  

5회 걸쳐 4개 권역에서 진행

학과이야기

04

[ 교수가 직접 지방 거주 학생 위해 5개 지역(인천, 충청, 경상, 전라) 방문 ]

[ 각 지역 방문하여 학생상담 진행함으로써 학습 독려와 역량 있는 상담전문가 

  자리매김하는 계기 ]

상담심리학과는 2018학년도 2학기 동안 체계적인 학생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학생 상

담’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학생 상담’은 인천, 충청, 경상, 전라 4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지방에 거주하는 재학생이 많지만, 오프라인 특강은 주로 서울에

서 진행되어 많은 학생이 학과 특강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과 교

수가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소통하여 전문적인 학생관리를 하기 

위해 진행됐다.

각 지방에서 교수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독려와 진로지도

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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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내 학생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졸업생과 재학생 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찾아가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상담현장 소

식을 업데이트 하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인천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학생 상담’ 시리즈 첫 번째 모임에 참여한 진미경(14학번) 학

생은 “고정은 교수님께서 직접 학과 학생들을 위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학생 개개인

의 고민과 진로 문제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

▲ 상담심리학과는 2018학년도 2학기 동안 5차례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통해 각 지역의 학생들과 대면을 통해 상담 및 진로진도

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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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이번 특강이 더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 영남지역학습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찾아가는 학생 상담’에 참여한 전현정(15학

번) 학생은 “교수님을 뵙기 위해 상담심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진로와 고민에 대해 상담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  

교수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행하시는걸 보면서 상담심리

학과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효경(13학번) 학생은 “‘태풍 솔릭’이 온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

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까지 찾아오셨다. 특강을 통해 상담 공부와 진로, 상담

자의 자기인식 중요성은 물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

다”라며 특강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충청 지역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학생 상담’  다섯번째에 참여한 양은영(18학번) 학생은 

“다른 특강에서는 학과 교수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교정은 교수님과 개인 고민, 진로, 학업목표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

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선정(17학번) 학생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뵙던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어 좋았다. 

평소 고민이었던 부분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돼 다시 한 번 더 특강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바쁜 일정 속에 좋은 특강을 마련해주신 고정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상담심리학과는2019년 1-2월 중 제주도에서 ‘찾아가는 학생상담’ 6번째를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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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심리학과 학우들 간의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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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예술교육 진행 사례발표 및 

종강 간담회’ 진행

학과이야기

05

[ 간담회 통해 전공 교수와 재학생간 학업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시간 ]

[ 재학생 사례발표로 다양한 예술교육 알아가는 계기 ]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지난 12월 29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예술교육 진행 사례발표 및 종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강윤주 주임교수, 심보선 교수 및 최희경 교수, 임승

관 교수, 전태일 교수, 안태호 교수, 학과 직원 및 재학생 21명, 총 30명이 참석했다. 서울

과 경기도, 제주도와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박순용(17학번) 원생과 정용호(18학번) 원생이 예술교육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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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진행 사례발표 시간은 박순용(17학번) 원생의 ‘아파티스트(Apartist)’ 사례발

표, 정용호(18학번) 원생의 ‘비영리민간단체(NPO)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발표로 구성되

었다. 특히, 정용호 원생은 비영리 민간단체 ‘코어(CORE)’ 대표로 코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동아리 ‘한국응원봉사단’의 봉사단원을 소개했다. 사례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

간에는 문화예술교육과 아파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후, 종강 간담회에서는 전공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조별로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 간에도 학업, 특히 논문 작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향후,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서는 2월 9일 ‘문경소다(문경Social Dining)’ 

라는 이름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는 연극 ‘헬멧’을 관람하고 

작품의 연출가 및 배우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 전공 교수와 재학생들이 함께 학업에 대한 개인적인 자문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지난 12월 29일(토) ‘예술교육 진행 사례발표 및 종강 간담회’를 진행했다.



Real Interview  |  228

스포츠경영학과

‘동계스포츠 및 운동상해’ 수업으로

스키캠프 진행

학과이야기

06

[ 지난 1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엘리시안 강촌에서 ‘동계스포츠 및 운동상해’ 수업인 

  스키캠프 통해 협동심 다져 ]

[ 다양한 현장 경험 통해 소통하는 스포츠경영학과 ]

스포츠경영학과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엘리시안 강촌에서 ‘동계스포츠 

및 운동상해’ 수업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는 스포츠로서 스키에 대한 배경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내부 강의와 이를 몸으로 익히고 함께 협동심을 다지는 순서로 구성됐다.

먼저 강의에서는 동계스포츠의 꽃인 스키의 역사를 시작으로, 스키의 윤리, 스키의 경기

방법 및 규칙, 스키의 기술 등에 대해 배웠다. 스키의 역사에서는 기원에서부터 현대로 

오며 어떻게 발전하고 종류가 다양해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스키의 윤리

에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스키 기술로서 ‘플루크 파렌’, ‘플루크 보겐’ 등 기초부터 다졌다.

