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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선 대학원생
호텔외식MBA전공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한식의 세계화 위해 창의적인 방법 모색할 것”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에 재학중인 우영선 학생이 제

15회 떡·한과 페스티벌의 떡·한과 경연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떡·한과 경연대회는 ‘세계화를 위한 

창의성이 높은 떡·한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떡·한과 페스티벌은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가 주최하고 농

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

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는 행

사다.

이번 행사는 떡, 한과 만들기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떡, 한과 명

인들의 작품전시, 향토떡 전시 등의 전시행사와 함께 일반시민

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우영선 원생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서울과 중국(베이징)을 오가며 정말 바쁘게 지냈다. 이번학

기 시작 전부터 밤낮없이 많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상이라

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과 함께 “호

텔외식MBA전공 교수님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격려해주시니 기

쁨이 두 배가된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덧붙였다.

이어, 그녀는 “한식을 단지 음식(후식)이 아닌 한국의 ‘식문화’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을 밝힌 후, “이를 

위해서는 식음료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가 뒷

받침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늘 있었다”며 “해외에

서도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경희사이버대 대

학원에 진학했다. 일과 병행하며 스케줄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왼쪽에서 두번째) 떡·한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영선 학생

Real Interview Magazine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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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완 (19학번)학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항공경영

학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호텔관광대학원에 입학했다. 컴퓨터 

관련 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1년 해군에 입대하고 해병대 

항공기 정비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UH-1H 헬기정비사로 13년

의 경력을 쌓고 있다.

처음에는 여행이 좋아서 시작했던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학부과

정이었다. 그러나 학부과정을 마치자 아쉬움과 함께 더 전문적

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이번에는 대학원에 도전

하였다. 관광레저항공MBA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연속

성 있는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도 기르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계

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는 관광레저항공MBA의 가장 좋은 점으로 우수한 ‘ 강사진’과 

‘학생’들을 꼽았다. 특히, 학생들에게 부족한 실무경험을 가르쳐

주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실력을 강조했다. “관광레저항공MBA

는 과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감각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여행사, 항공사, 호텔, 리조트등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으로 입학하는 경희사이버

대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장점이 있다. 함께 공부

하며 삶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학교만의 강점이라

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종완 학생은 현재 두 아이의 아빠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

은 쉽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지원과 응원 덕

분에 지금까지 학업을 이어올 수 있었고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가능했다고 한다. 

관광레저항공MBA의 특성상 오프라인 모임과 행사가 많은데 

학부 때는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참

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학과에서 진행

하는 “경희희망클럽”은 신종완 학생에게 의미가 남다르다.동기

들과 선후배들과 모두 함께 캄보디아 현지의 아이들을 만나 도

움을 주는 활동은 학교의 많은 수업들과 다른 보람을 가져다 준

다고 전했다. 

신종완 학생이 몸담고 있는 해병대 항공은 2021년 해병항공단 

창설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미

래유망직종인 항공기 정비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비사라는 진로를 더 전문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낀다. 사이

버대학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고민하지 

말고 입학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용기를 내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완 대학원생
관광레저항공MBA전공

학부에 이어 대학원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더 오래 즐기고 싶어요”

“배움의 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지금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체계적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에 이어 

 대학원까지”

▲  해병대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며 우리학교 호텔관광대학원에 재학중인 신종완 학생

▼ 관광레저항공MBA의 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신종완 학생의 모습.

Real Interview Magazine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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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 입학한 김진(19학번) 학생은 

현재 1인 출판회사 운영과 함께 대필, 편집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 교수 세미나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김진 학생을 만나봤다.

김진 학생은 20년 이상 경향신문, 시공사, 미디어윌, 매일경제

신문 등 잡지사에서 편집장까지 지낼 정도로 전문 경력의 소유

자다. 잡지와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개인의 한계를 느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1인 출판을 하고 있다.

그녀는 “출판시장의 변화에 있어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찾고 싶

었다. 또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미국, 중국, 그리스, 네팔 

등 해외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입학을 결심했다”며 입학하게 된 동기를 전

했다.

김진 학생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전하며 “5년간 경제경영 전문지를 맡아 진행

하며 많은 전문가의 기고문을 받아 편집했다. 이때 자신의 커리

어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을 

Real Interview Magazine

김진 대학원생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즐거운 창작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감동과 행복 쌓아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늦은 것 아냐”

 “대학원에서 느끼는 행복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

▲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에 재학중인 김진(19학번) 학생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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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했다”고 전하며, 그들을 통해 항상 핑계에 급급했고 내 자신

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 전했다. 지난 3~4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해 끝없는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어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평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창작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예전에 배우 윤여정 씨가 인터뷰에서 

‘60이 되어도 인생을 모른다. 나도 67살이 처음이고 처음 살아

보는 것이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창작

을 오락처럼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 학생은 “대학원 졸업까지 시집, 소설 등 작품을 꼭 남기고 

싶다. 대학원에 들어와 노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출판은 어렵지만, 미디어가 담긴 그릇만 달라질 뿐 여

전히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고 느낀다”며 대학원에서의 목표

를 밝혔다. 또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짜릿하고 멋

진 미래가 기다릴 것 같아 기대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출판을 위해 작가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

은 욕심을 내비치며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예비 원우들에게 

“1년에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 인생의 자취를 남길 수 있게 도

전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막연함에서 내 삶을 구체화 해보면 좋

겠다”고 당부했다.

많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며 진학했지만 대학원에 많은 인생 

선배들이 문학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는 것을 보며 매일 많은 감

동과 자극을 받는다고 말하며, “제가 대학원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Real Interview Magazine

◀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만의 

 꿈을 찾고 있는 김진 학생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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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에서 글로벌한국학전공을 공부하며 이번 2018

학년도 후기에 졸업한 신향(17학번) 학생은 현재 아부다비 한

글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한글과 어학원에서 한국 문화와 한

류에 관심이 많은 아랍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자이드대학(Zayed University)의 세종학당 직원의 추천으로 사

이버대학을 알게 된 신향 졸업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

한국한전공 교수님들께서 문법 교육, 교재 개발, 특수목적 한국

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성과가 학계에서 뛰어나다는 주

변 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입학 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한국학전공 교수진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

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개발과 교육 과정에 참여해 인지도

가 매우 높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신향 졸업생은 “한국학 석사 학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유

일한 교육기관이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이다. 외국

어 교육은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이를 바탕으

로 형성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글로벌한국학전공 

과정은 현장에서의 오랜 교육 경험을 가진 노하우가 있었다”며 

한국어 교육 열풍이 일고 있는 아부다비에 맞는 교육 환경과 교

육 과정의 체계화를 배우기 위해 글로벌한국학전공을 선택했다

고 전했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의 교육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신향 졸업생은 실습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한국어 교사의 수업

을 참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한국어 교육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

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향 졸업생은 가족 여행을 가서 새벽에 호텔 화장실에서 

인터넷으로 팀원들과 팀별 모임을 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그녀

는 “팀별 과제를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팀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서 시간과 장소 상관없는 ‘밤낮없는 세미나’를 진행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즐거운 기억이다”고 전했다. 

공부하는 내내 그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들어오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은 말할 나위 없

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열정 가득한 학우들과 함

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작업은 제 평생 소중한 

신향 대학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학우

들과 의견 나누며 새로운 길 열어가는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

“한국학 석사 학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학우들과 시간 장소 상관없는

 ‘밤낮없는 세미나’ 즐거운 기억”

Real Interview Magazine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향 졸업생은 “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지

도 너무 오래되었고,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일이 많아 두려움

과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 도전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현재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 U.A.E의 대학 또는 사설 기관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체계화시키고 싶다며 목표

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향 졸업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슴에 일고 있는 작은 열정의 불꽃

을 용기 내어 더 크게 타오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당신은 자신

이 아는 것보다, 주위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다”며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한국학전공을 졸업한 신향(17학번) 졸업생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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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 대학원생
문화예술경영전공

친근하고 체험적인 문화예술기획연출자 

되고 싶어, 선택한 또 다른 도전

비전공자로서의 한계 느껴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배우기 위해 입학

“전공 교수진, 원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통해 

 혼자서 얻을 수 없는 배움 얻어”

본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 입학한 박승규 학생은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 휴직 중이다. 박승규 학생은 “휴직을 하면

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전 직장에서 경험했던 멀티미디

어 쇼디자인 및 연출에 보다 큰 관심이 생겨 비전공자로서의 한

계를 느끼고 전문적인 교육을 배우기 위해 입학했다”며 나아가 

사업체의 경영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와 재취업 활동으로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는 사이

버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박승규 학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문

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규 학생은 “강의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가치들에 대해서 배

우고 전공 교수진 및 동료 원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통해 혼

자서는 얻을 수 없는 배움을 얻고 있다. 졸업 이후에 도전하는 

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학원 생활의 만족도를 밝혔다.

많은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걸 추천한다는 박승규 학

생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노력한다면 꿈과 목표에 한 발

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입학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며 앞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입

학하는 예비 학생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승규 학생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문화

와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획 및 연출을 

진행하여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대학원 재학 중에 이루고 싶다

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바탕으로 문화예

술분야 사업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 재학중인 박승규 학생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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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대학원생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업무에 필요한 지식, 대학원 과정을 

통해 알아갈 때 희열 느껴

“온라인 세미나 통해 전 세계 원우들과 정보 공유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넓혀”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

 

과거 김혜자 학생은 여성신문사와 다양한 매체를 거쳐 일간지 

기자생활을 지내고 있었다.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여 교사로

서의 삶을 생각했기에 뒤늦게 발령이 났지만, 사회교사로 20여 

년을 보내왔다.

김혜자 학생은 “사회과 교사로서 다른 교과 교사들보다 더 민감

하게 사회문제를 직시하며 자신부터 민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저도 실천가로서

의 모습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

하며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대의 힘을 여러 모임

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점에 있어서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영역

에서 뗄 수 없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혜자 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 교육 정책업무를 맡고 있

다. 그녀는 “민주시민교육은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바꾸

며, 학생들은 좋은 사람을 넘어 적극적인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 교육기본법에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

고 있는 시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민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많은 학교에서 시민교육환경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은 줄곧 관심을 가져온 영역의 

핵심 부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거버

넌스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혜자 학생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래 시민리더십·거

버넌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기초

부터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기까지 교육에 대한 깊이와 전문성

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전공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이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

된 게 나에게 행운 같았다고 전하며, 직업의 업무량이 많지만, 

업무와 연관성을 물론 학문적 매력이 너무 많아 학업에 집중하

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김혜자(19학번) 학생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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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녀는 “정부의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이 아주 중요

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하며 촛불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주제의 텀페이퍼와 교수 코멘트를 예를 들

었다.

텀페이퍼에 대해 “단순히 시민단체의 촛불혁명 발표와는 격이 다른 발제와 교수님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

다”고 소감을 전했다.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대학원 과정을 통해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분야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귀한 경험이라고 강의 소감을 전했다. 김혜자 학생은 “캐나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원우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시야를 넓히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학교 대학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 세계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 특히,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은 우리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시민 정치철학과 UN 대사가 된 것 같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더 나은 삶,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내

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며 예비 대학원생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김혜자(19학번) 학생은 시민역량 키울 수 있는 시민교육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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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 살려 호텔외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

올림픽, 아시안게임 중 사격경기에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타켓을 명중시키는 사격선수를 

떠올릴 수 있다. 이번 3월에 입학한 호텔관광

대학원 호텔외식MBA 신입생 유인호 학생은 

사격으로 가슴에 태극마크까지 단 경력의 소

유자이며 본인의 커리어를 다채롭게 쌓아온 

다재다능한 인재다. 

유인호 학생(호텔외식MBA 19학번)은 초등

학생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사격선수로 활

동해 왔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부산아시

안게임은 물론이고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사격

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군 문제로 인해 오랜 

고민 끝에 사격의 길을 포기했다. 

국가대표를 포기한 유인호 학생의 선택은 해

병대였다. 유인호 학생은 “간부로 지원해 6년 

여동안 해병대 생활을 했다. 그 기간동안 천안

함 수색작전, 연평도 포격 사건, 레바논 해외

파병 등 굵직한 작전과 활동에 참가했다. 중사

로 전역할 때 까지 6년 동안 함께 작전에 참여

했던 부하대원을 잃는 슬픔도 겪었다. 이 때의 

경험은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완벽한 온라인교육 시스템 통해 

한국어 교원의 역량 높일 수 있어”

이번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우수

학위논문상을 수상한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

한국학전공 김은민(17학번) 졸업생은 오는 9

월 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에서 한국

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앞서, 김은민 졸업생은 

중국 산동성에서 3년 동안 파견 활동을 진행

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힘

쓰고 있는 김은민 졸업생을 만나봤다.

김은민 졸업생은 “지난 2009년도에 인터넷

으로 경희대 ‘마이한글’이라는 한국어교원양

성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정말 유익한 수업이

었다. 한국어교원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한국

어교원으로 활동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때 석

사 과정을 진행한다면 꼭 경희대에서 하고 싶

다는 마을 가졌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해외에서 한국어 교원을 진행하면서 석

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은 경희사이버대학

교 대학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해

외에서 안정적으로 석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

는 완벽한 교육시스템과 훌륭한 전공 교수님

들의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를 하

고 싶게 만드는 전공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며, 해외에 있는 동기들과의 보이지 않는 

유대감, 연대감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학원에서 다채로운 

문예창작 통해 이상과 현실사이 삶의 

본질적 해답 찾았죠”

이명옥 학우는 문예창작활동을 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창작을 위해 전문적인 학업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 현업에서 왕성한 활동

을 이어가고 있는 교수진들에게 큰 믿음을 느

낀 그는 자연스럽게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

어문예창작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고 한다.

더불어 이명옥 학우는 문학을 하면서 늘 고민

하던 중 ‘내가 왜 문학을 하는가? 내가 왜 문학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대학원에서 찾았다고 전했다. 또, 가장 좋았던 

점으로 각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세미나와 

오프라인 모임을 꼽았다. 

앞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누군가의 미래에 기억되고 싶다는 이명

옥 학우는 입학을 고민하는 예비학우들에게 

문학에 대한 꿈과 현실간의 갈등 속 해답을 경

희사이버대학원에서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인호 대학원생

호텔외식MBA전공

김은민 대학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이명옥 대학원생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님의 열정과 학생들을 위한 배려 

항상 생각나”

평소 독서와 시조, 동시 동요곡을 쓰고 있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박미선 졸업생은 현재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박미선 졸업생은 “화상 세미나 수업을 통해 교

수님들과 온라인으로 대면하여 소통하는 게 

좋았다. 특히,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

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 이해도

를 높일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과 화상세미나를 통해 시와 비평 창작으로 이

어지고 있어 소설 창작과 동화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공 교수의 창작 지도를 통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미선 졸업생은 “지금은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을 위해 배려와 노

력이 항상 생각난다”고 전하며 경희사이버대

학교 대학원은 전공 교수진의 실력과 지도하는 

열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원 전공(글로벌한국학전공) 수업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도움돼 

한국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목표!!

글로벌한국학전공에 입학한 김한나(19학번) 

대학원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

과를 졸업하고 현재 태국 나콘파놈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한나 대학원생은 주 22시간 수업을 통해 한

국어 전공반 말하기, 듣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눠서 한국문화

에 관한 수업도 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 문화

와 역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전공에서 배

운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녀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애

정을 드러냈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고있는 

동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목표를 

향해 가는 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모두 힘내서 

함께 졸업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박미선 대학원생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한나 대학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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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터, 아나운서, 쇼호스트, 모델까지..

 한 번뿐인 인생 다채로운 경험들로 채우고파. 

다음 목표는 한국어 지도교수 ”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문화창조대학원 남윤주씨(글로벌한국학 전

공)는 학부에서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육학을 

수료한 후, TV 리포터, MC, 아나운서 및 홈쇼

핑 쇼호스트와 모델로 활약하는 등 특이한 경

력까지 갖춘 재원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송경험을 두루 섭렵한 남윤

주 원생은 교회의 한글학교에서 외국인들에

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한국어 강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안내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행복

과 보람을 느꼈고, 전문 한국어 교수로서의 비

전과 포부를 품게 되었다. 보다 심도깊은 배움

에 대한 갈증을 느낀 그녀는 한국어 강사로 재

직하며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미 재학 중인 동료교사의 적

극적인 권유로 망설임없이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남윤주 대학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가르치는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

영어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남유나 

학생(글로벌한국학전공 19학번)은 교회의 한

글학교 강사를 찾는다는 광고를 우연히 발견

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어 봉사는 5년 동안 

이어졌고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와 다문화 주

부 학생들을 더 잘가르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다.