둘째날 부터는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 스키와 스노우보드로 조를 나누어 초급자 코스부

터 중급자 코스까지 단계별 강습을 진행했다. 초급자의 경우, 중급자 코스까지 업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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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코칭이 이루어졌다. 중급자 코스에서는 각 사람의 동작을 영상으

로 찍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정교하게 스키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둘째날 실습 후에는 수고한 강사진과 학생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구성원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경영학과 학과장 김학준 교수는 “오늘부터 본격적

인 실습을 하였는데 학생들 모두 다치지 않고 실습이 끝나 강사진에게 감사하는 자리를 

▲’동계스포츠 및 운동상해’에 참여한 스포츠경영학과 학생들

▲스노우 보드와 스키로 나누어 실습 중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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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스키캠프에 참여한 보건의료학과 황수연 학생은 “학생들 모두 처음보다 기술이 많

이 향상되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다같이 이어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등 멋진 포퍼먼

스도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학준 학과장은 스키캠프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스키장에서 1년 내내 기획서만 작성

하는 사람보다 스키 시즌에 스키를 가르쳐보고, 직접 타보면서 현장에서 스포츠를 전문

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실습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스포츠경영학과에서 공부하게 될 예비 신입생들에게는 “사이버 대학은 대

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많은 교수진과 학

생들이 서로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며, 같은 길을 걷는 학우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함께 공부한다면 입

학 때 목표했던 바를 졸업 때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스키 캠프에 참여한 스포츠경영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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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학부

‘2018학년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 성료

학과이야기

07

[ 설문 토대로 특강 주제 선정,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되는 강의 진행 ]

[ 금융부동산학부 개편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통합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

금융부동산학부는 지난 1월 19일(토) ‘2018학년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콘서트는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의 교육목표인 자산관리 전문과 양성을 목

표로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안동현 교수는 ‘금융위기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미국과 우리나

라를 중심으로 경기국면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추세와 미국 경기 순환 설명을 통

해 향후 경로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0년 위기설에 대한 배경 및 진위 그

리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양한 국면별 주요 특징 설명을 진행했으며, 최근 자산관리의 

변화 및 위험요소의 설명과 앞으로의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 학생들과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 규

제강화, 금융위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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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학부는 지난 1월 19일(토) 코엑스에서 ‘2018학년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를 진행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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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학년도부터 신설 및 개편이 진행되는 금융부

동산학부(구. 자산관리학과) 개편 일정과 설명회가 진행

됐다. 

박유진(16학번) 학생은 “학부로 개편되면서 배울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좋다. 또한, 전문분야를 세분화 적으로 배

울 수 있어 좋다. 두 전공 모든 부분에 관심을 두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업을 이어간다면 폭넓은 학업을 이

어갈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정명식(16학번) 학생은 “특강을 통해 미국 경기국면 정점

과 신흥국들의 움직임 등 금융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학

생에게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 또한, 학과 골드크로스 주

식동아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돼 좋았다”고 

특강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다경(18학번) 학생은 “서울대 안동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금융위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었지만,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성공콘서트도 기대된

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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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19학년도 

상반기 오리엔테이션 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필수 특강

학과이야기

08

[ 사회복지실습 담당교수,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 공유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현장사례관리 발표  ]

우리 대학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1월 5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2019-2학기 사회복

지 현장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00여 명의 참여 학생들은 실습 담당 11

년 차의 최영대 교수 설명에 경청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 실습담당은 최영대(창동 종합사회복지관장) 교수, 김종필(웃음플러스 경기지

부장) 교수, 이종민(도촌 종합사회복지관장) 교수, 오성택(종로 종합사회복지관부장) 교

수 등이 맡고 있다.  

진행을 맡은 최영대 교수는 사회복지사와 봉사자의 차이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

증 취득자 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현재 고양시 전체 주민 수(180여만 명)와 같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전공필수과목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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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다. 이 과목은 기관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습수업으

로 구성된다. 

최 교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매우 필수적인 직업군이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그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봉사자와 사회복지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름에 있다고 설명했

다. 자원봉사자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냉철한 머리와 전문지식

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매년 3월과 9월, 2번 실시하며 학기 중 ¼기간을 사용한다. 실습자

는 실습지도 교수의 의견과 실습 기관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성적은 실습자의 성

실성에 따라 매겨지며 시험 없는 절대평가로 등급을 나눈다. 

▲ 지난1월 5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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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

서 사회복지사는 매우 필수적인 직업군이

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그에 따라 최근 사

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봉사자와 사회복지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서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름에 있다고 설

명했다. 자원봉사자는 따뜻한 마음만 있

으면 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냉철한 머리

와 전문지식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매년 3월과 9월, 2번 실시하며 학기 중 ¼기간을 사용한다. 실습자

는 실습지도 교수의 의견과 실습 기관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성적은 실습자의 성

실성에 따라 매겨지며 시험 없는 절대평가로 등급을 나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이다.  

▲사회복지학과 최영대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다양한 사전숙지사항을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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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실습 개요 설명에서는 현장실습의 의의와 목적, 실습 분야와 특성의 요점을 강조

하고, 기관 선정과 주의 사항, 실습 시 준수사항 등 예비교육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사회

복지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므로 무엇보다 경험을 중시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

므로 실습의 초점은 그동안 배운 지식과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

며,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실습 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의료 및 정신 보건복

지, 여성 및 가족복지 등으로 나눈다. 실습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종별복지관, 

의료분야, 사회복지시설과 시민운동단체 및 정부기관, 기타 시설(협회, 협의회, 공동모금

회, 자원봉사센터) 등이며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쌓는다. 실습이 확정된 학생은 실습 전 

1회, 실습 중간 1회 오프모임의 필수 실습평가회가 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사회복지학부 김효진 학생(16학번)은 현재 유치원 보육교

사로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아동 보육에 대한 전공이 필요해서 참여했다고 밝히며, 부

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부 은경미 학생(15학번) 

직장인의 주말 실습 시스템과 본인이 원하는 실습 기관 선정에 대한 대상 기관에 대해

서 질문 하기도 했다. 이어진 현장 실습사례발표 시간에는 심은혜 학생이(사회복지전공, 

15학번) 용인시 해바라기 요양원에서의 실습 과정을, 정현진(사회복지전공, 15학번) 학생

이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에서의 3주간  실습에 대해 소개했다. 이 밖에도 현장 실습 담당

자로부터 행정절차 등의 안내가 이뤄진 후 모든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마무리했다.    

▲현장실습 담당자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행정 및 실습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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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학과

‘2019 문경인의 밤’ 성료

학과이야기

09

[ 마술공연, 베스트 드레서 시상, DJ 공연 등 다체로운 행사 진행 ]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지난 1월 12일(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디자이너스 라운지에서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하는 ‘2019 문경인의 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경영학과장 심보선 교수와 전한호 교수를 비롯하여 김주연, 방승

환, 김혜준 외래 교강사와 재학생 및 졸업생 총 30여 명이 참여하여 2018년을 되돌아보

고 2019년을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보선 학과장은 “2019년을 맞이하는 송년회에 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 모두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시작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참석 교수

들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격려와 한해의 소회를 전했다. ‘2019 문경인의 밤’ 행사는 

국제 마술사 멀린상을 수상한 지혜준(16학번) 학생의 마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지혜준 

학생은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며 한국 마술공연계에서도 실력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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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술을 선보이며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2019 문경인의 밤’ 행사에는 블랙&골드의 색상으로 베스트 드레서 프로그램도 진행됐

다. 이번 베스트 드레서 수상은 <전시기획론>의 김주연 교강사가 수상했다. 김주연 교수

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며 베스트 드레서 수상까지 하게되 기쁘다. 

2019학년도에도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유혜린(17학번) 13대 학생회장의 진행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퀴즈대회, 그리

고 마지막 공연으로 유준성(16학번) 졸업생의 DJ 공연이 진행됐다. 

13대 학생회 임기가 공식으로 종결되고 14대 학생회가 춤범했다. 이보람(17학번) 14대 

학생회장은 “어깨가 무겁지만 학우들과 많이 소통하며 노력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지난 1월 12일(토)  ‘2019 문경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 국제 마술사 멀린상을 수상한 지혜준(16학번) 학생의 마술공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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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화영어학과,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동계영어캠프 성료

학과이야기

10

[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Wayne Gauthier 교수와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진행 ]

[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영어 교육으로 재학생 수업 만족도 높아 ]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지난 1월 12일(토)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서 학과 특성화 프로

그램인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동계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동계영어캠프 프로그램은 ‘Celebrations in American life’를 주제로 Wayne 

Gauthier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Wayne Gauthier교수는 2018학년도 원어민 영어 스

터디를 3회 진행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현재 경희대 교육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하고 있으며, 미국문화영어학과 영어 스터디 및 영어캠프를 담당하고 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이번 동계영어캠프 참가자를 위해 퀴즈, 미국드라마 활용 등 

다양한 수업 방식과 과제를 준비하여 오프라인 수업에서 재학생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영

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동계

영어캠프에는 재학생 6명, 2019학년도 예비 신입생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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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지난 1월 12일(토) 

     동계영어캠프를 진행했다.

▼ 동계영어캠프를 진행한 

     Wayne Gauthier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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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영어캠프에 참여한 백초연 학생(15학번)은 “다양한 주제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8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

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영어캠프가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이어, 박인철(18학번) 학생은 “원어민 교수님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돼 영광이었다. 또

한, 다른 학우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용군(15학번) 학생은 “교수

님의 적극적인 강연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 좋았다.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정리하

는 시간을 가져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 미국 문화행사와 기념일을 이해하

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프로그램 주

제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며 소감

을 밝혔다. 미국문화영어학과는 2017학

년도 1학기부터 미국학과에서 미국문화

영어학과로 개편하고 미국문화라는 콘텐츠 안에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마련했다.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방학 중에도 원어민 스터디를 운행하면

서 효율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오는 2월 16일(토) 오후 1

시부터 5시까지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대상

은 미국문화영어학과 재학생과 2019학년도 예비 신·편입생으로 진행된다.   

▲ 동계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문화와 퀴즈, 미국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영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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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경영학과 ‘커피문화원’ 

커피특강 및 벤치마킹 투어 진행

학과이야기

11

[ 커피의 역사와 현대인 커피성향에 대한 정보 공유와 미래 커피산업 트랜드 반영한 

   비즈니스모델 논의 ]

외식조리경영학과는 지난 4월 6일(토) <커피하우스 창업론> 강의를 맡은 최성일 교수와 

함께 커피문화원(CHOI espresso coffee shop) 벤치마킹 투어와 커피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벤치마킹 투어와 특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세계 커피 역사, 우리나라의 커피 역

사, 커피 소비문화의 변천사, 가루커피에서 원두커피로 향하는 현대인의 커피성향에 대

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커피 추출을 위한 커피 그라인더, 커피머신 등 커

피에 대한 다양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로스팅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추출된 

커피를 시음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커피문화원 1층에서 커피와 차 시음을 마친 후 2층과 3층을 둘러보며 박

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커피머신과 글라인더, 로스터기 등의 커피 관련 기계와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풍경의 그림이 어우러져 커피콩을 재배하는 지역의 느낌을 받았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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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벤치마킹 투어와 특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세계 커피 

역사,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 커피 소비문화의 변천사, 가루커

피에서 원두커피로 향하는 현대인의 커피성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커피 추출을 위한 커피 그라인더, 

커피머신 등 커피에 대한 다양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로스팅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추출된 커피를 시음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커피문화원 1층에서 커피와 차 시음을 마친 

후 2층과 3층을 둘러보며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커

피머신과 글라인더, 로스터기 등의 커피 관련 기계와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풍경의 그림이 어우러져 커피콩을 재배하는 

지역의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2층에는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로스터기를 보며 최고의 품질

을 위해 염두해야 하는 사항이나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

다. 이어, 학생들은 3층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강의

제작과 미래의 커피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비즈니스모델의 정

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에 참석한 김영미(16학번) 학생은 “커피 생산국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애장품들이 

커피의 맛과 어우러졌다. 최성일 교수님을 통해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

며 행복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멋있는 것 같다. 저도 일을 즐기며 패기와 열정을 다

해 삶을 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연화 (18학번) 학생은 “예가체프로 내린 아메리카노에서는 은은한 꽃 향과 깔끔한 

산미, 에프터테이스트가 좋았다. 커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녹아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커

피도구와 그림이 전시돼있는 공간에서 행복한 커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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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조리경영학과는 지난 4월 6일(토) 커피특강 및 벤치마킹 투어를 진행했다.