남유나 학생은 경희사이버대의 글로벌한국학

전공 입학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강

사라는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현

재의 일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높은 곳을 바

라보며 도전하고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부탁

했다. 또한 “대학원에 들어오면 꼭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과 많은 교류를 하길 바라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함께 멋진 한

국어 교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의 말

을 전했다. ㅍ

남유나 대학원생

글로벌한국학전공

“대학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명확한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문화 예술 경영 대학원에 입학한 

Ingull Jullien Jung 학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Treehaus Village 유아교육 

사업과 Culture & Society Production을 설

립 운영하고 있다. 학부에서 클래식음악을 전

공한 Jullien Jung 학우는 이민자로서 삶을 개

척해나가며 그 간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 예술

적 경험들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표현하고자 하

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움에 대한 갈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

술 경영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Ingull Jullien Jung 학우는 경희사이버대학원

에서 학습하며 사회적 예술론, 문화예술교육

정책 과목을 통해 예술이 주는 감각, 감상, 아

름다움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

기를 다졌고, 예술의 생산자, 즉 예술가들과 예

술 애호가의 측면만이 아닌, 일반 사회와 사람

들에게 왜 문화, 예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예술기관의 국제교류 과목을 통

해 문화 예술을 통한 미래의 나의 역할과 비전

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할 수 있었다며 예비지

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학을 추천했다. 

Ingull Jullien Jung 대학원생

문화예술경영전공

“생활예술과 예술교육 매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 제공하고파”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시립교향악단 상임

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순용(17학번) 학생은 현

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안에서 시민

들에게 생활예술을 지원하는 블루플레임인아

트를 이끌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동아리들을 매개하는 서울문화재

단의 생활예술매개자(FA)로 활동하고 있는 예

술분야 전문가다.

예술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내고 

있던 박순용 학생은 “안정감과 만족보다 인생

의 더 큰 가치와 보람을 찾고 싶었다”며 현재 

시대를 이해하고자 문화예술경영전공에 입학

한 계기를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진의 강

의는 이론적인 수업 내용을 넘어 실제 활동 사

례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전하며 훌륭한 

멘토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순용 학생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지

만, 강의를 제 스케줄에 맞춰서 들을 수 있고 

사이버 세미나도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바

쁜 현대 직장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

이버대학교의 장점을 전했다.

박순용 대학원생

문화예술경영전공

“여건 안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파”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에 재학 중인 홍윤

기 학생은 현재 댄스와 아크로바틱을 수업하

는 G스포츠센터와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획하

는 G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

들과 담론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홍윤기 학

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홍윤기 학생은 “20대 시절 많은 공연활동으

로 문화기획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시간과 공간

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교를 알아보

던 중 타 사이버대학보다 전문적인 커리큘럼

을 보유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선택

하게 됐다”고 전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 학

부를 다녔을 때 미리 보기 수업을 수강했을 때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인상깊었다”며 입학한 

계기를 전했다.

그는 “문화예술경영 홍보 카탈로그를 보면 ‘삶

을 경영하라’ 문구가 있듯이 막연하게 문화기

획을 하고 싶어 학부에 편입했다. 학부과정에

서 예술활동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가닥을 잡

게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대

학원에 입학하게 됐다”며 문화예술경영전공

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배울 

수 있었던 임미혜 교수의 ‘문화예술교육론’ 수

업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홍윤기 대학원생

문화예술경영전공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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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준 학생
상담심리학과

(사)대한문인협회, 

2019년 8월 대한문학세계 

시(詩) 부문 신인 문학상 수상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치준(17학번) 학생은 (사)대

한문인협회가 진행한  2019년 8월 대한문학세계 시(詩) 부문에

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치준 학생은 8 Bit 컴퓨터부터 슈퍼컴퓨터까지 프로그램 개

발과 전산 운영, 전략기획의 기획자로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및 머신러닝까지 첨단 IT분야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박치준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대

상 상담 및 취업, 진로, 인생 상담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로 지

내고 있다. 박치준 학생은 1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난 뒤 자녀

의 권유를 받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지난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으로 입원했던 아내는 6개월간 힘든 항암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기다리던 중 잘못된 약물 투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박치준 학생은 “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아내를 잃

은 슬픔과 그리움,그리고 절망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아

내가 곁을 떠난 후, 「꽃비」, 「오매불망」, 「화답」, 「감사의 하루」 등 

100여 편의 시를 썼다”며 그 중 제출한 「꽃비」, 「오매불망」, 「소

원」으로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시인 문학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치준 학생은 “시(詩)는 나에게 숨을 쉬게 하는 원동력이자 매

개체,아내와의 대화의 창구이며 공기와 같다. 시 한 편을 쓰고 

나면 몸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과 작품을 끝냈다

는 희열이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또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시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일상의 시간의 

변화와 사랑과 그리움, 삶의 의미에 대한 여러 관점, 스치고 지

나가는 순간의 감정을 시상으로 떠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박치준 학생은 “6년 전 청소년 상담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담과 심리학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상담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학부 졸업이후 대학원, 심리학 박사까지 

취득하는게 목표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소통하

며 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를 통해 편견 없이 나와 타인,그리고 사물을 특별한 삶

의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그려내고 싶다. 앞으로 신춘문예 당선

을 목표로, 독자들에게 시 읽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시집을 출판

하고 싶다”고 밝히고, 더불어  “논어에서 人不知而不이면, 不亦

君子乎가 생활의 좌우명이다.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

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 (오른쪽) 상담심리학과 박치준 학생이 함께 등단된 시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인간과 사물의 모든 현상을 시(詩)와 상담심리에 접목해

시를 통해 편견 없이 나와 타인, 사물을 특별한 의미로 그려내고파

 

학부생 인터뷰

▼ 대한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을 수여한 상담심리학과 박치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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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학생
상담심리학과

6기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에 

사이버대학 소속 유일

상담심리학과 한상희(18학번) 학생이 사이버대학에서는 유일

하게 6기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에 참여했다.

한상희 학생이 참여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오는 8월 9

일(금) 대교HRD센터(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28)에서 6기 월

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은 봉사 활동 및 파견국 이해를 통

해 대학생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6

기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은 몽골 등 8개 국가에서 봉사

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6기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

사단 서류와 면접 진행 이후 60개교 136명을 대상으로 7월 22

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총 18박 19일 동안 국내교육을 진

행했다. 국내교육은 국제개발협력 및 WFK 해외봉사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현지어, 직무 및 실무,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한상희 학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원 동기

를 밝혔다.

또한 “심리상담사 꿈을 가지고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꿈에 대한 방향과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을 가질계획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국제적 감각 

및 시야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중

기봉사단, 단기봉사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상담심리학과에서 배웠던 지식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파”

학부생 인터뷰

▲ 상담심리학과에 재학중인 한상희(18학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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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ㆍ정하나 학생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하는 대학생활

“학교생활 이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목표의식 생겨 

 매사에 의욕적”

“서로 의지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

경희사이버대학교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에는 유통, 제조, 

IT,건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 대표, 실무 전문가들

이 재학 중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승진, 개인 창업 등 많은 성

공 스토리를 이어가는 동문이 많다. 그들 중 2019학년도 1학기

에 신·편입학한 샘표식품 직장 동료인 최종호(17학번), 정하나

(19학번) 학생을 만나 학교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최종호 학생은 현재 샘표회사에서 영업팀에서 재직 중이다. 처

음에는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지원했다며 당

시의 입장을 전했다. 최종호 학생은 “막상 학기가 시작되고 다

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지금은 더 배우고 싶은 욕심과 자기계

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겨 매사에 의욕적으로 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하나 학생은 샘표 ISP 팀에서 현장 

인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정하나 학생은 마케팅 분야에 관심

을 갖게 되어 입학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최종호 학생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일 것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낯

익은 직장 동료가 있어 반갑고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정하나 

학생 또한 “그 때의 우연한 인연 덕분에 서로 의지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회사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격

려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생활에 있어 좋은 점에 대한 질문에는 두 학생 모두 ‘새로운 

인연’이라고 답했다. 정하나 학생은 “팀프로젝트나 학과 행사 등

을 진행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

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다. 학업을 통해 엄청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전하며, 직장을 다니면 

과제와 시험을 끝마칠 때마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관

심 분야였던 마케팅과 리더십 관련 수업이 실질적으로 역량 계

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호 학생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를 통해 다양

한 분야에 종사하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계속 

도전하고 성취하고 싶다”고 전하며 해외탐방을 다녀온 것도 기

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호 학생은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

로서 한 학기를 지내다 보니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지만, 마케

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학우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었다. 함께 시작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의지하고 도

와주며 다 같이 학교생활을 끝마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하나 학생은 “도전하길 바란다. 전통 있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 경희사이버대학교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에서 저희

와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예비 지원자들

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팀프로젝트 중인 최종호(우측 세 번째), 정하나(좌측 두 번째) 학생.

학부생 인터뷰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가 진행한 해외탐방에 참여한 정하나, 최종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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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학생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재난안전지도사로서 역량강화와 

전문 교육 배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

올해 3월에 입학한 김영주 학생은 현재 재난안전지도자로서 어

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과 기

관, 지역축제 현장에서 재난대비 안전 교육과 현장체험학습 안

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주 학생은 “안전교육에 있어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교육용 소

화기 분사, 화재용 긴급대피마스크 착용, 인명구조용 로프 매듭, 

애니와 심장충격기 등 다양한기자재를 이용해 실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평소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위해 알아보던 중 제

가 원하는 폭넓은 이론 공부와 온라인 강의제작을 진행하는 국

내 사이버대학교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스튜디오가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됐다”고 입학이유를 밝혔다. 

재난안전지도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미래인간과학스쿨 재

난방재과학전공을 선택했다고 전하며, 이론수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파수꾼이 되도록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영주 학생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경희사

이버대학교에서 그 꿈을 향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경

희인이 되길 바란다며 예비 입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

달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이론과 실습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주는 안전 파수꾼 되고파”

학부생 인터뷰

▲ 김영주 학생은 현재 재난안전지도자로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김영주 학생이 매듭교육과,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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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 학생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Real Interview Magazine

“가구디자인 교사로 재직하면서 배우는 산업디자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융합적 아이디어를  

 채우는 작업이 필요”  

학부생 인터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은 끝이 없다. 일 잘하는 사

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 직업훈련학교의 가구디자

인과 교사로 재직 중인 신병훈 학생도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

여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산업디자인전공에 입학하였다. 전문 이

론을 배우는 대학교와 직업은 제가 가구디자인 교사로 재직하

고 있는 직업훈련학교는 해당 직업의 실무를 현장과 같은 시점

에서 교육하는 일종의 산업체 맞춤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실무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로서 신병훈 학생은 학생들에

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히 실

무적인 기술과 함께 지식을 함께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

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마르기 전에 더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산업디자인전공을 선택했다고 한다. 

신병훈 학생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의 산업디자인전공

을 선택한 이유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 때문이

었다. 현장 일을 늘 진행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의 입장

에서 실무 중심의 강의 내용과 트렌드를 앞서가는 융합적 교육 

커리큘럼은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신병훈 학생은 “현장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지시를 받게 되고 

지시를 받으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 이유도 모르고 일만 

하게 되다 보면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리를 채우는 과정’이라

고 생각한다. 전문 지식과 기초 지식이라는 주춧돌이 있어야 자

신의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해 많이 후회한 적도 있고 부족한 부

분을 다시 경희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

디자인전공에서 채우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스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공에 지

원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를 전했다. “요즘 상품

들의 디자인은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 무수히 많은 제품들 사이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제품의 융합 

디자인적 특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가구디자인 교사로 재직하며, 산업디자인전공에 재학 중인 신병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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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자인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만큼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디자인을 배우는 

것이야 말로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들 취업과 경력으로 인해 고민이 많을 텐

데, 산업디자인은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수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희

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길 바란

다” 며 지원자들을 독려했다. 

▼▲ 신병훈 학생이 디자인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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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 학생
NGO사회혁신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맞아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에서 필요한 이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NGO사회혁신학과를 졸

업한 조미향 졸업생은 현재 구로구의회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미향 졸업생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다르게 학사

일정을 개인 일정에 맞출 수 있어 좋았다. 또한, 폭넓은 장학제

도와 해당 분야에 권위자이신 교수진이 많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입학한 이유를 말했다.

구로구에서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조

미향 졸업생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시민단체 및 정

당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많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양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NGO사회혁신학과’를 선택했

다”며 실질적으로 사회혁신 및 협치,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전공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과 많은 관계가 있는 ‘NGO사회혁신학과’에 관심이 많

았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제게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했다

고 전했다. 조미향 졸업생은 “학사과정을 마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대학생활 대부분을 “어떠한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은 ‘나 스스로 어떠한 것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

역사회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를 이끌고 혁신이란 그 작은 부분

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학생활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경희사

이버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는 앞으로 

NGO사회혁신학과에서 배운 학문을 구의원활동에 접목시켜 이

론과 실천력을 동시에 겸비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이어, 조미향 졸업생은 “NGO 및 지역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의 길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앞으로의 학업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미향 졸업생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초의 사

이버대학교로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

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가 없는 맞춤형 학교라고 생각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며 입학생과 재학생들도 자신만의 비전과 목표를 찾길 바란다

고 말했다.

▲ NGO사회혁신학과를 졸업한 조미향 졸업생

Real Interview Magazine 학부생 인터뷰



042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043042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Magazine

“경영지도사를 위한 

새로운 도전 시작”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졸업

생 대표 연설을 진행한 김수윤(16학번) 졸업

생은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MBA

전공에 입학했다. 

김수윤 졸업생은 “남편의 사업에서 세무에 관

련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무회계를 공

부하고 있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부

분이 많다고 느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했다”며 입학 이유를 밝히고 김수윤 졸업

생은 “졸업하는 지금 이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학과 교수님들의 이끌어주신 방향을 따라왔

을 뿐인데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감

사하다”며 총장상 수여와 졸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예비 신·편입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재

교육, 평생교육을 생각하신다면 경희사이버

대학교를 추천한다. 교수님과 같이 고민하며 

학습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더욱 더 다가갈 것

이다. 또한, 학우들과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

는 자리가 많아 함께 의지하며 목표를 향해 걸

어가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이 배우기 가장 좋은 나이”

올해 78세 이영자(15학번) 졸업생은 늦은 나이

에도 학업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지난 8월 

마침내 상담심리 학사를 취득했다. 전직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문턱 없이 다채로운 기회를 주는 사이버대학에 

매력을 느꼈고, 청소년과 노인들의 마음의 상

처를 보듬어 주고자 따뜻한 꿈을 가지고 최선

을 다해 학업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타 학교들과 비교해보니 경희사이버대

학교가 다양한 전공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강한 믿음이 갔다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뒤늦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혜택 등 

문턱 없이 다채로운 학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 

합리적인 학교로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다

고 전했다.

더불어 한 살이라도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절호

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못다 한 

학업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예비 입학생들을 

응원했다. 

“내 존재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해받는 기회와 과정”

지난 2018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여한 명승

후(14학번) 졸업생에게 이번 졸업식의 의미는 

남다르다.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며 학업을 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간에 1년 휴학

을 할만큼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로 드디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맞이했다. 특히, 명승

후 졸업생은 “자라나는 조카들에게 나이와 상

관없이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계발

과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

주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며  졸업의 소감을 

전했다. 

명승후 졸업생은 지난 2016년 한국에 잠시 

입국하였을 때 인터넷을 통해 몇몇 사이버대

학교를 검색해 알게되었다. 다른 사이버대학

교들도 방문을 해보았지만 경희대학교의 캠

퍼스가 가장 아름다웠고 경희의료재단도 연

계되어 있어서 학위 수여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을 결정했다.

김수윤 학생

세무회계학과

이영자 학생

상담심리학과

명승후 학생

상담심리학과

“단순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전문인으로”

“뒤늦은 공부에 뻔하게 졸업장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당찬 그의 말

에는 그 동안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세 아들의 엄마이자 마을 공동체의 기획자, 기

업의 강사, 축제 기획자,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혜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Q.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지금 청와대, 삼성, 경찰청, 국회 등 일

반 사기업부터 공기관까지 이들의 법정의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누

군가를 가르치는 일을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공

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인의 추천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학원의 좋은 

환경과 인재배출 등 명문 교육기관로서의 맥

을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도 잘 이어가고 있

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현장이나 오프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다양하고 또 대학원까

지 연계되어 있으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 알리는 

『대왕 거미 잭슨과 전갈』 출간

일본학과 김동석(05학번) 졸업생이 지난해 4

월 『바람을 타는 뽀득이』 출간에 이어 올해 5

월 『대왕 거미 잭슨과 전갈(믿거나 말거나 서

커스)』를 출간했다. 『대왕 거미 잭슨과 전갈』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서커스를 통해 자연 생

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동화작가가 목표인 김동석 졸업생에게 일본

학과를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일

본학과 입학을 꿈꾸는 예비 신·편입생들을 위

한 조언을 들어봤다.

김동석 졸업생은 중학교를 마치고 생업에 뛰

어들었지만, 동화작가라는 꿈을 위해 검정고

시를 통과하고 중년의 나이에 일본학과에 진

학했다. 동화작가를 꿈꾸면서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김동석 졸업생은 “일본의 문화

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학과에 입학

하게 됐다. 

특히, 일본학과에 재학하면서 오태헌 교수님

께 일본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

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책을 출간 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동석 학생

일본학과

“교수님의 열정과 학생들을 위한 배려 

항상 생각나”

주 5일 근무에 야근까지 하는 날들이 이어지

는 직장인의 삶. 퇴근하면 저녁먹고 잠들기 바

쁜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업에 도

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도 늘 도전하는 사람들은 있다. 2018학

년도 세무회계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

한 김경환 학우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권한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김경환 학생은 사촌누

나의 권유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였

다.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솔깃했고 학교 시스템과 스터디 모임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다른 사이버대학교도 알아보았지만 사

촌누나의 경험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더 믿음이 갔다고 한다. 그 중 그는 오프라인 

대학 못지 않은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에 관심

이 갔다. 사이버대학이지만 오프라인으로 교

수님들과 선배, 그리고 학우들과 지역별로 모

임을 갖고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김경환 학생

세무회계학과

김혜원 학생

NGO사회혁신학과

대학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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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CYBER UNIVERSITY C O N T E N T S   046  공학과 디자인의 결합, ‘디지털콘텐츠 실무인재’ 양성

048  디자인, 변화의 기로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산업디

자인전공 채이식 교수

052  “공적 열정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계승하여 현

재 삶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함양해야”

054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 

저서 출간

056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KBS, SBS, YTN 등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분석 

058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SBSCNBC 

출연

058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제155회 영림원 CEO포럼’ 강연 

진행

059  오태헌 교수,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TV·라디오 출연

060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최혜자, 임미혜 교수 

<예술교육,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 문화예술포

럼 참여

교수님 소식

061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정보 포털 ‘ACKIS’에서 생활예술이야기 

인터뷰 진행

062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신임 이사장 취임식 성료

064  저가 패키지여행 문제개선 국회 토론회 참여 “여행업계의 구조

적인 시장 질서 정리해야”

064  차기 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으로 선출

065 한국관광연구학회 ‘2019 춘계정기학술대회’ 참여

066  (한국NGO학회 회장) ‘한국NGO학회 지역포럼 : 5·18 기념 학술

회의’ 참여

067  ‘추계학술회의 및 환경NGO포럼’ 개최

067   ‘마을자치와 마을민주주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068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홍보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069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 포럼 컨퍼런스’ 참여

070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병원 교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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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소식

이해’,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

션 맵핑 등 다양한 트렌드 표현기법을 

학습하는 ‘뉴미디어 표현기법’, 디지털 

게임 그래픽 개발 능력을 학습하는 ‘게

임 제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과목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학생

들이 졸업 전 ‘캡스톤프로젝트’를 통해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제작해볼 수 있

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능력, 두 가지 학

습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또한 ICT융합콘텐츠전공은 학생들의 눈

높이를 높이고자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도 전공과 관련한 박람회, 전시회, 관련 

기업 견학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한

다. 전공 관련 실무전문가의 오픈 특강

과 교수와의 소통 시간 마련을 통해 학

생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이렇듯 항상 학생들의 니즈를 최우선으

로 생각하는 ICT융합콘텐츠전공 김지현 

전공주임 교수는 말뿐인 융합교육이 아

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융합교육’을 강조한다.

김 교수는 “융합교육이란 여러 전공의 

과목들을 그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 상에서 각 과목의 밸런스를 맞

추는 것”이라며 “우리 학과는 공학에 기

반을 둔 콘텐츠 디자인과 개발 중점 교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부 내 타 전

공과 연계를 통해 실무능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ICT융합콘텐츠전공은 학생들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적이고 실용적

인 교육을 우선시할 예정이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산업의 변

화에 발맞춰 수시로 국내외 신기술과 사

례를 연구？분석하고, 실제 가상현실 개

발자로 활동하는 멘토를 통한 다양한 실

무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입학생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 시

대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필수적인 홀

로그램 기법, VR 기법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체험

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학생들의 호응과 

반응을 이끌었다.

김 교수는 "ICT융합콘텐츠전공이 신설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과와 학교

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학과는 학생들의 미래를 설

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70여년 역사의 

명문 사학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2001년에 경희학원이 설

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교다.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로서 경희학원 내 온라

인 교육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대학 교육의 세계적 트렌드인 온·

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위해 경희대와 연

계 협력을 체결하고 ‘교육·연구 등 학술

교류’, ‘학점 및 실습 등 학생 교육지원’, 

‘콘텐츠·설비·시설 등 인프라 전반’, ‘교

원 및 직원 교수’, ‘문화프로그램 공동 개

최’, ‘기타 양교 발전을 위한 각종 교류·

협력 분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e-러닝, 게임, 

방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와 디바이

스가 융·복합해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가

상현실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차세대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필

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올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내 ICT

융합콘텐츠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산

업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ICT융합콘텐츠전공은 가상현

실을 통한 기존 콘텐츠와의 접목은 물

론, 새로운 장르의 신개념 콘텐츠 제작 등

의 커리큘럼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ICT, 디자인, 비즈니스, 문화, 산업이 결

합된 형태의 다학제적 융합 교육을 통해 

가상현실 콘텐츠, 모바일 앱, 게임디자

인, 코딩기술 등 ICT·디자인융합 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첨단 디지털 콘텐

츠의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평가까지 

전반적 이해를 돕는 ‘가상현실콘텐츠의 

Real Interview Magazine 

김지현 교수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ICT융합콘텐츠전공

공학과 디자인의 결합, ‘디지털콘텐츠 실무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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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에 적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있다.

IDEAPALM의 가장 주목할 점은 다양한 

프로젝트 작업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

으로 차별적인 Toolkit를 제작하여 혁신

적인 기반의 수익을 창출 및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 운영과 함께 현재 

채이식 교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소프

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공

에서 1학기 제품디자인프로세스 교과목 

강의를 맡고 있다. 오는 2학기에도 인간

공학디자인, 리빙프로덕트디자인을 강

의할 계획이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산업디자

인전공에서 담당하신 강의에 대해서 설

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제품디자인프로세스' 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

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요구에 맞춰서 단

지 외형 디자인만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제품 컨셉을 먼저 정의하고 그 위에 형

태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디자인 프로

세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상품 기획 프로세스와 비슷

해진 부분이 있고 디자인만의 특징을 살

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

해서는 기존의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새로운 ‘언어’로 여겨지는 디자인.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목표로 

인간, 공간, 환경,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모두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특히, 지식의 보편화와 소

비자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 되며 향후 

디자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경희사이버대

학교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첨

단 기술과 감성적인 예술을 통합한 디자

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전

공을 신설하였다. 산업디자인전공은 책

에서만 혹은 기술로만 배우는 디자인이 

아닌 통합적인 사고를 습득하는 디자이

너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만나볼 교수님은 현재  IDEAPALM

이라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산업디자

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채이식 

교수이다. 

IDEAPALM은 국내 최초로 상품 기획

과 디자인을 융합한 전문적인 회사로 

Image Thinking을 기반으로 도시에

서 발생하는 문제인 주거, 지역, 병원, 도

로, 치안,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Project, Workshop, 

채이식 교수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 변화의 기로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사용자의 결핍과 만족을 생각하는 디자이너만이 살아남는다

“창의적인 디자인의 ‘관계없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Real Interview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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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개선된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제품디자인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씽킹, 상품 기획 프로

세스,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해서 강의합

니다. 

Q. 교수님 말씀처럼 산업디자인영역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을 운영하

면서 직접 경험하시고 피부로 느낀 점도 

있으실 텐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

영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전과 다른 점

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A. 4차 산업혁명 상품의 특징은 ‘무인

화(unmanned)’ 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도 무인화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집니

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등 모든 기술은 결국 사용자를 위한 것

이고 기술과 사용자 간에 인터페이스의 

방향은 무인화입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

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고, 간단한 터치만 해도 앞으로 가

고 회전하고 정지합니다. 한발 더 나아

가 엄마가 걸어가면 알아서 따라옵니다. 

엄마가 뛰면 유모차도 빠르게 따라오는 

형태로 상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유모차에는 이미 블록체인, 로

봇, 빅 데이터, 인공지능 센서가 초보적

이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관

점에서 과거 유모차와 동일하게 디자인

을 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디자인은 사용자와 기술 그리고 인터페

이스의 가장 이상적인 융합으로 AI 기반

의 진정한 사용자 중심 방향이 무엇일

지 면밀하게 고민하고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Q.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디자이너

가 꼭 가져야 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A. 시각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두 개의 툴

을 잘 다룬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사용

자의 결핍과 만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

니다. 사용자에 대한 관심에 깊이를 만

들어주고 벽을 넓혀주는 것은 인문학과 

동시에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문학은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하고 방

향을 제시한다면 과학 기술은 해결책의 

폭을 넓게 해줍니다. 디자이너는 프로젝

트에 관여한 지식과 경험을 비교적 빠르

게 이해하고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

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

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디자이너의 융합

적 역량은 앞으로 우리 사회, 다가올 미

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

로 소개되는 문제해결의 수준이 결정되

기 때문입니다.

Q. 디자이너로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십니까?

A. 미래에도 디자인 고유의 사용자를 위

한 창의적 사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디

자인의 본질은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새로움을 만

들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지금보다 한 차원 다른 유형의 디자인

이 출현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습관은 기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술이 

사용자의 습관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중심 개념

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사용자 습관

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실무에 있거나 디자이너를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다양한 독서와 상품 컨셉 작업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 기술, 

심리학 등 인문 사회학 관련 분야의 공

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련 공부도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 사회학 공부는 하나의 묘목을 심는

다는 생각으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하

게 되면 어떤 차별화가 가능할지 보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

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디자인과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되

는 독서나 강연을 즐겨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는 “관계

없는 것”들이 이야기 해줄 것입니다. 어

떤 방향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관계

없음이 해주는 이야기는 창의적이고 예

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면 

확실하고 명확함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

떻게 될지 궁금하겠지만 길이 뻔히 보이

는 그런 길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부족한 상태로 오래 걸어가길 바랍니다.

교수님 소식Real Interview Magazine 

▼ 국내 최초, 상품 기획과 디자인을 융합한 회사  IDEAPALM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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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희사이버대학교만의 강점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

고 보람을 느끼며 결실을 얻는 것을 봅

니다. 무엇보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나이의 제약, 시공간의 제약없이 공부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

지요.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되고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경희사이

버대학교는 우수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

러한 기대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나라 안

팎으로 혼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

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학

우들에게 이러한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

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배양하는 데에 힘

써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은 오만

을 부릴 수 없도록 강한 나라가 되려면 

역사적 진실을 확실히 알고, 올바른 국

가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사명

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희사이버대 공공안전관리전공 윤주

경 교수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삶과 공적열정>과

목을 강의한다. 전 독립기념관장이자 윤

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교수는 이

번 수업을 통해 조국을 위해 온 몸을 바

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불꽃같은 삶

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본 강

의는 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에 대

해 이야기해보며,현재의 삶 속에서 함양

해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감과 긍지를 깨

닫는 특별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독립

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강의를 통해 스스

로 공적열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윤주경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삶과 공적열정>이라는 과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누구나 학교, 회사 나아가 국

가라는 공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

체성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삶 속에서 

공적열정을 실천하며 헌신한 독립운동

가들의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

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불꽃처럼 살다 간 독립운동가들

의 삶의 궤적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 오

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에 어

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Q.구체적인 내용과 커리큘럼이 궁금합

니다. 

A. 본 강의는 크게 독립운동의 총론과 독

립운동가들의 삶과 역사적 의미, 두 부

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미와 3.1운동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

보는 것을 시작으로 독립군 형성과정과 

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의 근간에 대해

서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안중근, 김구, 윤봉길 외 독립운동가 11

인의 삶에 대해 짚어보고 내 삶의 방향

에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는지 숙고해

봅니다. 

Q. 광복절을 맞아, 교육자로서 강단에 

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A. 사실 전부터 강의를 하던 사람이 아니

라 여러모로 긴장도 되고 걱정되는 것들

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

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유지시켜온 

변치않는 가치와 신념들을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조부

(윤봉길 의사)께서 보여주신 공적열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Q. 윤봉길 의사의 삶과 공적열정에 대해 

좀 더 말씀해주세요.  

A. 할아버지의 짧은 일기들을 보면 끊임

없이 가족들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그 분도 평범한 아들이자 가장이었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의를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아들

에게 ‘꼭 너를 위해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선물하마’라고 하셨죠. 자식과 가족을 끔

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내 자식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자식

들, 나아가 미래의 모든 후손들이 행복

한 나라에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기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뜻으로 확

장된 겁니다. 개인적 삶에 단단하게 뿌

리를 둔 가치관이 공적인 삶으로 승화되

면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 것

이지요.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되찾아 후

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 분의 용기에는 

따뜻한 사랑의 힘이 담겨있어요. 

 

Q. 교수님 삶의 기조가 있다면 말씀해주

세요.  

A.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

고 양보하자는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

다. 그러나 불명예가 될 만한 것들에 대

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내 행동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제 삶의 철

칙입니다. 

Real Interview Magazine 

윤주경 교수
공공안전관리전공

공적 열정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계승하여 현재 삶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함양해야

나라 위해 헌신한 조부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적 의미 짚어보는 강의 <삶과 공적열정> 진행  

독립운동의 역사적 진실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개인적 삶의 방향 제시

▲  2019년도 2학기부터 <삶과 공적열정>과목을 강의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공공안전관리전공 윤주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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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헌 교수
일본학과

▲ 2019년 5월 18일(토)~19일(일)자 코리아타임즈에 게재된 기사 내용 발췌

 ※ 출처 : 코리아타임즈 (http://www.koreatimes.co.kr/www/culture/2019/05/142_269011.html)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 저서 출간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헌 교

수가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

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적게는 10여

명, 많아도 몇십명에 불과한 직원만으로 

100년을 이어온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생존동력과 위기를 극복하며 불황속에

서 더 강해진 기업들을 소개했다.

100년을 이어온 작은 기업들의 진화생

존 키워드를 5개로 선정하고 ‘외적 성장’

이라는 시각에서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내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진행했으며, 

본업을 중시하지만 변화를 주저하지 않

는 기업들의 생존 사례를 담았다.

오태헌 교수의 이번 저서는 영자 신문인 

코리아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다수의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책’에

서는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언론과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저자인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는 도쿄대

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

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쿄 사무소 소

장, 노무라 연구소 서울지점 부지점장,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방문교수, 한

일경상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기초부터 배우는 일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

본기업 50』, 『일본 바로보기』 등이 있으

며, 역서로는 『일본의 건설산업』, 『재미

있고 엉뚱하게』, 『도요타 혼』, 『도요타 생

각』 등이 있다.

◀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을 출판 했다.

일본 장수 기업의 ‘내적 진화’의 동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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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헌 교수
일본학과

KBS, SBS, YTN 등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석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배경,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제시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헌 교

수가 8월 2일(금) 일본 각의에서 백색국

가 제외를 주제로 진행된 KBS<뉴스특

보>에 출연하여 백색국가 제외배경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 등

에 대해 분석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이 무었이

겠냐는 질문에 오태헌 교수는 “심각하

게 얘기하자면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

려놓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일 문제

를 던졌다”며 “항일(抗日), 반일(反日)이 

아닌 지일(知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

조했다.

이에 앞서 7월 22일(월)에는 SBS<주영

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7월 21

일(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7월 1일

(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

출 규제 조치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태헌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비판했다. “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

가 참의원 선거 승리를 겨냥한 포석이라

는 분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참의원 선

거에서 개헌 발의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석 2/3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

문에 자민당의 압승은 아니다”라고 평가

했다.

이어, 일본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간의 갈등과 

일본 국내 정치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

명했다. 또한 “자민당은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삶과 직결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앞선 7월 18일(목)에는 국회방송 <직언

직설 토론당당>과 SBS CNBC <비즈플

러스> ‘오후토론’에 출연하여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전략물자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였고 대응책을 전망했다.

한편, 오태헌 교수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동안 『기초부터 배우는 일

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본기업 50』, 『일본 바로보기』 등을 저술하였고 5월에는 일

본 장수 기업의 ‘내적 진화’의 도력에 주목한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도 출간하였다. 

▲▶  오태헌 교수가 지난 7월 

22일(월) SBS CNBC <경

제와이드 뉴스&>에 출연

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지난 7월 22일(월) SBS 

<주영진의 뉴스프리빙>에 출연하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홈페이지  

「;반쪽 승리’ 거머쥔 아베..’벼랑 끝’ 한일 관계 어

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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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SBS CNBC 출연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10월 25일(금) SBS CNBC의 프로그램 ‘경제와

이드 뉴스& 이슈진단’에 출연해 최근 진행된 한·일 회담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0월 24일(목) 일본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던 한·일 회

담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이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태헌 교수는 이번 한·일 회담에 대해 “회담 자체가 지속적인 한·일 갈

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며 “일본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일

본이 한·일 무역 측면에서 무언가 피해를 보았고,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

가갈 것으로 예상해선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껴 일본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소미아 카드는 좋을 카드가 될 수 있다. 일본 국민

이 우려하는 부분과 개헌을 가져가기 위한 국민의 통합을 생각했을 때 지

소미아 카드는 일본에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태헌 교수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

다. 그동안 『기초부터 배우는 일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본기업 50』, 『일본 바로보기』 등을 저술하였고 5월에는 일본 장수

기업의 ‘내적 진화’의 노력에 주목한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을 

출간한 바 있다.