▲ 외식조리경영학과 학생들이 투어를 진행한 ‘커피문화원’에는 

로스터기와 그라인더, 커피머신이 전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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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미(16학번) 학생은 “벤치마킹을 통해 커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

님들과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세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실(17학번) 학생은 “오랜만에 교수님과 선·후배님들을 만나서 반가웠

다. 우리 외식조리경영학과만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

다. 앞으로 오프라인 강의와 벤치마킹, 특강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행복감과 기쁨

을 느끼길 바란다. 아직도 처음 맛보았던 커피 체리티와 에스프레소의 여운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외식조리경영학과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전

했다.  

▲ 외식조리경영학과 참여학생들이 로스팅이 다르게 된 커피를 시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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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명사 초청 특강’ 진행

학과이야기

12

[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전망’ 특강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통찰하고 예측하는 시간 가져 ]

[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시작’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자” ]

후마니타스학과는 지난 2월 11일(월)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

세 전망’을 주제로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가 진행했다.

후마니타스학과 서유경 교수는 “우리의 남북관계는 긴 시간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내

고 오늘날 평화와 비상(飛上)이라는 환경과 기운(氣運)으로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세 번

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로 가는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

이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김용현 교수는 ‘평화, 새로운 시작’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한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질문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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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마니타스학과는 지난 

     2월 11일(월)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 후마니타스학과 서유경 학과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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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베를린 쾨르버재단에서 진행한 ‘베를린 평화구상’ 연설 내용을 살펴보며, 1989년 12

월에 이뤄졌던 몰타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을 통해 김용현 교수는 2019년의 한반도 정세 변화 배경을 해석하면서 “북한이 진

정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핵 

무력의 완성’에서 ‘핵 포기’라는 역설적 표현은 핵을 포기해도 기술적 역량과 연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장기집권을 꿈꾸는 북한에 대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宰制)가 

싫고 부담스러운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현 교수는 “‘평양공동선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고 중요한 ‘중매인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홍남진(후마니타스학과 18학번) 학생은 “분단되어 전쟁을 겪은 남북이 이제 공포의 균

형에서 탈피하고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김용현 교수님으로부터 한반도 정세를 통찰하

고 예측할 수 있는 강의를 듣게 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가 특강을 강연했다.

▲ 강연 중간 질의 응답을 통해 참여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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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과, 

제55회 한누리 열린특강 

‘한국적인 것’에 대해 다시 사고하기 개최

학과이야기

13

[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

[ “한국적인 것은 고정 불변의 상태가 아니며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 ]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1월 26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다시 사

고하기를 주제로 제55회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어문화학과 방성원 학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대학원 글로벌한국학 

김성윤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성윤 교수는 특강에 앞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국 영화 중 가장 한국적인 영화

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한국적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

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를 이어갔다.

질문에 학생들은 김치, 한복, 나누어 먹는 것 등의 대답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영화로는 

서편제, 웰컴 투 동막골, 왕의 남자 등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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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대답에 김성윤 교수는 “지금처럼 김치, 한복 등의 전통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

려는 것이 대다수다. 이런 점은 제국주의의 산물로 생각한다.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알아야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것을 찾아

오도록 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제국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적인 영화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인 대다수가 왕의남자, 서편제 등과 같이 전

통의 풍류와 예술을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올드보이를 가장 한국적인 영화로 뽑는다. 한

국의 전통적인 면을 보여주는 왕의남자, 서편제의 영화는 옛날의 한국의 모습, 복식, 예

술 등을 보여주지만, 올드보이와 같은 현대영화는 현대 사회의 한국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영화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교수는 영화 외에도 대중 문화예술 K-POP를 통해 한국적인 것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뮤직비디오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윤 교수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과 그 예술』, 에릭 홉스 본 『만들어진 전통』 

책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한국적인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1월 26일(토) 제55회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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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적이라는 것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각자 다양하게 누리는 것으로 고정불

변의 상태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바뀌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한국적인 것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다. 한국문화 또한 두 가지의 문화가 서로 섞여진 복합형의 상태이며 이런 

상태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적인 것은 정의 내릴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강의에 참여한 한국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학생들과 

자신에게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지, 현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성윤 교수는 한국사회, 문화, 전통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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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 

제15회 졸업전시회 

<TIMELESS> 성황리 성료

학과이야기

14

[ 예비졸업생, 우리대학에서 4년간 연마한 예술역량 유감없이 발휘 ]

[ 졸업작품 통한 재학생과의 소통과 교류 등 성황리에 막내려 ]

우리 대학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은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제 15회 졸

업전시회 <TIMELESS>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TIMELESS’라는 주제와 함께 ‘영원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며, 사랑이며, 삶에 대한 진

실한 열정’ 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비졸업생들이 4년간 연마한 지

식을 바탕으로 땀흘려 완성한 작품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영상, 일러

스트레이션 및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19일 홍릉 아카피스관에서 진행된 오프닝행사에는 예비졸업생 및 재학생 3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이소연 IT·디자인융합학부장과 정윤성 전공주임 교수의 애정어린 축사를 시

작으로 디자이너로서 첫발을 내딛는 예비졸업생들의 소감 및 작품소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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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IT·디자인융합학부장과 정윤성 전공주임 교

수는 “강인한 생명력의 민들레홀씨가 날아가 자리

를 잡듯 각자의 새로운 위치에서 열정적으로 세상

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길 바란다”며 “TIMELESS 라

는 전시명처럼 끊임없이 노력해 성과를 달성한 졸

업생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진심

으로 응원한다”고 아낌없이 격려했다.       