오태헌 교수는 지난 1월, 충북도 내 시·군 기업인협의장을 비롯한 경제

단체장,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저성장기를 극복한 일본 중소기업의 생

존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강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태헌 교수는 도쿄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우경

제연구소 연구위원·도쿄 사무소 소장, 노무라 연구소 서울지점 부지점장,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방문 교수, 한일경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제 155회 영림원 COE포럼' 강연 진행 

지난 10월 10일(목)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제155회 CEO

포럼 강연이 진행됐다. 영림원 CEO포럼은 2005년 10월 첫 회를 시작으

로 매달 개최되는 포럼으로서, 중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각 분야

의 최고 전문가가 강연한다.

이번 강연을 맡은 오태헌 교수는 ‘저성장기를 극복한 일본 강소기업의 생

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일본 강소기업 사례 4가지를 소개했다. 특수거울 

제조사 ‘코미’, 쌀겨 양말 제조사 ‘스즈키 양말’, 주물과 주물 용기 제조사 

‘노사쿠’, 우산 제조사 ‘슈즈 셀렉션’ 회사의 실제 불황을 극복한 사례를 강

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태헌 교수는 사례로 든 4개 기업의 공통분모에 대해 ‘본업사수 경영’을 

제시하며 “일본의 장수기업은 고유의 까다로움과 무형의 자산으로 본업

사수 경영을 진행했으며,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는 기업을 지향했기 때문

에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강연을 끝마쳤다.

오태헌 교수,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TV·라디오 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지난 7월 8일(월) SBS CNBC 

프로그램 경제와이드 뉴스&’이슈진단’에 출연하여 최근 일어난 일본 정

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분석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오태헌 교수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기업의 피해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태헌 교수는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서 일본 기업에 돌아가는 피해에 대

해 “구체적인 숫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일본기업이 받을 영향

은 불가피하다.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을 때에는 사전에 해

당 기업들에게 양해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감

수하면서도 순응했다는 점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야 할 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기업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우

리 기업 대표와 회동을 가지며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태헌 교수는 YTN 라디오 ‘YTN라디오 생생경제’에도 출연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

했다.

한편, 오태헌 교수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

다. 그동안 『기초부터 배우는 일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본기업 50』, 『일본 바로보기』 등을 저술하였고 5월에는 일본 장수 

기업의 ‘내적 진화’의 도력에 주목한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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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주임

교수, 최혜자 교수, 임미혜 교수는 지난 

4월 24일(수) 혜화동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된 <예술교육, 마

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 문화예술

포럼에 참여했다. 

또한, 평소 문화예술포럼에 관심있던 문

화예술경영전공 재학생들도 포럼에 참

여해 다양한 예술교육의 사례를 접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번 문화예술포럼은 더 행복한 지역사

회를 이루기 위해 개최됐다. 1부에서는 

문화예술경영전공 최혜자 교수가 ‘일상

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해외사례 읽기’를 

주제로, 임미혜 교수가 ‘서울시민예술대

학 - 시민이 예술참여와 행위로서 예술

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광주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 박형주 센터장과 현대차 정몽구 재

단 최영성 사업팀장의 발표 이후 강윤주 

교수와 성북문화재단 권경우 문화사업 

본부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다양한 문화예술 

포럼과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

수한 교수진이 재직중이다.  또한, 사회

적예술,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트랙으

로 예술과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문화예술교육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폭넓은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원졸업 이후 문화예술

시설 관장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업무 전문가, 문화예술경영 

컨설턴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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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최혜자, 임미혜 교수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님 소식

<예술교육,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 문화예술포럼 참여

문화예술 통해 지역사회를 일상 축제의 장으로 바꾼 사례 연구와 과정 공유하는 시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정보 포털 

‘ACKIS’에서 생활예술이야기 인터뷰 진행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교수가 한국 문

화관광연구원 정보 포털인 ‘ACKIS’를 통해 원내 연구진과 

외부 문화정책 관련 인물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공하는 5

분칼럼에서 ‘생활예술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ACKIS는 국내외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식 정보와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

구기관인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강윤주 교수는 “생활예술은 ‘예술은 아주 선택받은 소수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깨는데 기여하며 예

술과 일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생활예술을 확산될수록 예술생태계 전체의 순환

이 오히려 원활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예술계에도 긍정적

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강윤주 교수는 생활예술 활동에 매개자도 다각도로 

조명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생활예술매개자는 정서

적, 지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때문이다고 말하며 “더불어 공

동체성을 활성화하고 시민성을 키우는데 예술가로서 기여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윤주 교수는 생활문화연구의 한계점도 지적

했다. “공적자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문화공동체를 자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된다. 생활문화가 중장년층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세대를 아울러 청년세대가 생활문화를 어

떻게 즐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24일(수)에 진행된 문화예술포럼에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윤주 교수, 최혜자 교수, 임미혜 교수 및 

 전공 재학생이 참여했다.

▲ 임미혜 교수, 최혜자 교수가 예술교육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 이번 문화예술포럼에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주임교수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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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교수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수님 소식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신임 이사장 취임식 성료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는 지난 9월 30

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에

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행사를 통

해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항공경

영학과 윤병국 교수가 신임 이사장으로

서 차후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계획을 

전했다.

취임식에서는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설립자인 유진룡 前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축사를 시작으로 ‘길 위의 대학’ 발

족 보고가 진행됐다.

유진룡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여가관광진흥회가 설립된지 11년이 됐

다. 새로운 변환이 필요한 시점에 윤병

국 이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사단법인이 

더욱더 발전하길 바란다. 국민의 행복한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길 위의 대학’ 발족 보고가 진행됐다. ‘길 

위의 대학’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길’

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과 ‘길’과 ‘필수 관

광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 등 

국토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를 전달하는 ‘국토여행 교육’을 말한다.

신임 이사장인 윤병국 교수는 길 위의 

대학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초기 대학설

립의 실무를 담당하고, 유진룡 총장(국

민대 석좌 교수), 최병원 부총장(前 스

틱 인 베스트먼트 부회장), 진현식 부총

장(테마리조트개발연구원장)과 더불어 

“한국의 국토와 길에 어려 있는 문화와 

역사, 지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지역 전통관광자원 발굴 등의 역할을 수

행하여, ‘길 위의 대학’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국토여행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병국 신임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대학

원 지리학과에서 관광지리학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차기 한국관광연

구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관광

레저항공경영학과 학부와 대학원 교수

로 재직 중이다.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가 지난 9월 30일(월) (사)국민여가관광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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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패키지여행 문제개선 국회 토론회 참여 

“여행업계의 구조적인 시장 질서 정리해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는 지난 8월 6일(화) 국제의원회관에

서 진행된 ‘패키지여행,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패키지여행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내 대형여행사와 해외 소규모 현지여행사 간 힘의 불균형, 저가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부당한 옵션 등 실제 사례에 대한 다양한 방

안을 논의했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는 “인터넷에 기반한 업무와 여행정

보 전달의 일반화에 따른 여행시장의 변화에 있어 차별적인 여행상품을 

만들어야된다. 또한, 거대 여행사는 항공권, 호텔 등에 대한 연간 계약을 

통해 좋은 여행상품을 만들어야 되며, 중·소 여행사는 소비자와 직접 거

래하여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돼있는 여행업종을 

하나로 통합해 도·소매업으로 이원화하여 규모에 따라 국내외 기획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입과 모객만 하는 대리점 형태의 소매업으로 재편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행사의 하청, 재하청의 불공정한 구조의 문제, 저가 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관광연구학회 ‘2019 춘계정기학술대회’ 참여

한국관광연구학회는 지난 5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에 걸쳐 광주

광역시와 호남대에서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과 팸투어를 성황리

에 개최했다.

정경일(세종대 교수) 한국관광연구학회장은 5월의 광주에서 본 학회가 

개최되는 것은 광주가 갖고있는 민주화의 상징성을 경애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하는 주민주도 지역관광’이란 주제로 서울과 수

도권 중심의 관광 문제점에 대한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형 산림

조합중앙회장의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와 김재학 청주대 교

수의 ‘주민기반형 지역관광’의 발제와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등의 토론

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는 관광지리·개발 

분과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지역주민중심의 지역관광이 수행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일(일)에 진행된 심포지엄과 팸투어 행하에서 윤

병국 교수는 “광주시 동구청에서 후원한 팸투어를 통해 광주와 인근 지

역의 관광자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학술대회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차기 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으로 선출

지난 5월 11일~12일 광주광역시 호남대에서 개최된 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윤병국 교수(관광레저항공경영학

과)가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윤병국 교수가 참여한 한국관광연구

학회는 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관광개발학회와 한국관광지리학회가 2002년에 통합하며 발족한 우리

나라 최초의 M&A학회다. 

윤병국 교수는 2020년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2년간 학회를 대표한다. 

윤 차기 한국관광연구학회장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광지연구에 관련된 저서 27권과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리학자이다.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연구원 및 관광개발실장과 경희대 관광개발

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현재 본교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수, 호텔관광

대학원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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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교수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교수님 소식

‘한국NGO학회 지역포럼 : 5·18 기념 학술회의’ 참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하는 기회

한국NGO학회는 오는 5월 26일(일) 오

전 12시부터 18시까지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7층에서 한국NGO학회 지역

포럼: 5·18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NGO학회와 광주

광역시가 주최하며 광주NGO시민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이며 5·18기념재단이 후

원하는 행사다.

‘5·18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

행되는 학술회의는 최근 정치권 일각의 

5·18 민주화운동 폭동설과 북한군 남

파설로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왜곡되고 부정됨으로써 한국 민주화운

동의 역사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

된다.

학술회의는 기조강연과 1세션, 2세션으

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

연은 ‘5·18의 역사 왜곡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NGO학회 오재일 고

문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5·18을 어

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5·18

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한국NGO학회 회장인 서유경 교수는 초

대의 글에서 "이번 5·18 기념 학술회의

가 최근 다시 쟁점화된 5·18민주화운동

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우리들 자신

과 시민사회가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

는 동시에 5·18의 올바른 기억·기념화

를 위한 실천적 통찰을 얻는 문제해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와 마을민주주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한국NGO학회는 오는 6월 21일(금) 오후 1시부터 22일(토)까지 1박 2

일 동안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마을자치와 마을민주주

의’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안동시의회, 한국NGO학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

워크,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며 안동시의회, 한국NGO학

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안동시가 후원하

는 학술회의다.

‘마을자치와 마을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동학술회의는 마을자

치·마을민주주의 관련 제도와 운영 전반, 부문별 과제를 통해 지역단위

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동학술회의는 서유경 한국NGO 학회 회장(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

리더십·거버넌스 전공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회의, 2회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서유경 한국NGO 학회 회장(문화창조대

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유정규(의

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및 1, 2회의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다.

(한국 NGO학회 회장) 

‘추계학술회의 및 환경NGO포럼’ 개최

한국NGO학회(서유경 교수, 학회장)는 오는 9월 20일(금) 오후 1시 30

분부터 6시까지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509호에서 ‘기후변화 및 미

세먼지 문제와 환경NGO들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회의 

및 환경NGO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NGO학회,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한국환

경정책·평가원구원이 공동주최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공식후원하

는 행사다.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서유경 교수의 개회사를 시

작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현황과 법제’와 ‘국내외 NGO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서유

경 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관련 논의와 정보 공유 등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들에 대

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임현진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한파, 가뭄, 홍수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

세먼지의 만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한국 

NGO학회 환경NGO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으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을 모색해야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환경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

큼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

다.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등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NGO학회는 오는 5월 26일 ‘5·18 기념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068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069

Real Interview Magazine 

임정근 교수
NGO사회혁신학과

교수님 소식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홍보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많은 활동에 참여할 계획

NGO사회혁신학과 임정근 학과장은 지

난 5월 24일(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기문) 홍보소통위원회 전문위

원에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의 수

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 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적 기구로 

4월 29일 공식출범하였다. 정식 명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

경회의’이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임정근 교수는 

국민홍보소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 포럼 컨퍼런스’  참여

임정근(NGO사회혁신학과) 교수와 민경배(미디어영상홍

보전공) 교수가 지난 6월 10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대표, 국회의원,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이 진행

됐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임정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의 도래로 디지털 시민역량과 본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되어 뜻

깊다.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사회로 나가게 된 우리나라 정

책과 이슈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있는 자

리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토론은 김양은(건국대) 교수, 민경배(미디어영상홍보

전공) 교수, 박일준(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협회장, 최문

정(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기 토

론자로 나섰다.

민경배(미디어영상홍보전공) 교수는 최근 택시(타다) 논쟁

에 대한 관전평으로 “혁신과 포용의 공존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 누락, 설득 부족, 전략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이

용 주체인 시민이 빠진 논쟁은 사업자와 정부의 입장만 전

면에 부각됐다”며 시민참여 및 편의에 대한 내용의 부재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혁신, 구사업자를 위한 포용 연계만 진

행되고 구 패러다임의 고수가 곧 포용인것처럼 왜곡됐다

고 전했다.

▲ NGO사회혁신학과 임정근 교수가 지난 5월 24일(금)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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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 교수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교수님 소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상호발전 계기 마련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병원 교수

가 지난 7월 16일(화), 우즈베키스탄 타

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Developing 

Sustainable and Societal Values for 

Business, Economic and Cultural 

Partnership’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5개국의 학자들

이 약 2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간

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발전을 약속했다.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병원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의 국과 들과 협력하여 상호발전의 기틀

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슬진흥재단의 최

고 등급의 등재학술지인 ‘로고스 경영연

구’를 매년 4회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이병원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

켄트에 위치한 롯데호텔을 방문하여 경

희사이버대학교 호텔·레스토랑경영학

과 졸업생인 송예섭 총지배인을 만났다.

송예섭 총지배인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에서 습득한 지

식을 직장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

다. 앞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

대학원 호텔외식MBA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병원 교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롯데호텔을 방문하여 송예섭 졸업생을 만났다.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병원 교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 한국로고스경영학회(이병원 학회장)은 국제학술대회 이후 만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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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CYBER UNIVERSITY C O N T E N T S   074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제7대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078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의 사회적 공헌 위한 해외 석학 

특강 촬영 진행

082  경희사이버대학교 태국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

(Uttaradit Rajahbat University, URU)와 간담회 진행

08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브랜드부문 수상

086  장애학생지원센터 ‘어둠속의 대화’ 진행

088  2019 ‘스승과 하나 되는 5월 대동제-일심동체’ 성료

096  온라인 타고 세계로 뻗는 한국어 강의

098  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연수 프로그램 진행

학교이야기

100  경희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졸업식) 성료

100  경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 성료

100  경희사이버대학교 재외동포 및 현지인 위한 입학설명회 진행

101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역주민과 예비 신·편입생을 위한 특강 및 

입학설명회 진행

101  경희사이버대학교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특강 성료

101  차별화된 2019학년도 2학기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 개최

072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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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제7대 변창구 총장

학교이야기

본교 제7대 총장으로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 경희학

원)은 최근 개최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신임 변창구 총장은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셰익스피어 

전공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뤘다. 이와 더불어 교무처장, 교육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

의 학술·교육 역량 강화에 헌신해왔다.

창학 초부터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강조해온 경희학원은 문명사적 전환기에 사이버대학이 

수행해야 할 선도적·전위적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는 21세기 개막과 함께 국내 

최초 온라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미래문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안

정적인 리더십 구축과 미래지향의 행정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총장 선임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본교 제7대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Real Interview Magazine 

구성원 의견 수렴, 비전 제출 및 심층면접, 이사진 숙의토론 등 새 방식 도입

기존 틀과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총장 선임

문명전환기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창의적·역동적·안정적 리더십 구축



076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077

경희학원 이사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외 전문가 그룹 자문을 바

탕으로 해외 명문 사립대와 국내 사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심층 연구했다. 그중에서도 

세계 정상권 대학에 다수 포진된 미국 명문 사립대의 총장 선임제도에 주목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유의 창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

고, 탁월한 학술·교육·실천 역량을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사대상 5개 대학의 제도가 유사하지만, 그중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총장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

학 교학행정의 의사결정을 책임질 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자

질, 역량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 후 이사진과 외부 전문가 15

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후보 물색 및 검증, 면밀한 심사 과

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전체 이사회에 추천한다. 하버드대의 29대 총장 선임과정은 국

내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듯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700명이 넘는 후보자가 물색됐다. 이 과정을 거쳐 하버드

대 이사회는 로렌스 배카우(Lawrence S.Bacow)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법인이사회 이

사장인 윌리엄 리(William F. Lee)는 “지금은 고등교육에 있어 새로운 지식 추구, 교육 

강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헌신을 추구할 수 있는 비상한 기회로 가득 차 있는 중차대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고등교육과 대학연구의 핵심 가치가 자주 도전받고 많은 이가 이

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려운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능숙한 지도력

과 전략적 사고 및 단련된 집행력이 요구되는바, 신임 총장은 폭넓은 경험, 깊이 있는 전

문성, 그리고 하버드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 능숙히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열정과 역량이 

있다”라며 배카우 신임 총장의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성명서는 

2018년 2월 11일 하버드 본교에서 개최된 이사총회에서 신임 총장 선정이 최종 의결

된 후 교내외로 공표되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선도 사립대 사례를 심층 분석한 뒤, 경희학원 정

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초장 선임제도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7대 경희사이버대

학교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되, 새로운 절차와 방식이 

교육·학술기관에 요구되는 가치와 품격,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교수·학생·직원·동문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경희학원 이사진이 전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총장상(像)’을 도출했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이사진 및 내·외부 전

문가 그룹으로부터 총장상에 부합하는 후보자 물색을 위한 의견을 청

취했고, 이사진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통해 각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8월 초에는 후보자별 의향을 타진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 및 결격사

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종 후보자는 심층면담과 함께 경희학

원의 역사와 비전, 가치와 철학, 위상 및 재정, 온라인 교육의 미래, 대

학의 글로벌·공공협력 등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의 심층면담과 리포트를 토대로 숙의

를 거듭한 결과, 8월 28일 신임 총장을 선임했다.