더불어 이번 졸업전시를 준비한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 최지영 졸업전시준비위원장은 “이번 전시회

는 많은 고민 끝에 성취한 결실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지도편달해 주신 교수님들

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레는 새 시작선에서 더 큰 세

상을 향해 도약하는 디자이너로 자신있게 나아가겠

다”고 전했다.  

▲ 제15회 졸업전시회 

    <TIMELESS>의 성공적 개최

◀ 졸업전시회에 참여 한 

    예비졸업생들의 작품

※ 제15회 졸업전시회 참석자(8명) 및 작품명 (추가)

김소원 / 공감 (APP)

김소현 / 종이봉투 하나 (Illustration)

백준호 / 드루이드 (3D modeling_Blender)

안진희 / 통일 (Motion Graphics)

이예진 / 여행 (Illustration)

이 황 / 기억을 다시 색칠하기 (Drawing)

정 훈 / 도시 (TimeLapse)

최지영 / 강점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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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이야기

15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시 창작 카페

‘새울음나무’

김기택 교수와 합평 수업 진행

[ 김기택 교수와 함께하는 시 합평 수업,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며 큰 인기 ]

[ 소설창작 스터디, 정신분석 스터디, 소설론 등 다양한 스터디 활동으로 

  실질적인 창작 활동 함께하는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우리 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지난 9일(토) 오전 11시, 네오르네상스 105호에서 시 

합평(合評)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에는 1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각자 자신이 쓴 시

를 낭독하고 함께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김기택 교수(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주임)와 함께 

시인의 꿈을 키워가는 문창과 학생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시 창작 세미나 및 스터디를 진

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김기택 교수의 탁월한 문장력과 유머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

를 끌고 있으며, 서울, 인천, 대구, 천안, 구미 등 거리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2013년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 창작 및 합평 수업은 23회까

지 꾸준히 진행되며, 학생들의 습작에 대한 열망과 궁금증에 희망의 불을 지펴왔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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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부터는 해외와 지방 거주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Gooroomee 화상수업)으로 매달 둘째 목요일에 진행하며 직접적인 합평을 받고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실족사한 친구를 회상하며 쓴 시 「실족사」,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하

는 시 「오일간의 거래」 등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실족사」는 산행

을 하다가 실족사한 친구를 문상하며 쓴 시로, 친구에 대한 애정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오일간의 거래」는 일상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시로, 남성의 야생성을 기대했는

데 중년 남성의 축 늘어진 모습이 재미있게 표현 되어 있다.

김기택 교수는 시를 쓸 때 화자의 시점이 혼재되어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또한, 너무 어렵게 꾸며진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소통이 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며, 자신의 심리상태를 상징성을 띤 이미지로 나열한 경우 독자들이 읽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지난 9일(토) 오전 11시, 네오르네상스 105호에서 시 합평(合評)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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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이 가지 않았어요.

부부교사였던 친구 부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

국화향기 그윽한 영정 앞이서 할 말을 잊었다.

몇 달 전부터 어깨, 허리 통증으로 당분간

산행 못 간다고 연락하지 말라고,...(중략)

그 친구는 오가는 이 없는 산길에 쓰러져

아무리 고함쳐 봐도 소용이 없었네.

아직 안개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다.

아랫도리가 촉촉해진 도토리나무가

잎사귀 늙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웃음 짖고

꽥꽥 소리 지르던 오리는 환생하는 줄도 모르고 기쁜 웃음으로 

'보생와사步生臥死' 구호에 날개 짓 하는 즐거운 하루였네.

왜그리 일찍 가고 싶었을까...(중략)

환자 치유 한 방편으로 스텝연습 하던 친구였는데...

실 족 사
조ㅇ문

시 합평(合評) 수업에서 발표된 「실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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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장날, 얼룩 줄무늬 티셔츠를 샀다
오천 원 주고 산 티셔츠,잠옥으로도 어울린다며 싫다는 그에게 억지로 입혔다.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 떠올리게 하는데

바람을 가르는 갈기는 없었다...(중략)불룩한 배, 처진 가슴, 탄력 없는 둥글 넓적다리의 남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길들여져
저녁 내내 히이잉 히이잉 울어댔다.

맘에 들지 않는다며 티셔츠 벗어 던지고 뒤돌아서는 중년

목덜미에 붙은 가격표가 오천 원짜리였음을 알까......(중략)

홀씨 폴폴 날아가 버린 빈 대궁, 한껏 까치발로 몸 추겨 올린다

무뎌진 감각은 왜, 관절마다 되살아나는지

영문도 모르는 바람이 파고드는 무릎,

덧신을 신어도 시린 발가락이 꼬물거린다

그녀도 같은 가격대였다
그래도 오일 뒤 장날, 호피무늬로 갈아타 볼 참이다.