이번 경희사이버대 총장 선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

선, 교수·학생·직원·동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인 이사회가 미래를 

이끌 총장상을 도출했고, 다양한 후보자를 물색했다. 그다음 이사회는 

교내외 전문가 그룹과 심층 토론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가 전환시대의 

온라인 고등·학술기관 리더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후보자로부터 대학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듣고, 이를 토대로 이사진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총장 후

보자를 선임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공정, 소통, 학술·교육기관의 가치와 품격, 미래

비전, 학교법인 경희 학원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축으로 선임된 경희사

이버대학교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및 취임식을 오는 11월 초에 개최

할 예정이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교이야기

학력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

-털사 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문학박사)

교내보직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외부경력

-1980년 9월 ~ 1989년 1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989년 2월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2002년 8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장, 교무부처장

-2004년 1월 ~ 2005년 12월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회장 역임

-2004년 7월 ~ 2006년 6월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2008년 8월 ~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2012년 7월 ~ 2014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2016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2019년 8월 28일 ~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한국셰익스피어학회 회장 역임

저서

-<셰익스피어 : 시대, 삶 그리고 작품세계>(1997년)

-<맥 베스>(2007년)

변창구 총장 이력

해외 선도 사립대 사례 심층 분석, 

구성원 의견 수렴

경희학원 정관 및 관계 법령에 근거, 

새 총장 선임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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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촬영한 미국 심리학회 학교교육 심리센터(APA, CPSE) Rena F. Subotnik 소장과 Teacher 

Prep Inspection-US(TPI-US) Edward Crowe 회장의 특강은 교양학부 특강시리즈로 활용할 계획

이다.

미국 심리학회 학교교육 심리센터(APA, CPSE) Rena F. Subotnik 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희

사이버대학교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어 기쁘다. 체계적인 교수지원 프로그램과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향후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갖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창구 총장은 “영재교육, 교사양성 분야의 저명한 두 분을 모시고 특강을 촬영하게 되어 기쁘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써 온라인 교육을 통해 경희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특강 촬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 해외 석학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사회적 공헌 위한 

해외 석학 특강 촬영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재능 개발에 필요한 7가지 원칙’,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역할’ 주제로 강의 촬영 진행

교양학부 해외석학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월 14일(월) 미국 심리학회 학교교육 심리센터(APA, CPSE) Rena F. Subotnik 소장, Teacher Prep 

Inspection-US(TPI-US) Edward Crowe 회장과 함께 간담회와 특강 촬영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육 목표와 가치, 교육 철학과 미래교육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의 사회적 공

헌과 급변하는 세계에서 대학이 준비하고 목표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HCU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특강 촬영이 진행됐다. 미국 심리학회 학교교육 심리센

터(APA, CPSE) Rena F. Subotnik 소장은 ‘Seven Principles of Talent Development :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Scientists, and Leaders (재능개발의 7가지 원칙 : 차세대 예술가, 과학자, 리더 양성)’를 주제로 음악과 과학 등 재능 개발에 필요한 원

칙에 대해 설명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Teacher Prep Inspection-US(TPI-US) Edward Crowe 회장은 ‘Evaluat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교사양성 프로그램 평

가)’를 주제로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교사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학교이야기

▲ F. Subotnik 소장이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특강 촬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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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

발 발대식을 통해 향후 진행

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Edward Crowe 회장이 해외석학 

시리즈 특강 촬영을 진행했다.

▲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해외 석학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Rena F. Subotnik 소장, Edward Crowe 회장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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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

(Uttaradit Rajahbat University, URU)와 간담회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한국어교원 파견을 위한 협력

한국어교육학과 교수진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약속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국제

교육원에서 태국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 경희대 국제교육원

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 외 3명이 

참석했으며,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 Ruangdej Wongla 총장, 

사범대학 학장 외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6일(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태국 우

따라딧 라차팟 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에 의해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교류방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우따라

딧 라차팟 대학 한국어교육학과 교수진 재교육과 한국어 및 한

국학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

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제교류 협약을 

통해 한국어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졸업생을 우따라딧 라차

팟 대학교에 강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경희사이버

대학교 한국어학과 샘플 콘텐츠 시연과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스튜디오 견학을 진행했다.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 Ruangdej Wongla 총장은 “과거 치앙

마이 라차팟 대학 재임시절과 현재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에 

재직하며 한국어교육학과와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태국 내 한

국어 및 한국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동남아 최초로 

태국에서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태국에는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다. 협약 이후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전문

적인 온라인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며 태국 정부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어 교사 양성과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지형 총장 직무대행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온

라인 교육을 통해 태국 현지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사 양성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온라인 교육 보급을 

통해 태국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

다”고 전했다.

학교이야기

▲사이버대학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스튜디오에서 강의체험을 진행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일(월) 경희대 국제교육원, 

 태국 우따라딧 라차팟 대학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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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야기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8월 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글로벌베스트브랜

드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내 경

제, 사회, 행정 등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기업에

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

자대상위원회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그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KF 글로

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 해외지역 한인회와 협약,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국제교류 협약 등을 통해 해외 교민들에게 고

등교육의 기회를 제공 및 확대하는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글로벌베스트브랜드부문’을 수상했다. 

그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년 2월 ‘고객감동·국

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인교육 부문 대상 ▲ 5월 교육부 

‘2018년 교육부 재정 지원 특성화 사업-사업 지원 대학 선

정 ▲ 11월 매일경제 ‘2018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학부문 

대상 수상(2017, 2018년 2년 연속) ▲ 12월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직원 대상-우수 대상(원격대학협의회 회장

상) 수상 ▲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사이

버대학 최초) ▲ 12월 ‘2018 사이버대학 발전 유공 기관 부

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장’ 2019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K-BPI) 수상(2016, 2017, 2018, 2019 4년연속 수상)

이외에도 2007년 원격대학 평가에서 전 영역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되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원격대

학 특성화사업’에 선정, ▲ 2008년 인터넷대상에서 ‘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

팅 주관 사이버대학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선

정, ▲ 2010년 총 25개 과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의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산

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웹어워드 코리아(Web 

Awards Kore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3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사업’선정 

▲2015년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

대한민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브랜드부문 수상

Real Interview Magazine 

해외 교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및 확대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 인정

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 ▲ 2016~2018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3년 연

속 1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주관 ‘2018년 생애주기별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

츠 개발 사업’ 선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7일

(수) 진행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글로벌베스트브랜드부문을 수상했다.

▼ 글로벌·대외협력 처장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086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087

학교이야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 5월 25일(토) 북촌에 위치한 D.SPACE에서 ‘어둠속의 대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

둠속의 대화’를 통해 비장애학생이 장애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진행됐다.

체험의 모든 과정은 암흑 속 공간에서 전문 로드마스터의 인솔 하에 진행됐다. 7개의 테마(공원 산책, 보트 타기, 시장 체험,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기 등)를 체험하며 약 100분 동안 시각 외의 감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태은(재난방재과학전공 17학번) 학생은 “체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많은 도움을 줘야겠

다고 생각했다”고 전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태현(상담심리학과 17학번) 학생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전맹(全盲)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빛

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참여 학생들은 ‘어둠속의 대화’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단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것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입장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

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9년 3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

애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 시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어둠속의 대화’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체험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함의 소중함 느끼는 계기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 장애인학생지원센터는 지난 5월 25일(토) ‘어둠속의 대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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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승과 하나 되는 

5월 대동제- 일심동체’ 성료

Real Interview Magazine 

스승의날 기념하며, 교수와 재학생 하나 되며 소통하는 시간 가져

학과(전공)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과(전공) 결속력 다지는 계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11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스승과 하나

되는 5월 대동제-일심동체’를 진행했다. 

이번 대동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프라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구성원과 재

학생, 졸업생이 하나 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승의 날 행사를 기념해 학과

(전공)별 교수진과 학생대표가 함께 꼬사지 증정과 케잌 커팅식이 진행됐다. 

1부, 2부, 3부로 진행된 대동제는 학과(전공) 부스와 총학생회이 플리마켓, 룰렛다트, 데

시벨 질러왕 게임, 베트남 후원 모금 및 기금 티셔츠 판매 등 다채로운 부스 운영이 진행

됐다. 

1부는 실용음악학과 허진성(18학번), 이치원(19학번), 김석원(19학번), 오빛나(16학

번), 조채윤(18학번), 장미란(19학번), 이스완(15학번), 김해열(17학번) 학생들의 오프

닝공연과 함께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이번 대동제는 이혜린 입학학생처장과 김지형 총

장직무대행의 환영사 그리고 엄승섭 총학생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대동제가 시작되었다. 

김지형 총장 직무대행은 “ 대동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열정’, 동문은 ‘사랑’, 교수님들은 

‘탁월함’, 교직원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로 대동제의 시

작을 알렸다. 이어  “4개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경희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인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다.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보내고 ‘일심동체’라는 주

학교이야기

◀▼  지난 5월 11일(토) 경희대 서울 경희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진행 한 

  ‘스승과 하나되는 5월 대동제-일심동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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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교이야기

▲뜨거운 햇빛아래 진행된 대동제에서는 각 학과(전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부스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 대동제를 준비해 온 박원일 총동문회장이 대동제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김지형 총장 직무대행의 환영사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학과별 교수진들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 

◀입학·학생처 부스에서는 입학 안내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실용음악학과의 공연과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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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맞게 스승과 학생 그리고 교직원이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오늘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환영

사를 전했다. 

박원일 총동문회장은 “ 오늘 이렇게 많은 재학생이 모이다니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이 진정한 경희

사이버대학생들의 날인 것 같다. 많은 재학생과 선배 후배 교직원들이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3개월동안 고생했다. 오늘을 만들어준 총학생회에게 박수를 보낸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즐기

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한국어문화학과는 ‘추억의 교복입고 사진찍기 및 교수님과 함께 사진 찍기’ 상담심리학과의 ‘프리

마켓’, 글로벌 경영학과의 시집 “쓰다, 잠든 밤” 책 판매 수익금 기부 이벤트, 총학생회의 고성 화재

및 캄보디아 도서관 기금마련 모금행사, 한방건강관리학과의 다채로운 ‘친환경 건강식품판매전’, 

미래인간과학스쿨의 ‘심폐소생술 훈련’,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의 ‘방명록 남기기’, 등 학과(전

공)별 부스가 마련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대동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 ▼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응원을 보내는 경희사이버대학교학생들

학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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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무대에서는 한국어문화학과 최진희(18학번) 학생, 소프트

웨어디자인융합스쿨 김동섭 (19학번) 학생, 사회복지학부 학생

들, 실용음악학과 허진성(18학번) 학생, 사회복지학부 정택진

(02학번), 이주순(02학번) 학생들의 가요제가 진행되었다. 이어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장기자랑 시간도 

이어졌다. 

대동제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가수 김유미와 경희여자고등학교 

고전무용팀, 비보이 ART SHOW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마지

막으로 마마무의 특별공연이 ‘2019년 스승과 하나되는 5월 대

동제 - 일심동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경희’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들은 뜨거운 날

씨 만큼이나 뜨거운 축제를 모두 한마음으로 즐겼다.

학교이야기

▲▼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대동제를 축하해주는 공연과 이를 즐기는 학생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대동제를 축하해주는 공연과 이를 즐기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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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야기

생과 예비 한국어 교사를 연계하는 화상 한국어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KF 글로벌 e-스쿨 사업’ 책임자인 김지형 총장직무대행(한국어학과)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미 

‘KF 글로벌 e-스쿨 한국학 VOD 사업’을 통해 해외 유수 대학에 자체 개발한 한국학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 바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스쿨 사업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한국어 

강의를 해외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

국어, 한국학 강의 보급을 위해 온라인 대학으로서 그간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축적한 다양한 노하

우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과 함께 우수한 온라인 한국어 강

의 콘텐츠를 해외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에 최종 선

정됨으로써 진행됐다. 이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봄학기부터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 

해외 유수 대학에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은 해외 대학에 다양한 한국학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2011년도부터 한국학 분야의 강의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한국어 강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8년도에 한국어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올해 정규 사업으로 편

성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8년도에 진행된 시범 사업을 수행한 대학으로서 한국어학과의 정규 

한국어 강의를 멕시코, 파라과이, 폴란드,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제공하여 950

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정규 사업은 올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데, 2019년 봄학기에는 파라과이,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6개국에, 가을학기에는 기존 6개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태국, 몽골 등 4개국의 대학을 추가하여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학 강의 제공 외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엄격한 학사관리는 

물론, 인턴 교사 파견,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교수진과 현지 교수진과의 세미나 진행, 현지 학

온라인 타고 세계로 뻗는 

한국어 강의

Real Interview Magazine 

경희사이버대학교, 해외 대학에 우수한 온라인 한국어 강의 제공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 수행

강의 제공 외에도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한 학사관리, 교사 파견, 

화상 시스템 활용 등 사업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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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연수 프로그램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국내 사이버대학 중 경희사이버대학교 선정,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우수성 입증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2일(목)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연수단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선진교육체제를 경험하기 위한 Architecture Enterprise 및 Information 

Technology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선진교육 기관 현장 

견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에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대

표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온라인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최우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

며 국내 최대 글로벌 스튜디오 방문을 진행하며 영상 제작시설 방문과 강의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뛰어난 교육역량 전수를 통해 교육연수단의 능력향상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교육 연수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인도네시아 교육연수단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선진 교

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교육연수단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뒤 글로벌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

▼ 인도네시아 교육연수단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뒤 글로벌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

학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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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졸업식)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24일(토) 경희

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

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학사 858명, 석사 49명이 학위를 수

여 받았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개교이래 

총 28,538명의 학위수여자와 석사 464명의 

석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교무처 신봉섭 처장의 개

식선언을 시작으로 학사보고 ▲ 졸업식사 ▲ 

총장상 및 우수학위자 시상 및 학위수여 ▲ 졸

업생 대표연설 ▲ 공로패 수여 및 축사 ▲ 축

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지난 2001년 한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탄생한 이래 20년의 

길지 않은 역사 동안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이

루어 온 수많은 성취들을 이뤄왔다. 경이로운 

경희가 될 수 있었던건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낸 성취이자 경희의 역사에 기록될 여러분의 

발자취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은 우리가 

경희인으로서, 모두 함께 나누는 큰 성취의 결

과이며, 경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보답일 것이다”고 전하며 졸업생들이 겪은 다

양한 고전과 고비, 학업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24일(토) 평화

의전당에서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진행

했다. 이번 입학식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

다. 1부 본 행사는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입학허가 ▲ 입학생 선

서 및 경희 Honor Code 선언 ▲ 장학증서 수

여 ▲ 입학식사 ▲ 재학생 대표 환영사 ▲ 축

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입학생 선서와 경희 Honor Code 선언은 호텔

관광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 정수미 학생, 

상담심리학과 김현심 학생이 맡았으며, 장학

증서는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

버넌스전공 이호철 학생과 호텔·레스토랑경

영학과 변재석 학생이 받았다.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오늘로 우리 경희의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

사를 드린다. 앞으로 체계적인 명품온라인강

의와 특강, 학술제, 축제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경희의 가

족이 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문명시

대에 새로운 역사, 경이로운 경희, 놀라운 경

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서있

다고 생각한다”며 경희의 가족이 되신걸 진심

으로 축하한다고 입학식사를 전했다.

재외동포 및 현지인 위한 입학설명회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월 13일(토)부터 

7월 14일(일) 1박 2일 동안 일본 교토국제학

교와 아이치현 민단본부에서 입학설명회를 진

행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일본지역의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

육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

고 재외동포 재교육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확

산 보급을 위해 진행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3일(토) 교토국제

학교에서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일본인 

및 학교 교수진을 대상으로 경희사이버대학

교 현황 소개 및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

생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교토국제학교 교장, 교감, 한글학교 한국

어 교수진과 간담회를 가지며 한국어, 한국학

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4일(일)에는 아이치현 민단본부 회의

실에서 일본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경희사이

버대학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이 특강을 진

행했다. ‘한국어의 어원과 유래-우리말의 뿌리

를 찾아서’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특강 

이후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2

학기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특강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2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262호에

서 개강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진행된 온·오프라인 

특강 중 하나인 개강특강은 구성원들의 요구

와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오프라인 특강

을 진행해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특

히 UN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이번 특강은 경희학원 설립자 故미원(美源)조

영식 박사가 1981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

에서 진행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 기조

연설에서 UN이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세계대학총장회에 제안한 바 있어 더욱 뜻 깊

은 자리다. 

먼저 외식조리경영학과 김성택 교수가 

‘Sustainability-Why It Matters’를 주제로 강

연을 시작했다. 김성택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

제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법을 다

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이

끌어냈다.