이ㅇ희

오일간의 거래

시 합평(合評) 수업에서 발표된 「오일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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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택 교수는 “스토리가 주는 즐거움, 화자가 느끼는 인간적 감정과 독자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 시는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문학이 허구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시를 쓴다. 톤(목소리)이 일정하여 자연

스럽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말하며, “시 속에서 구체적인 일상이 있으면 시어와 사유

가 풍부해지고 리얼리티가 있게 된다. 일상이야말로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현장이다. 러

시아 언어학자 미하엘 바흐찐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참고하기 바란다”는 등 다채

로운 피드백을 주었다.

김 교수는 “詩는 밀실과 광장의 상상력에서 태어난다. 사람과 세상은 모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며,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시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현재 학생 중

에는 시인이나 신춘문예출신 등, 문예지로 활동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 미디어문

예창작학과는 정규 과목보다 스터디 활동이 많다. 소설창작 스터디(김기택 교수), 정신분석 

스터디(이봉일 교수), 소설론(노희준 교수) 등, 장르별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며 학

과의 장점을 전했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김기택 교수와 시 합평(合評) 수업에 참여한 학우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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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글쓰기> 교수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성료

학과이야기

16

[ 글쓰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 ]

[ 글쓰기의 원칙과 방법 노하우 전하고 책 증정 및 사인회로 특별한 이벤트 진행 ]

[ 글쓰기과목 과제를 통해 수강생과 함께 심도 깊은 대담 이어져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월 26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강원국, 백승권 

교수를 비롯한 글쓰기 과목 첨삭지도 교수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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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는 직장인 글쓰기 전문코치이며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저자인 백승권 교수

가 사회를 맡았다. 백승권 교수는 “이번 행사는 강원국 교수와 첨삭 지도를 맡고 있는 안

지은, 최현숙 교수와 함께 글쓰기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를 전하고자 한다. 인상 깊었던 

글쓰기 과제를 공유하고 해당 과제의 수강생과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자 한다”며 행사 개

최 목적을 밝혔다.

최현숙 교수는 <논리적 글쓰기> 과목에 대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논리적인 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하기에 논리적·비판적 

사고의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때 논리적의 단어를 

어렵게 인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강원국 교수는 “논리적인 글은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지면 설득력과 개연성이 있

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근거, 사례 등 다양한 글쓰기의 기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백승권 교수는 “논리적 글쓰기의 상반된 글쓰기 수단 방법은 스토리텔링이다. 두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어떤 방법의 글

▲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 토크콘서트는 우리 대학 재학생은 물론 경희대 재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글쓰기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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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든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과제물 첨삭 시에 어떤 부분을 수정

하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졌다.

안지은 교수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글에 잘 묻어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완성도 높은 퇴고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많은 소스를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쓰기> 과목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한 수강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

여한 재학생 및 일반인들과 호평 받았던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세환(마케

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16학번), 장은정(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18학번), 김민지(관광

레저항공경영학과 16학번) 학생들과 심도 깊은 대담이 이어졌다.

최현숙 교수는 “과제에서 오로지 경험으로 쓴 보편적인 글보다는 자신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쓴 글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백승권 교수는 “자기

중심적으로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덧붙여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말을 글로 잘 옮기는 방법, 매끄러운 문단 만들기, 초고부터 퇴고까지 

자료 보유 등을 토론 했다. 이어, 교수진들은 글 잘 쓰는 노하우, 직장인 보고서 비법, 글

쓰기의 마음가짐 등 글쓰기 원칙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강원국 교수는 “글을 쓰면 본인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꼭 글을 쓰시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백승권 교수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져 유쾌하고 즐거

웠다. 앞으로 글쓰기와 학업 모두 성취하시길 바란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평소 궁금했던 글쓰기 정보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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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국 지역 학습관

적극 활용하기!

학교생활정보

01

서울 학습관

서울은 네오르네상스관과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로 나누어져 있다.

네오르네상스관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 지원처, 교무처,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과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강 및 스터디모임이 진행 중이다.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전화 : 02.968.2233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은 각종 강의 및 행사, 세미나가 개최되며 하늘정원과 함께 최초로 

프랑스식 카페 운동을 전개한 씽크카페가 지상 5층에 자리하고 있다. 재학생, 교직원, 

비학위과정 수강생 등 이용 가능하다.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전화 : 02.3299.8736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6시

경기 학습관

경기학습관은 다양한 특강 및 행사 진행뿐 아니라 경희대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재학생이라면 도서관 이용 가능하고 자유롭게 도서를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교실 ▶ 커뮤니티 ▶ '경기학생회'로 검색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우정원 1

· 전화 : 031-206-3277

· 이용시간 : 평일 오후 1시~9시, 토요일 오후 1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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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학습관

충청(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학습관에서는 학기 중에 평균 월 1회 전임교수님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 http://cafe.daum.net/khcucc

· 모바일 커뮤니티 : 네이버 밴드 '경희사이버대학교 대전충청학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5 만년오피스텔 905호

· 전화 : 02.3299.8700

· 이용시간 : 평일 오후 1시~9시, 토요일 오후 1시~5시

영남 학습관

영남(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학습관에서는 학기 중에 평균 월 1회 전임교수님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 http://cafe.daum.net/khcuyn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7 8층

· 전화 : 051.802.3630

· 이용시간 : 오후 1시~9시, 토요일 오후 1시~5시

호남 학습관

호남(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학습관에서는 학기 중에 평균 월 1회 전임교수님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 http://cafe.daum.net/khcuhn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죽봉대로 80 무등산 타워 304-1호

· 전화 : 062.383.7722

· 이용시간 : 평일 오후 1시~9시, 토요일 오후 1시~5시

"전국 어디서나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역학습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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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시설 이용·대학생 할인혜택까지!