또한, 이어 진행된 금융부동산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환율전쟁과 생애복지플랜’ 을 주제로 

각 주기별 삶의 특징과 복지 대상 등 구체적인 

인생 자금 플랜표를 제시하고, 더불어 환율과 

금융관련 지식들을 풀어내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지역주민과 예비 신·편입생을 위한 

특강 및 입학설명회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월 6일(토), 7월 7

일(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역사 회의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영남학습관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

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학생과 동문, 예비 신·편입생

들에게 특강 및 입학설명회를 통해 학과(전공) 

소개와 입시 주요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강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이준엽 교

수가 ‘창직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일본학과 오

태헌 교수가 ‘창직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오태헌 교수는 “미래사회에 있어 1인 가구가 

급증에 있어 가사 일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배달서비스, 1인 음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보

편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1인가구를 위한 서

비스가 발전하면 기존 서비스 산업외에 다양

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엽 교수는 “창직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것

을 뜻한다. 창직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청년층, 경험을 

활용한 중장년층, 봉사, 재능기부에 초점을 맞

출 수 있는 노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

했다.

차별화된 2019학년도 2학기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29일(토) 경희

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캠퍼스 생활설명회는 학과(전공) 

교수진, 직원과 함께하는 맞춤형 상담으로 진

행됐다. 예비 지원자들은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입학 및 학업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생활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과(전공) 교수진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학

교 소개 및 학과(전공)의 세부적인 교육 커리

큘럼 정보를 알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배향숙(사회복지학과 지원)씨는 “지역활동가

로 일을 하며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됐다. 특

히, 앞으로 노인연령층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 도움이 되고 싶었다. 사

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을 통해 어르신들에

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며 사회

를 점차 바꿔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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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 성료

129  ‘다문화복지전문가 특강’ 성료

130  특성화 사업으로 ‘아동·보육 기관방문 및 현장 이해’ 성료

133  이루리 동아리 제8회 어린이날 창골 차 없는 거리 ‘예들아 

모여라’ 참여

133  실습 앞둔 재학생 및 신·편입생 위한 취업특강 진행

상담심리학과

134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청소년상담사자격증 준비반’ 

오프라인 모임 진행

136  내러티브상담사 2급 최종 합격자 배출

137  ‘코칭워크숍’ 종강 특강 성료

137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교수님이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138  창립 10주년 행사 진행

146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전문가 이야기’ 

특강 진행

146  고정은 교수 국가전문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대상 보수교육 

진행

147  ‘가족놀이치료’ 특강 진행

147  (사)한국코치협회 인증 KAC 전문 자격증 합격자 3명 배출

일본학과

148  ‘제4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 성료

150  ‘제3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 성료

150  일제강점기 역사 탐방

151  특성화 프로그램 ‘제14회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

통문화 체험’ 성료

152  박상현 교수 국내 일본문화 탐방 ‘인턴 제물포 근대 건축물 

투어’ 진행

155  일본인 교수와 함께하는 ‘원어민 일본어 카페’ 진행

155  박상현 교수와 함께하는 국내 일본문화탐방 진행

중국학과

156  ‘중국통번역테크닉 & 新HSK분석전략’ 공개강의 진행

158  ‘2019학년도 중국문화탐방’ 성료

161  인문학스터디 ‘중국미래인문연구회’ 진행

미국문화영어학과

162  재학생과 예비 신·편입생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특강 진행

164  ‘2019학년도 하계 영어캠프’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167  임수진 교수 ‘영어학습법, 이제는 바꿔봅시다’ 주제로 특강 

진행

167  재학생 영어 활용 기회 제공하는 ‘원어민 스터디’ 진행

한국어문화학과

168  국내 최초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수상식 진행

170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104  2019학년도 특강 진행

107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e-Teaching 세미나’ 개최

107 VR체험 프로그램 진행

108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캡스톤프로젝트 오프라인 

모임 진행

미래인간과학스쿨

110  강원도 화재 관련 복구 위해 자원봉사 활동 성료

한방건강관리학과

112  명상 및 기공입문 실습 특강 진행

116  ‘Access Bars’ 뇌의 포인트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명상 특강 진행

117  ‘Be Yourself’ 주제로 명상 특강 성료

117  6월 명상 특강 진행

후마니타스학과

118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융·복합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한 독서토론회 진행

121  2019학년도 가을 모꼬지 및 간담회 진행

121  특성화프로그램 일환으로 ‘독서토론회’ 진행

122  2019학년도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NGO사회혁신학과

124  NGO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진행

174  글로벌한국학전공 ‘가나다로 세계를 잇는 한국어 크리에이터’ 주

제로 한누리 학술문화제 개최

175  ‘네이버 V KOREAN에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 주제 제

59회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176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179  재학생이 함께하는 ‘2019학년도 1학기 종강모임’ 성료

179  ‘미래 콘텐츠로서의 한국문화유산’ 주제 제57회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180  태국 현지학교 파견 한국어교원 동문 6인 인터뷰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186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 기획에서 홍보까지’ 특강 진행

188  ‘문화적 혁신과 지역문화협치사례’ 특강 진행

188  동대문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 진행

189  ‘1인방송 미디어쇼(INSHOW 2019)’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참

관 수업 진행

190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 INSHOW’ 참관수업 진행

192  ‘서울기록원 탐방’ 성료

192  ‘예술가는 누구인가“ 성료

193  ‘데이비드 호크니展’ 참관수업 진행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194  각양각색 동아리 활동 진행

198  ‘일본 성공사례 탐방’ 진행

글로벌경영학과

202  도서판매 및 판매 수익금 기부

204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프라인 특강’ 성료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206  ‘Wine Pairing’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211  2019학년도 2학기 커핑 세미나 특강 진행

214  ‘5성 호텔 현장 실습 프로그램’ 진행

215  ‘애프터눈 티 체험 프로그램’ 진행

215  ‘커핑 세미나’ 진행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216  ‘대만 해외답사’ 성료

교양학부

220  미래고등교육연구소 ‘미래 상상 테이블’ 오프라인 특강 개최

224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글쓰기 특강 진행

대학원

228  문화예술경영전공, 논문 연구발표회 진행

229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21세기 선거 

캠페인‘ 오프라인 세미나 성료

230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로

부터 감사장 수여

학과(전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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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지난 6월 23일(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관에서 두차례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김영기 겸임 교수의 ‘ ADSP 준전문

가 자격증’ 관련 특강과, 외부 초청으로 김배현 강사의 ‘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

기사’ 특강이 진행되었다.

김영기 교수가 진행한 ADSP 준전문가 특강은 ADSP 전문가 자격증 안내, 데

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안내와 자격증시험의 응시 과목에 대한 소개와 더불

어 준비방법에 대한 팁이 소개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김영택(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4학번) 학생은 “ADSP의 개

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은 ICT 융합을 선도

하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의 기술적 응용

을 바탕으로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

하는 창의적인 IT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강이 본 전공의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의 일환인 셈이다.

ADSP 준전문가 특강 이후 김배현 강사의 ‘정

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특강이 진행되었다. 

최혜길 AI사이버보안전공 주임교수는 “이번 

특강은 사이버보안을 비롯한 정보보호와 정

보보안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

하여 매학기 맞춤특강을 기획하고 있다.”며 특

강에 앞서 취지를 전했다.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특강을 통해 김배

현 강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

보보안은 필수다. 사이버보안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

자 필수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안기사의 필기과목에 관한 설명 이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

여한 전남웅(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19

학번) 학생은 “특강을 통해 암호는 무엇인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

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군인인 직업 특성상 암

호 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증시스템과 활성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김영기 교수와 

김배현 외부 초청 교수의 특강 각각 진행

참여 학생 특강 통해 이론 및 실무 능력 

향상시키는 기회 가져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2019학년도 특강 진행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김영

기 교수, 김배현 강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지난 6월 23일(토) 두차례 특강

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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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학업에 매진해야겠다”고 특강 소감을 밝혔다.

AI사이버보안전공은 정보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기술

과 보안 관리를 중심으로 실무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4차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부 

내 전공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 인재 양성을 교육목

표로 하고 있다.

본 전공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학기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 참여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e-Teaching 세미나’ 개최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은 지난 4월 

23일(화) 한 해 동안 운영된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e-Teaching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소연 학부장을 비롯해 김지현 

교수, 정윤성 교수, 홍현기 교수, 최길수 교수, 신종민 교수, 채이

식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의 주요 현황과 수업

운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수업 내에서 어떤 방식의 교수학습활

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교수진의 교

수학습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에 실질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이소연 학부장은 “전공 맞춤형 

e-Teaching 세미나를 위해 1년간 개설되었던 전체 교과목의 운

영내용을 분석해준 미디어개발처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감사드

린다. 디자인 전공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동료 교수들의 노

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전공 학생들

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에 맞는 강의 콘텐츠 개발

과 온라인 수업 운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미

나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지현 교수는 “전공 전체 강좌에 대한 강의 분석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운영 분석을 통해 제 수업의 전체적

인 운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보완해야 할 부분과 지양해

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

통을 통해 과목 운영에 추가할 계획이다”며 발전적인 강의 개발

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VR체험 프로그램 진행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은 지난 9월 21일(토) 신촌에 위치한 

브라이트에서 VR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이소연 학부장, 어윤일 

교수, 최혜길 교수, 김지현 교수, 정윤성 교수와 함께 소프트웨어

디자인융합스쿨 학생들이 참여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법은 게임뿐만 아니라 의학, 항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시점에

서 VR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의 활용과 응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AI사이버보안전공 최혜길 주임교수는 “이번 행사는 우리 학부의 

목표인 창조적인 융합 교육 실천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체험 프

로그램을 통해 학부 구성원들의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전공 지식 

활용에 대해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ICT융합콘텐츠전공  김지현 주임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VR체험을 진행하면서 요즘 VR게임 트렌드와 학생들의 취향 및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VR게임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최민준(17학번) 학생은 “VR체험을 통

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에서 

배우는 이론이 실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반영된 사례를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입학식 이후 처음으

로 교수님, 재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좋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106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07



108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09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은 지난 7월 13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캡스톤프

로젝트 1차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는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이소연 학부장,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정윤성 전공주임교수, 시각미디어디자

인전공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졸업작품전시준비위원장 선출 및 전시 주제 선정, 

전시 세부 계획, 차기 모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온·오프라인 모임 통해 디자이너로서 의미 있고 

 실무 감각 키워가는 시간 될 것”

오는 8월 10일(토)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 진행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캡스톤

프로젝트 오프라인 모임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이소연 학부장은 “졸업작품전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기획에서 전시까지 일련

의 과정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다. 오프라인 모임

을 통해 1학기에 각자 기획한 작품의 방향과 특성에 대한 소개

와 2학기에 진행할 전시 진행 계획을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고민하고 전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의미 있는 시간과 실무 감각

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끼와 열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정윤성 교수는 “서로 소통과 협동으로 

완성해 가는 졸업전시인 만큼 그동안 온라인 수업 외에 오프라

인 모임을 통해 더 큰 배움과 디자인학도로서 학창시절의 멋진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졸업작품전시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관용(16학번) 학생은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학우들과 함께 좋은 전시회를 만

들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대화 주제가 오가

는 동안 우리는 이미 전시회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

각한다”며 모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현서(16학번) 학생은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강의로 뵙던 교수님을 실제

로 뵙게 되어 영광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 끝까지 참석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오프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의견을 나누고 회사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크리에

이티브한 자극을 받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쁘다”고 전했다.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은 매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전공 교수

진, 전공 학생들과 전시회 컨셉에 대한 방안 모색과 전시 일정, 

전시회 준비과정 등 졸업전시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예

정이다.

▼ 졸업작품전시 주제 선정, 전시 세부 계획, 차기 모임 계획 등을 논의 중인 학생들

▼ 캡스톤프로젝트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중인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교수진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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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컸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베풀 수 있었으면 좋

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은국(17학번) 학생은 “강원도 화재 피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아 원상

복구 작업이 끝난걸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 복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미래인간과학스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인류사회 문제를 역사, 인류학, 

미래학적관점으로 이해하고 지구와 인류사회의 인적, 정신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학부다.

▶  미래인간과학스쿨은 5월 31일(금) 

강원도 화재 관련 복구작업을 진행

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미래인간과학스쿨은 5월 31일(금) 강원도 속초 영랑호반길 주변 지역을 중심

으로 강원도 화재 관련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김태은(17학번) 학생 외 6명은 화재로 인한 그을림 등 주변지역 환경정화 활

동에 동참하며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과 지역복구에 이바지했다.

김태은(17학번) 학생은 “산불 피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직접 현장에 와보니 지역 주민분들의 피해가 얼

대규모 산불 피해 입은 강원도 일배 복구 작업에 

동참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

미래인간과학스쿨

강원도 화재 관련 복구 위해 

자원봉사 활동 성료

▼  미래인간과학스쿨 재학생들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112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13

Real Interview Magazine 

5월4일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는 명상 및 기공입문 실습 특강이 열렸다. 한방

건강관리학과의 명상 특강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특강으로 정규 

수업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명상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강을 진행한 유하진 교수(한방건강관리학과)는 “명상은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혼자서 하

는 활동이라고 오해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혼자서 명상 할 때 자신에게 파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진행하는 명상실습이 중요

하다.” 며 명상 특강의 중요성과 취지를 밝혔다. 

명상은 훈련이자 서로를 이끌어 주는 존재가 되

는 수련과정

‘관계’ 속 에서 하는 명상의 중요성 강조

한방건강관리학과 

명상 및 기공입문 실습 

특강 진행

특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참장공’이라는 명상에 대해 배움을 가졌다.

‘참장’이란 우뚝 서 있다는 뜻이며 ‘참장’의 자세를 통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라

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이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팔이나 다리 등 아픔을 느끼는데 이러한 아픔을 

견디고 포용하는 과정이 참장공 명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 후 학생들은 ‘참장공’ 명상 실습을 진행하였고 유하진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 직접 자

세를 지도하며 학생들이 실습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 이어진 특강에서는 관계 속에서 하는 명상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유하진 교수

는 0~7세의 시기는 아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  참장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하

진 교수.

▲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한방건강관리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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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을 0~7세 명상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형태의 명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상처와 마음을 돌

아보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명상 실습 후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맺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

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풀어내고 그에 대한 위로와 치료의 시간을 가졌다. 

곽나연 학생(19학번)은 “수업시간에 했던 것 외에 좀 더 이론적인 면을 실습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

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치료가 많이 도움되었다. 앞으로도 남은 특강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며 소

감을 밝혔다.

한방건강관리학과의 수석 부회장 유현숙 학생(19학번)은 “명상은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마

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는 것 같다. 이번 0~7세 명상의 시간을 통해 떨어진 자아 존중감이 회복되는 

기분을 느꼈고, ‘참장공’ 명상을 통해서는 내가 싫어하던 것, 미워하던 것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마음

이 생긴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참장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하

진 교수.

▲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진행된 강의 중 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하진 교수

▶  참장공 명상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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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는 몸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주제로 선정했다. 최근 미국

에서 유행하고 있는 엑세스 바즈(Access Bars)라는 뇌의 포인트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

램 중 하나다”며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Access Bars는 미국의 게리 더글라스(Gary M.Douglas)의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뇌에서 32개의 포인트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잡아 에너지를 흐르게 함으로써 많은 관념

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즈(Bars)란 막대를 의미하며 뇌에는 에너지로 

연결되어있으며 생각, 느낌, 감정, 돈,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다. Access Bars 를 

통해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으며, 심리적인 부분, 삶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명상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번 명상 특강은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명상 전 준비운동으로 전신 두드리기, 명

상, 지각훈련이 진행됐다. 2부는 Access Bars 소개와 2인으로 팀을 만들어 유하진 교수

의 설명, 교정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3부는 참여 학생들과 자유롭

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Access Bars 15 Session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은 1시간 20분 동안 

역할을 바꿔가며 진행했다. 유하진 교수는 Energy Pulls의 시범을 보여준 뒤 학생들 체험

에서 손가락 포인트 위치 교정과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세션으로 나눠 트

라우마, 창조적, 창조성 연결, 생각의 구체화 등 다양한 명상 치료를 진행했다.

이명희(17학번) 학생은 “뇌를 활용하는 Access Bars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공감대 형성과 좋은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체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좋은 기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되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뿌듯함도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말하며 가족에게도 활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곽나연(19학번) 학생은 “Access Bars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 몸에 에너지가 밸런스가 안

맞춰진 느낌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

다. 체험을 종료한 후에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응어리졌던 무

엇이 풀린 느낌을 받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Be Yourself’ 주제로 

명상 특강 성료

한방건강관리학과는 2019년 9월 7일(토) 6회차 명상 특강을 진

행했다. 명상 특강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특강이다. 온

라인 수업에서 진행하기 힘든 명상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명상 특강은 ‘Be Yourself’라는 주제로 나를 알아가는 통합

적 마음 챙김을 진행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 유하진 교수는 “이

번 특강은 참여 학생들의 요청으로 5회차에 진행됐던 뇌의 포인

트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인 ‘엑세스 바즈(Access Bars)’를 추가

로 진행하게 됐다”며 특강 내용을 전했다.