온라인에서 무료로 학생증 발급받기

학교생활정보

02

「 홈페이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에서 신청···해외 거주 학생들도 발급 가능 」

「 신규 발급 시 무료, 국제학생증(ISIC) 또한 발급 가능해···다양한 학생할인 받을 수 있어 」

우리 대학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학생증. 대학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학생증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대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의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 학생증은 재학생들도 알다시피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재발급, 국제학생증(ISIC) 발급도 가능하니 지금부터 학생증 

발급방법과 더불어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학생증 발급방법이다. 학생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e-바로처

리실’에서 ‘학생증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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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다. 그 다음 ‘직접 수령’과 ‘우

편 수령’ 중에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우 또한 온라인으로 학생

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명함판 사진 등록 시, 증명사진 외 사진의 경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은 학생증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 신청에 참고하면 좋다. 

학생증을 보다 빠르게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지원처(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

상스관 1층)’에 방문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신분증, 증

명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을 지참하면 된다. 

신규 발급자 또는 소속 변경자라면 무료로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실·도

난·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와 등기우편 배송료과 부과

된다. 해외 거주 학생 또한 신규 학생증 발급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신청 시

에는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e-바로처리실’ 또는 ‘학생지원처’를 통해 발급 받은 학생증은 경희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열람실 이용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생증 제시 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증 ▲  국제학생증(I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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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사용은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학생상벌위원회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국제학생증(ISIC)은 해외에서 학생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재학생들이라면 발급을 신청하길 추천한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에서 ‘국제학생증 신청’을 누르면 ‘국제학

생증(ISIC) 신청하러 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ISIC 국제학생증 발급 센터(02-733-

9393)로 문의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소요된다. 

기타 학생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대학 학생지원처(02-3299-8753)으

로 연락하면 된다. 학생증을 잘 활용해 우리 대학 학생들 모두 재학하는 동안 대학생으로

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유익한 대학생활을 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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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실력 높이고, ‘글로벌인재’ 되자!

공인어학시험 지원·어학연수·

해외 문화탐방 

학교생활정보

03

- 재학기간 중 각시험 당 2회 이내로 제한

- 토플, 아이엘츠는 재학기간 중 각 1회, 100,000원으로 제한

- 토익+토익스피킹패키지 접수일 경우, 두시험 모두 기준을 동시 충족 할 경우에 지급

- 결제금액이 정규응시료보다 클 경우, 국내정규응시료기준의 50% 또는 일정금액을 지원함

   (예. 추가접수, 해외응시/결제등)

- 결제금액이 정규응시료보다 적을 경우, 할인 받은금액의 50% 또는 일정금액을 지원함

   (예. 할인결제, 쿠폰사용등)

- 시험응시일 및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본교재학중인 경우에 한함

구분 취득점수(기준) 정규응시료 지원금액

토익(TOEIC) 740 이상 44,500원 22,250원

토익스피킹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77,000원 38,500원

토익+토익스피킹 
패키지

토익 740 이상, Level 6 이상 113,500원 56,750원

오픽(OPIc) IM2 이상 78,100원 39,050원

토플(TOEFL iBT) 84 이상(iBT) $185 100,000원

아이엘츠(IELTS) 6.5 이상 250,000원 100,000원

텝스(TEPS)
586 이상(변경 전) 36,000원 18,000원

355 이상(변경 후) 39,000원 19,500원

HSK 4급 이상
PBT (5급) 88,000원 44,000원

iBT (5급) 95,000원 47,500원

JPT 700 이상 43,500원 21,750원

JLPT N3 이상 48,000원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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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의 토익 응시료 전액 지원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휴학, 제적생 제외)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토익 

응시료를 전액 지원한다. 선착순 60명을 선발하며 응시자 중 고득점한 1, 2등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2017학년도부터 학기별 1회 연간 2회로 실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외협력실 전화 

02-3299-8883 또는 이메일 icc@khcu.ac.kr로 문의하면 된다.

동계 어학연수·문화체험

매년 10월 초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동계 어학연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연수 후에는 

학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생은 일반 선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영어 강좌 외국어 시험 대체로 인정 가능하다. 연수를 통해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이므로 이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재학생들 간은 물론 해외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1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원생으로 학기 성적이 

평균 2.0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연수 파견 전까지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 

주관하는 모의토익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외협력실(02-3299-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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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 탐방

우리 대학은 매년 2회 해외 문화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글로벌 

마인드와 식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여름에는 스페인을 다녀왔으며, 

겨울에는 호주, 20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자격은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2학기 이상 등록 및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하는 

학생으로 학과(부)별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1명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방식은 직전학기 

성적(30점), 논술(30점), 학과장 평가(30점), 학교활동(10점)으로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매년 4월, 9월 경에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처(02-3299-8753)로 문의하면 된다.

재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이뤄지는 공인어학시험 지원·

어학연수·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 이 외에도 엠티·체육대회·행사·졸업여행 등이 이뤄

지고 있다. 재학하는 동안 우리 대학의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생활을 

만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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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의

혜택

학교생활정보

04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경희가족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교 재학생 및 동문

(가족 포함)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 강동경희대병원

●대 상

ㆍ본교 재학생 본인 및 동문 (가족 포함)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 포함

●우대 혜택

ㆍ본인부담금 10% 감면 (약품, 진료재료, 일부품목 제외)

 ※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 감면 혜택 제공 (상해환자, 교통환자 등 감면제외)

 ※ 약품, 진료재료, 일부 항목 제외 ※ 비급여 추가감면 항목 (경희의료원만 해당)

 - 치과병원 (일반수가 항목 포함)

   ㆍ양악수술입원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보철시술료, 구취측정료 10%

   ㆍ치아교정시술행위료 20%

 - 한방병원 : 한약, 침 15% (일부항목 제외)