유하진 교수는 “채널링을 활용한 통합적 마음 챙김은 다각적인 

해석의 툴을 이해하면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을 타인

의 비난이나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당

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특강은 3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명상 준비운동

으로 몸풀기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엑세스 바즈(Access 

B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인으로 짝을 이뤄 Access Bars 15 

Session을 유하진 교수의 설명과 교정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체

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엑세스 바즈 프로그램을 마친 뒤 유하진 교수와 학생들 간 명상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명상 활용 목적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

누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은 “명상을 통해 건강한 몸과 생각을 찾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 

“평정심을 갖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물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자 한다” 등 각자 자신의 명상 활용

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진행했다.

6월 명상 

특강 진행

한방건강관리학과는 6월 1일(토), 5월 4일(토)에 이은 2번째 명

상 특강이 진행됐다. 명상 특강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

특강으로서 정규 수업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명상을 직접 체험하

고 학습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특강에는 한방건강관리학과 유

하진 교수를 비롯하여 2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첫 번째 특강은 『네 가지 질문』(원제: Loving what is : four 

questions that can change your life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

첼 공저)에서 나오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명상의 과정을 통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훈련을 진행했다.

유하진 교수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은 생각이라고 생

각한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에서 풀려나면 스트레스가 감소

된다”고 전하며 2명씩 팀을 구성해 자기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게 

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격려하는 시

간을 가졌다.

박선이(17학번) 학생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어서 행복하다. 삶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특강을 

통해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특강은 지난달의 특강에 이어 8세~14세 때의 기억을 되

살리는 명상을 하고 과거의 경험을 나누면서 각자의 마을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하진 교수는 “지난 시간에는 0~7세 명상

을 통해 자신의 영성(靈性) 지수에 대해 알아봤던 시간이었다. 오

늘 특강에는 자신의 감성 지수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인 8세~14

세 때의 기억을 통해 명상하는 시간이다”며 명상에 앞서 진행 목

적을 전했다.

‘Access Bars’

뇌의 포인트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명상 특강 진행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지난 8월 3

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명상

특강을 진행했다. 한방건강관리학

과 유하진 교수는 “명상은 훈련이

기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매

달 첫째 주 토요일에 특강을 진행

하고 있다. 벌써 5번째 특강이 진

행되고 있다. 매회 특강의 주제를 

다르게 선정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며 특강을 시작하게 된 계

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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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학과는 8월 31일(토) 특

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로 카페

(Milk hole)에서 제2회 독서토론회를 

진행했다. 

독서토론회는 우리 사회 내에서 화두

가 되는 책을 미리 선정하여 독서토

론회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한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토론을 진행

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토론 수준

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역사평론가 한정주(단산초당)의 

『사기 인문학』이다. 참여 학생들은 인

간사 흥망성쇠의 비밀을 풀어낸 역사

서를 읽으며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감수성, 

창의성 심화시키는 시간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융·복합적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한 독서토론회 진행

학과(전공) 이야기

독서토론에서 고희정(19학번) 학생은 인간의 복수를 어디까지 

정당하게 볼 것인가, 복수한 후에는 정말 마음이 후련할까 등 인

간 심리에 대해 질문하며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재관(19학번) 학생은 “법가사상이란 통치하기에 좋을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춘추전국 시대 전략과 흥망성쇠의 결론

은 허망하다. 『사기 인문학』 은 우리의 고민에 화답하는 내용으

로 시대를 초월하는 ‘부의 법칙’과 오늘날 기회의 평등과 자본주

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었다”며 정치 모략가 이사(李

斯)의 성공과 몰락을 통해 돈과 권력의 갑질 시대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함수경(18학번) 학생은 “난세의 형국에서 타인을 짓밟고 

살아남는 사람은 욕심의 무게만큼 불행해지는 것 같다. 중국 역

사를 자세하게 모르지만, 성인들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됐다”고 책 소감을 전했다. 또한 손자(孫子)

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운다면 독서토론회가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전했다.

▲  후마니타스학과는 8월 31일(토) 

『사기 인문학』책을 가지고 독서 토

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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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토론회는 천안, 경기, 여주 등 각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로 진행됐다. 독서와 토론회가 인

문학의 깊이를 더했다. 현재 후마니타스학과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한 

융·복합적인 독서토론회와 ‘인문사회과학’을 연구목적으로 진행되는 컬처클럽 등 2개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감수성, 창의성을 심화시키고

자 한 학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학과(전공) 이야기Real Interview Magazine 

행사를 통해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간 평소 수업에 관한 질문과 각자 고민에 대해 소통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2학기에 진행 예정인 다양한 행사일정도 공유했다. 이어, 세종문화

회관 거리를 둘러본 뒤, 카페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이어갔다.

후마니타스학과 재학생들은 “이번 가을 모꼬지를 통해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9학년도 가을 모꼬지 및

간담회 진행

후마니타스학과에서는 2019학

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9월 28일

(토) 후마니타스학과 서유경 학과

장, 김병욱, 전선재 교수와 재학생

이 함께 종각역에 위치한 음식점에

서 가을 모꼬지 행사를 진행했다.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프로그램 일환으로 ‘독서토론회’ 진행

후마니타스학과는 오는 8월 31일(토) 종로에 위치한 밀크홀1937에서 제2차 독서토론

회를 진행한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기 인문학』 책을 주

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

은 해당 도서를 읽고 각자의 느낀

점과 인문학적 토론 시간이 계획되

어 있다.

후마니타스학과는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 대상으로 『사기 인문학』 책

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

했다. 

후마니타스학과는 2019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특성화 프로

그램을 앞으로 매년 1년에 총 4 회

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서토론회는 

토론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

며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감수성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  후마니타스학과는 독서토론회를 통

해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감수성, 창

의성을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독서토론회에 참여한 황경섭(16학

번) 학생이 제작한 일러스트

Real Interview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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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 우리학교 후마니타스학과에서는 2019년 특성화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참석자에는 후마니타

스하과 홍남진 학생회장을 비롯하여 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데이비드 호크니 전은 아시아 지역의 첫 대규모 전시전으로, 호크니의 1950

년부터 2017년까지 회화, 드로잉, 판화 133점을 선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전

시회에 참여하여 작가의 주요 시기별 작품을 관람하였다. 후마니타스학과 재

학생들은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60년 동안의 예술작품에 

Humanities Culture Club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 관람

독서토론회 예비모임 개최 및 책 선정

후마니타스학과

2019학년도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후마니타스학과의 또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회’도 예비모임을 시작하였다. 예비 모임에서는 독서 토론 회의 

모임 날짜를 정하였으며, 다음 모임에 읽을 책도 선정하였다. 

모임에서 읽게 될 첫 번째 책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으로 현

재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세대인 90년대 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당 도서를 읽고 함께 토론하며 기성세대와 현재 청

년들의 사회적 의식이 왜 차이가 나는지, 새롭게 사회의 주요 경

제인구로 떠오르는 90년대생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해

당 독서토론회는 6월 29일 (토) 오후 1시에 종각에서 1차모임

을 가질 예정이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후마니타스학과는 2019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특성

화 프로그램을 앞으로 매년 1년에 총 4 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독서토론회는 그 중에서 토론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며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감수성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중 일환이다. 후마니타스 컬쳐클럽(Humanitas 

Culture Club)에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 

행사 및 공연에 참여하여 문화적 감수성 수준을 높이고 인문학

적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확장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학과(전공) 이야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

니’전시회를 관람한 후마니타스 컬쳐 

클럽의 모습

후마니타스학과의 2019년 특성화 프

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토론회’에 참여

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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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사회혁신학과는 네오르네상스관 105호에서 학과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GO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특강을 진행했다.

오민조 토론 디자이너는 총 9회차 프로그램 중 다섯 번째로 진행된 이번 특강

을 통해 여러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회의나 토론 워크숍을 진행할 때 어

떤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칭찬이 아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갈등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

하며, 1부 <과학과 가치>와 2부 <퍼실리테이션>이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1부 <과학의 가치>, 2부 <퍼실리테이션> 특강 

통해 이론 수업과 응용 실습 진행

사회 이슈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 통해 실무감각 

익히는 뜻 깊은 기회 제공

NGO사회혁신학과

NGO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진행

오민조 토론 디자이너는 “우리는 21세기부터 주체적인 삶보다 

제도에 얽매여 식민화된 문화를 극복하려는 과정과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판단과 소통은 우리가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기회

가 되고 있다”며 과학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

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이며, 객관적

으로 증명하기 위해 실험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그 결과가 증

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란 일반적으로 유용한 값어치를 통

해 인간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뜻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절대주의와 경험에 따르는 상대주의,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없이 타인을 따라가는 사대주의적 관점이 각기 다른 가

치 판단의 중요한 선택과정”이라고 꼼꼼하게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오민조 토론 디자이너는 결핍찾기, 모순찾기, 왜곡찾기 등

을 통해 불편한 결핍을 찾고, 더불어 욕구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

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통찰력 훈련을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

다. 또한, 퍼실리테이션은 말하기, 되질문하기, 앵커링, 프레임분

석을 통해서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통

합하고 새로운 제안을 펼치면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삶과 행복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개념이라

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퍼실리테이션 실습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유롭

게 주제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의견을 모으고 키워드를 설정하

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프레임을 설

정하여 결핍과 왜곡,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토론하고 인식

의 틀을 확장하고 해석하는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길임

을 확인하고 공감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정윤정(NGO사회혁신학과 14학번 졸업생) 

학생은 “현재 NGO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퍼실리테이

션 특강을 통해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나니 자신감과 리더

쉽도 향성되면서 본인을 객관화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데 많

은 도움이 되어 사회복지분야에도 접목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본 과정을 5회째 참여하고 있다는 박형수(NGO사회혁신

학과 16학번) 학생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공유하며 이해관

계자들과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도 갈등 관계

를 극복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GO사회혁신학과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

생 중 프로그램 참여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 명의의 <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서와 수료증을 발급한다.

학과(전공) 이야기

네오르네상스관 105호에서 NGO활동

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NGO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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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는 6월 29일(토)부터 7월 20일(토)까지 총 4회에 걸

쳐 매주 토요일에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사회복지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어통역전

문가 기초교육’은 사회복지학부의 특성화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초 및 심화교육, 언어와 수어, 청각장애의 이해, 농인(청

각장애인)과의 만남 등의 교육을 진행해 특수 교육에 대한 경쟁

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매해 진행된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은 재학생은 물론 수어

에 관심 있는 졸업생도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작년 대비 교육 2회 

증가와 보다 체계적이고 실기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6월 29일(토)에 진행된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개강식 및 오리엔테

이션을 시작으로 수어통역사 정택진(사회복지전공 02학번) 강

사가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언어, 수어 이론학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수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생소할 수 있는 수어를 곰세마리, 뽀뽀뽀, 만

남, 사랑해 당신을 등 평소 쉽게 접했던 노래를 통해 익히는 시

간을 가졌다.

7월 6일(토)에 진행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농아인에 대한 오해에 관련된 이론학습이 진행됐

다. 이어, 첫 번째 수업과 동일하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사랑합니다, 고요한 밤, 젊은 그대 등 노래를 통해 수어를 익히

는 실기 학습 시간을 가졌다. 13일(토)에 진행된 세 번째 수업은 

청각장애의 영향, 농아인문화에 대한 고찰과 자연수어, TV와 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수어통역

전문가 교육 진행

수어 교육 통해 청각장애인 이해력 높이는 자리

사회복지학부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 

성료

막, 수어통역에 대한 이론학습이 진행됐으며, 실기 학습시간이 

진행됐다.

사회복지학부 이연호 학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수어를 사용해

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기초교육을 통해 수어를 습득

하고 앞으로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일(토),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청각장애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학습과 수료식이 진행됐다. 수료식은 4주간 진행된 교

육을 마친 학생 42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기초교육 프로

그램 동안 실기 학습으로 배운 수화로 14팀이 공연을 진행했다.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을 진행한 정택진 강사는 “이번 기초

교육은 수어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

사 양성 교육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목

표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이정주(13학번) 학생은 “학우들과 오프라인 수

업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

이었다. 또한, 중급, 고급반도 개설돼 수어에 대해 더 깊은 교육

을 듣고 싶다”며 특강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사회복지전공 김혜연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기초교육으로 수

어 교육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봉사를 통해지역사회와 적극적

으로 소통하고 차세대 사회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고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 사회복지학부는 4차례에 걸쳐 심화된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사회복지학부가 6월 29일(토)부터 

7월 20일(토)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을 진행

했다.



128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29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사회복지학부의 ‘KHCU-손말드림봉사단’ 동아리에 자동으로 가

입되어, 교육을 통해 배운 수어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회복지학부

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앞으로 사회

복지학부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eal Interview 129

김 강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 대상 각종지원시책으로 다

문화가족의 소득, 자산, 이민형태,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유무, 국내

체류기간, 과거 한국국적보유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시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정책이 국

민을 역차별하고 다문화가족에게도 해롭다. 이주민 정책은 인권과 복

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훈 강사에 이어 김혜원 교수는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

입견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다문화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

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탈주민으로 나누어지며 한국보

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 대한 차별의식, 인종차별에서 다문화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문화 사회복지

사는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

할에 동기부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for) 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with) 작업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의 3대 중심축은 가치 (worth),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로 다문화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한다.”며 다문화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이명희(사회복지학과 16학번) 학생은 “전문가 특강을 

들으면서 이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주민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

았다.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나 자신이 넓어지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또한 홍광표(사회복지학과 19학번) 학생은 “은행의 직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부

분을 특화해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좋은 특강을 들었다”며 소

감을 밝혔다. 

‘다문화복지전문가 특강’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이연호 

학부장)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

학대학에서 재학생을 위한 다문화복지전

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동훈 (서울시 서

남권 글로벌센터) 강사의 ‘현장에서 바라

보는 다문화 정책’과 김혜원(이화여자대학

교 사회복지학박사) 교수의 ‘다문화사회복

지의 과제’ 로 구성된 특강은 20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첫 시간은 김동훈 강사의 ‘현장에서 바라

보는 다문화 정책’으로 시작했다. 최근의 

정책적 이슈와 이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오

해 그리고 이주민 복지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이주민의 건강보험 논란

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적

자의 원인을 외국인으로 뽑는데 이는 사실

이 아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이 

젊고 건강한 사람으로 의료 혜택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외국인 건

강보험가입자를 적자의 원인으로 보기어

렵다”고 설명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  수어통역전문가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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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가 방문한 국공립 부암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동

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커가고 발전하고 

싶다. 다르더라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이해’를 주제로 이종신 교수의 특강과 함께 부암어린이집 원장인 류미희 

교수의 ‘기관소개 및 기관 라운딩,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류미희 교수는 현재 부암어린이집은 신입유아 학부모 적응 프로그램과 통합일지를 각 

아동별로 작성하고 키즈노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어치료놀이, 음악치료

놀이, 숲에서의 장애아동 활동 프로그램, 도담도담(사회관계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

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

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현재,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로 재배

치를 하고 있으며,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아동보육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필수다. 

우리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재학생들은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2급자격증

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이종신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 필요성

과 장애아보육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좋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아

이들을 만나는 직업인 어린이집 교사역할에 대한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며 프로그램에 만족도를 전했다.

사회복지학부는 5월 25일(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부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보육 기관방문 및 현장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암어린이집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복지학부 졸업 이후 

다양한 취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보육 기관방문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 제공

장애·비 장애 아동 통합교육으로  

장애통합 인식개선하는 계기

사회복지학부

특성화 사업으로 ‘아동·보육 

기관방문 및 현장 이해’ 성료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사회복지학부는 5월 25일(토) 부암어린이

집에서 ‘아동·보육 기관방문 및 현장이해’ 특

강을 진행했다.



132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33

김현순(16학번) 학생은 “통합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됐다. 특히, 1:1 소그룹 수업을  진행하

는 것과 숲 체험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승옥(15학번) 학생은 “장애, 비 장애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보육과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서보경(16학번) 학생은 “규모, 시설에서 아

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구와 교재, 안전장치, 채광, 중문 등 모든 시설이 맞춤으로 설계된 집처럼 느

껴졌다”며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통합어린이집 아동보육기관 방문으로 장애통합 인식개선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육교사로서 현장에서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배

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과(전공) 이야기

사회복지학부 이루리 동아리

제8회 어린이날 창골 차 없는 거리 ‘얘들아 모여라’ 참여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5월 4일(토) 창동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제8회 어린이날 창골 차 없는 거리 ‘얘들아 

모여라’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대 겸임교수와 사

회복지학부 재학생 19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 참여는 사회에 이바지할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기초

학습과 자원봉사 실천을 통해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최영대 겸임교

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조직화에 

대한 이해, 민·관협력으로 지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지역축제의 

장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관

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사회복지학부 이루리 동아리는 먹거리부스, 알뜰 바자회,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곤충피리 만들기 부스 등 각양각색의 체험부스

를 운영했다.

알뜰 바자회 부스에 참여한 박관영(19학번) 학생은 “옷 판매는 

처음이었지만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봉사할 수 있었어 특별한 경

험이었다”고 전했다.

박아름(17학번) 이루리 동아리 대표는 “기존에 진행했던 봉사활

동과는 다르게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 즐거웠다”

고 전했다. 이어, 양소미(17학번)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

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됐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인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

했다.