   ㆍ종합건강검진 감면 

구분

감면율

문의처

전화

경희의료원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20% 감면

동서건강증진센터

02-958-8711~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10% 감면

건강증진센터

02-4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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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합건강검진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20% 감면

 (문의 :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02-958-8711, 강동경희대병원 건강증진센터 02-440-6000)

ㆍ진료비 우대혜택은 건강보험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상해환자, 교통환자 등 감면 제외)

 - 추가감면 치과병원 : 치아교정 20%

 - 한방병원 : 비급여 한약, 침 15% (일부품목 제외)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하며, 상조 가입 시 제외)

ㆍ경희의료원 40% (장례식장 02-958-9721)

ㆍ강동경희대병원 20~30% (장례식장 02-440-8800)

ㆍ장례식장은 적용대상 및 할인혜택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 안내

ㆍ  구비서류 : (본인) 졸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 학생증 / 동문카드 택1, (가족) 위의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ㆍ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 700번 창구 (문의 : 교류협력팀 02-958-

2997)

ㆍ등록 후 감면 적용가능하며, 진료비 소급 감면 불가함

ㆍ경희의료원 동문진료비 안내문  

 

● 초진진료 안내

ㆍ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므로 진료의뢰서 제출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의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제활의학과 제외

 ※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ㆍ  진료의뢰서 발급 기관: 1~2차 의료기관(병(의)원, 보건기관 등)

ㆍ  예약 환자로 인해 당일 진료는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예약 진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ARS 02-958-9988)

● 문의

ㆍ  경희의료원 진료협력센터 교류협력팀 02-958-2997, www.kh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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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새 학기 시작을 위한

개강맞이 체크 리스트

학교생활정보

05

Check1 학생등록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등록을 

해야한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학생등록'을 클릭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학생등록이 완료되고, 학번을 발급받을 수 있다.

Check2 수강신청

학생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면 다음은 수강신청이다. 각 학과(전공)별로 개설된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참고하며,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도 해당 과목의 수업목표, 방법, 평가기준, 강의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Check3 공인인증서 발급

우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시에 따라 지난 2009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인증 로그인 

방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강의를 수강하고,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고, 증명서 

발급 등 학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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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4 인터넷 익스플로어 점검

학번을 발급받아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범용 공인인증서도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강 전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설정을 위한 자세한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Check5 KHCU 동영상 플레이어 설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검과 함께 우리 대학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KHCU 동영상 플레

이어도 설치해야한다. KHCU 미디어 플레이어는 자막 선택, 화질 선택, 배속 조정, 구간 

반복 설정, 북마크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Check6 강의노트 뷰어 설치

우리 대학의 모든 강의는 강의노트를 제공한다. 이 강의노트는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비법 중의 비법이기도 하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꿀팁을 다운받아 보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의 뷰어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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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학교생활정보

06

신·편입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지난 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부터는 대학 재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 국가 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 80점 이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점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입니다.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가 차등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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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서 작성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준비

2단계  가구원 동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 필요, 동의를 위해서는 부모님 혹은 기혼자의

공인 인증서 필요

3단계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시 심사거절

4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서 작성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준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알아보기



Real Interview  |  280

| 확인사항 알아보기

* 국가장학금 신청 사전준비자료를 잊지 마세요!

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② 가구원 동의 절차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

* 신청자 유의사항을 꼭 체크 하세요!

- 국가장학금과 입학시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시, 국가근로장학사업과 학자금대출도 통합으로 신청가능

- 신·편입 첫 학기 이후 지원자격 제한 있음 (12학점이상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 획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이상 획득

   * 장애대학생은 이수학점, 성적제한 없음

- 신청제외 학생 : 2019년도 봄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 장학심사 최종 승인 후 신청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

재학생 중에서도 올해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

해야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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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서류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 문의전화: 1599-2000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 지불 및 개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 기존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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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하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STEP1 신청동의 및 서약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신청 시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 후에 빠짐없이 

체크(동의)해야 합니다.

. 체크 후 “공인인증서 동의” 진행

  모두 체크 후 “공인인증서 동의"를 클릭합니다.

STEP2 학교정보 입력

학교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속대학 오신청, 학적 오신청 발생 시 심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학교정보 입력

- 본인의 학적구분(신입 · 재학 · 편입 · 재입학 )을 정확하게 선택해주세요.

-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선택

(신입생 : 학교등록여부 미선택 후 신청 가능/ 편입생 : 반드시 확정대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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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개인정보 입력

휴대폰번호, 실거주지주소, 결혼여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족정보 입력

- 미혼의 경우 부모의 정보를, 기혼(배우자 생존)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 필요합니다.

- 가족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심사지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다자녀 정보 입력 시 정확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을 입력(기혼자는 자녀 명수)

- 미혼의 경우 본인의 형제가 3명 이상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해당자),

II유형 지원 우대 가능(대학별 상이)

- 기혼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 , II유형 지원 우대 가능(대학별 상이)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해당자의 경우, 정확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입력

- 신청완료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

. 장애인 : 학생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만 장애인 선택

. 기초/차상위 : 신청일 기준 학생 및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

.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입학 당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는지 여부 선택

   * 실제와 다르게 선택하거나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누락 시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므로 선택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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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공동광고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정보

전환의 시대,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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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플래닛 21 전환문명의 새로운 상상 함께하는 시대전환,
대학의 소명과 책무

함께하는 시대전환,
대학의 소명과 책무

함께하는 시대전환,
대학의 소명과 책무

전환의 시대,
대학의 본령

함께하는 시대전환,
대학의 소명과 책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내일의 눈
오늘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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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협력기관 리스트

학교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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