실습 앞둔 재학생 및 신·편입생 위한 

취업특강 진행

사회복지학부는 6월 1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

청각실에서 최지은(광운대, 동덕여자대학교 외래 교수) 강사와 

함께 사회복지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취업특강을 진행했

다. 이번 취업특강에서 최지은 강사는 복지와 관련된 전망과 직

업군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질문지 배포와 질문 유형

에 맞는 자료를 준비했다.

최지은 강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주요 사업인 사례관리, 서

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가 있다. 현재 복지 예산은 다른 국가에 비

해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복지현장,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복지관

련 키워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영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직업군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의료분야, 공무

원, 구호 및 지원기관,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기업사회 공

헌재단, 시민단체 등 9개 영역으로 나눈다. 세부시설에는 이용시

설과 생활시설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의 담당영역이다. 직업재활

시설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생활시설이다”

고 전하며 아동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청소년자활시설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영역 증가에 대해 전했다.

최지은 강사는 취업에 필요한 개인 면접과 그룹면접에 대한 소개

도 진행됐다.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 실습 시 편견없이 대

하는 자세, 대상자 선정 등 세분화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취업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al Interview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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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이종

신 교수가 ‘어린이집 현장이해’ 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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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위한 체계적인 학습 진행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상담심리학과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청소년상담사자격증 준비반’ 

오프라인 모임 진행

상담심리학과는 7월 27일(토) 네오관에서 청소년 자격증 대비 오프라인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청

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준비반’ 모임은 상담심리학과 박정완 교수가 담당했으며, 학습역량심화과

정으로 진행됐다.

상담심리학과는 2월 16일(토) 청소년상담사 취득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발달심리, 상담이론,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학습이론, 청소년의 이해 등 6가지 시험과목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리해왔다.

이번에 진행된 모임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과목 중 학습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완 

교수는 ‘상담심리학과 학생으로 학업과 실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며 “상담과 심

리학이 결국 실천학문이므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이론 또한 나의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주변인

과의 관계에서 본인부터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스터디를 시작했다.

특히, 박정완 교수는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과목에 포함된 과

목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항

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청

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예시로 보여

주며 청소년기 과업에서 중요한 것은 경

험과 외모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습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완 교수는 “학습 목표를 

2가지로 나누면 ‘숙달지향목표’와 ‘수행

지향적목표’가 있다. 대학에서 학업과 직

업, 가사와 육아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감

당하는 학생은 ‘숙달 목표지향’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며 과정을 즐기며 성장하는 

것에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박정은

(16학번) 학생은 “상담심리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내러티브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담은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론과 임상을 갖춘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다”며 강원도 원주에서 꾸준하게 스터

디에 참석하며 열의를 보였다.

이미현(16학번) 학생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상담 관련한 국가자격

증이다. 필수 과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다. 유치원 교사의 경험으로 

아동 상담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아이

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

이버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전문가의 역할과 나의 강점

이 어떤 것인지 찾아갈 계획이다”고 전

했다.

▶  상담심리학과는 7월 27일(토) 

청소년 자격증 대비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했다.

▶  박정완 교수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정완 교수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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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8월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중 5명이 내러티브 상담사 2급 자

격시험 최종 합격 소식을 전했다. 경희대학교 아카피스관에서 진행된 

모임은 내러티브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5명의 학생들을 축하하

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민호(상담심리학과 15학번)학생, 김

혜경(상담심리학과 15학번)학생, 이정옥(상담심리학과 16학번)학생, 

이미현(상담심리학과 16학번)학생, 배미영(상담심리학과 17학번)학

생은 자격증을 공부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소감을 밝혔다. 

김혜경 학생은 “직장생활과 자격증 준비과정을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 게다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렸

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수님의 생생한 노하우와 

함께 공부하는 학과 학생들에게 서로 의지하며 합격까지 할 수 있었

던 것 같다”며 합격의 기쁨과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상담사례 공유 시간은 내러티브 상담사 자격증에 합격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참여도가 높았다. 배미영(상담심리학과 

17학번)학생은 실제 상담을 하며 겪은 어려움과 현실감 있는 자료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상담사례를 설명하였다.

사례발표에 이어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학생의 사례에서 부

족한 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정

은 교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한다고 문제 자체가 가벼워 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깨

닫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Not 

Knowing Position으로 내담자에게 질문하고 내담자에 대한 평가나 

칭찬을 지양해야한다”며 상담사례의 아쉬운 점을 짚어주고 조언해주

었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들은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

질과 실력이 충분한 학생들인만큼 조금 더 도전하고 자격증을 바탕으

로 더 좋은 상담사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내러티브상담사 2급 

최종 합격자 배출

상담심리학과는 9월 17일  내러티브 상담

사 자격(2급)에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한 내러티브 

상담사 자격증은 한국이야기치료학회 주

관으로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을 통해 이야

기치료 전문 상담사를 검증·배출한다. 이 

자격증은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를 대

상으로 ‘이야기치료의 윤리와 철학’, ‘이야

기치료 기법’의 과목별 시험을 통해 합격

자를 선발한다. 

이와 관련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는 

내러티브 상담 전문가 교수진을 갖춰 ‘내

러티브 상담’ 강좌를 학부 교육과정에 개

설해 시험자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기 중 월 1회 사례발표회의

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

다. 또한 시험자격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특강과 이야기치료 반영팀 운

영을 통해 자격 취득 후 유지까지 이뤄지

도록 하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이번 코칭 워크숍은 코칭이론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코

칭분야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 코칭 상담사에게 

필요한 태도 등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코칭자격증을 취득한 동문을 통해 코칭 자격증과 

코칭전문가의 과정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코칭 워크숍에 참여한 고연정(17학번) 학생은 “코칭 실습과 코칭자격증을 취득한 선배

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됐다. 또한, 이론과 실습을 같이 진행해 이

해도가 높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칭워크숍’ 종강 특강 성료

상담심리학과는 8월 10일(토) 경

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국내

외 코칭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와 함께 

코칭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주제인 코칭은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성

장시키는 방법론이자 문제해결기

법을 뜻한다.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는 “코칭의 가장 큰 특징은 상

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스

스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며 주제선정 이유를 전했다.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교수님이 ‘찾아가는 학생 상담’ 진행

상담심리학과는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

가는 학생 상담’은 경남, 전북 지역에서 진행됐다.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지역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학업을 이어가는 재

학생이 많다. 이에 따라 상담심리

학과는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진

행하여 서울에서 진행되는 오프라

인 특강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들

을 직접 찾아간다. 진로설계 및 학

교생활 지도, 지역 상담현장의 소

식을 주고받는 등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학과장은 지

난 5월 17일(금) 경남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7월 19일(금) 전북지역

을 방문했다. 앞서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2018학년도 2학기에 인천,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방문하여 

학생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학과(전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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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는 7월 13일(토) 네오관에서 학과 10주년 행사를 진행

했다.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학과장과 교무처 신봉섭 처장, 미디어개발

처 정윤성 처장, 노인복지학과 초대 학과장인 사회복지학부 이연호 교

수,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등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정은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0주년 기념 영상 

▲축사 ▲축하영상 ▲ 백지은 교수의 ‘상담심리학과의 걸어온 길과 미

래’ ▲ 공로상 수여 ▲구성원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고정은 학과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만

나는 특별한 자리가 아닌가 싶다.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재학생 및 동

문 모든 분들이 상담심리학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여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10주년을 축하하는 오늘 행사는 더 

발전할 10년 후를 약속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10년을 함

께 달려온 모든 순간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10년을 같이 걸어갈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고정은 교수와 전상헌 동문회장이 내빈 소개를 진행했다. 교무처 

신봉섭 처장, 미디어개발처 정윤성 처장, 사회복지학부 이연호 교수,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 박정완 교수, 서경현 교수, 조아영 교수, 이

선숙 교수, 조윤주 교수, 박성자 교수, 김사라 교수, 이희숙 교수, 김동원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센터장, 박정향 코치, 상담심리학과 초대 

동문회 안규엽 명예동문회장 등 자리를 빛내준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

가 진행됐다. 

고정은 학과장은 “10주년 준비위원단을 꾸려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전상헌 동문회장을 중심으로 10대 학생회, 3대 동문회가 함께 어우러

져 본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 학우들이 모든 행사준비를 직접했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상담심리학과는 7월 13일(토) 학과 1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상담심리학과 10주년 행사를 위해 교무처, 미디어개발처,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재학생, 동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상담심리학과, 과거와 현재 짚어보며 

10년, 20년 희망찬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다짐

상담심리학과

창립 10주년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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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주년 기념 리뷰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주년 기념 리뷰 영상은 그동안 진행된 

상담심리학과의 발자취와 행사, 특강 등 그 간의 상담심리학과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교무처 신봉섭 처장은 “진심으로 10주년 행사를 축하드린다. 오늘 행사는 1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는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학과 선생님들이 이뤄낸 것이

다. 다같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 상담심리학과 10주년 행사를 위해 교무처, 미디어개발처, 상담심리학과 교수진, 재학생, 동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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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길 바란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며 “강

한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학생

들에게 격려의 축사를 전했다.

미디어개발처 정윤성 처장은 “10년동안 유익

하고 훌륭한 강의 컨텐츠 제작을 해주신 교수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변함없

이 지켜주신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학부 이연호 교수는 “우리 학과

가 일구어낸 성공과 성취를 함께 공유할 수 있

어 기쁘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경희사

이버대학교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

가는 훌륭한 학자가 되시길 바란다”며 축사를 

이어갔다.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는 “상담심리는 제

일 중요한 과목이자 행복한 과목, 앞으로도 오

래도록 지속될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심리

학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

기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상담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 ‘상담심리학과의 걸어온 길과 미

래’를 주제로 백지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상담심리학과 백지은 교수는 “상담심리학과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10년을 함께 하고 있다. 학

과가 생기면서 제 삶도 새롭게 시작이 됐다. 지

난 날 MT에서 모든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했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상담심리학과의 

과거와 현재를 상세하게 되짚어 보고 함께 다

가올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진행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10주년 기념 리뷰 영상을 통해 상담

심리학과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다.

▼▲ 위쪽부터, 사회복지학부 이연호 교수와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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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담심리학과 김온양 교수와 안규엽 초대동문회장, 한숙휘 동문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행사는 공로상 시상 이후 케익 커

팅 및 축배 행사, 그리고 구성원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장원석(17학번), 오성란(18학번) 학생의 상담뉴스를 시작으로 ▲ 최정자

(14학번) 졸업생의 축시낭송 ▲ 강석희(12학번) 졸업생의 축하공연, 임정숙(14학번) 졸업생 외 3인의 바이올린 연주 ▲ 마술 공연 순

으로 진행된 축하공연을 마지막으로 본 행사는 다음 10년을 기약하며 하나된 상담심리학과 전 구성원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행사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되는 자리를 시간을 가졌다. 

‘상담심리학과의 걸어온 길과 미래’를 

주제로 백지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 상담심리학과는 7월 13일(토) 창립 1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146 Real Interview Real Interview 147

Real Interview Magazine 

재활전문가로  우리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이번 특강에서 윤동환 교수는 ‘재활의학(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이란 무엇

인가?’를 주제로 재활의학의 평가와 특징, 장애, 불구의 정도와 영향, 재활의학적 검사와 

평가 등 의학적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의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환자에

게 발생하는 다양하며 복합적인 문제와 변화된 상황에서의 적응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

요하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는 물론 전문적인 상담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전문가 

이야기’ 특강 진행

상담심리학과는 6월 15일(토) 중

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특성화 사

업 프로그램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전문가 이야기 1: 재활의학 전문의’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재활의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경

희대학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윤동

환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

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

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

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학과(전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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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놀이치료’ 특강 진행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5월 11일(토)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가족 놀이치료’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가족

치료와 놀이치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놀이치료에

로의 초대’를 주제로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은숙 교수의 특

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앞서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요즘 가족놀이치료가 

현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가족놀이치료 분야에서 유명하신 

조은숙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가족

놀이치료란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조은숙 교수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했다. 조은숙 교

수는 “가족놀이치료분야는 체계론적 모델의 관점에서 포스트 모

던 모델의 철학과 접근법에 관심을 두고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많

은 관심과 함께 놀이의 대안적 방법을 통한 가족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가족치료기법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특히,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 등, 가족의 맥락하에서 관

계 중심으로 치료되는 가족상담이 있지만, 말로 상담받기 어려운 

유아동, 상담참여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는 내담자들을 가족상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놀이 활동을 도입했다. 가족놀이치

료는 가족상담에서도 앞서 가는 방식으로 부모상담에 쉽게 접근

하지 못하는 아동상담자들의 지평을 넓혀주는 혁신적인 치료방

법이라고 특강을 통해 전했다.

또한,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사례의 논문을 통해 가족놀이치료

가 전통적인 언어중심의 가족치료로 도달할 수 없는 아동내담자

의 활발한 참여와 저항의 극복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사)한국코치협회 인증 

KAC 전문 자격증 합격자 3명 배출

5월 1일, (사)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생을 

위한 축하 행사가 상담심리학과 주관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아

카피스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행사에서는 상담심리학과 

동문회 및 학생회 임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비즈니스코칭, 라이프코칭, 커리어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선택해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

가에게 부여하는 전문 자격증인 (사)한국코치협회 코치인증

은 KAC(Korea Associate Coach)와 KPC(Korea Professional 

Coach), KSC(Korea Supervisor Coach) 세 종류가 있으며, 1단

계 서류 전형과 2단계 필기전형(KAC와 KPC만 해당)과 3단계 실

기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는 상담심리학과의 최정자 학우(14학번)와 오성란 학우(18학

번), 그리고 외식조리경영학과에서 상담심리학을 복수전공 중인 

김영미 학우(16학번)가 본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정자 학우는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 이미 재학 중에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증까지 취

득한 데 이어  본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상담심리학과에서의 공부는 자신의 인생에서 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의 신의 한수였다”며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

긍심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상담심리학과에서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에 거의 빠

짐없이 참석한다며 특강을 통해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고, 선배

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 덕분에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경험

과 지식이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우들

에게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특강 등의 학과 행

사에 참여할 것을 추천했다.   

고정은 교수

국가전문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대상 보수교육 진행

지난 5월 23일,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

지개발원 주최로 열린 국가전문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상담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상담 지식 및 

기법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

대 변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본 교육은 상

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의 ‘내러티

브상담(Narrative Therapy)’강의

로 진행되었다. 고정은 교수는 “우

리학교 졸업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취득 중인 청소년상담사는 상

담영역에서 몇 개 안되는 국가전문 

자격증이다. 우리학과에서는 청소

년상담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

든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며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상담자

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

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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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는 10월 12일(토)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제4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를 진행했다. 앞서 일본학과는 정기적으로 원어민 일본어 

카페를 운영해 학과 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일본어 기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을 진행한 사

토 요코 교수는 “게임에 참여하면서 평소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이 일본어를 쉽게 느끼고 친숙해지길 바란다”며 ‘완전 기초일본어’를 

주제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일본어 형용사를 이용한 단어 퀴즈와 일본어 숫자를 이용

한 빙고 게임을 진행했다. 4팀으로 진행됐으며, 제시된 단어와 형용사 

5개를 이용해 문장을 표현하고 다른 팀이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어는 ‘레몬’, ‘초콜릿 아이스크림’, ‘김치’, ‘커피’가 제시됐으며 학생들

은 다양한 형용사와 형용사 부정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타 학과 학생도 참여해 일본어 학습과 학생 간 친목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종남(관광레저경영학과 16학번) 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특강이 많은 것 같

다. 특강에 참여해 일본어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문실(사회

복지학부 18학번) 학생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럴 때일수록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자기소개와 게임 진행으로 부담 없이 일본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정기적인 원어민 일본어 카페 운영으로 친교 

나누는 시간

일본학과

‘제4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 

성료

▼ 일본학과는 10월 12일(토) 제4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를 진행했다.

▲  일본학과는 특강 이후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본어 단어와 형용사를 가지고 퀴즈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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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150 Real Interview 

일본학과

‘제3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 성료

일본학과는 7월 13일(토)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제3회 원

어민 일본어 카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진행한 사토 요코 교수는 ‘일본 노래 배우기’를 주제

로 일본 노래를 들으며 일본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사토 

요코 교수는 “음악이 흥미를 유발시키며, 노래를 통해 듣기, 읽기, 

쓰기, 단어 및 문법 학습, 해석까지 가능해 일본어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며 주제선정 이

유를 밝혔다.

사토 교수는 1991년에 발표된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대표곡 ‘돈

나토키모(どんなときも)’를 소개하면서 “오래된 곡이지만 쉽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며,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특강에 참

여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다”며 선정 기

준을 전했다.

특강은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학습하

고 참가 학생별로 곡을 해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원어민 일본어 카페에는 2019학년도 2학기 입시 지

원자가 참가했다. 유재환 예비 입학생은 “입학 전이지만 이렇게 

학과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독학으로 일본어

를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일본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되

어 설레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

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하영(19학번) 학생은 “처음에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 수업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사토교수님과 참가한 

학생들의 배려로 2회에 이어 이번 특강까지 참여하게 됐다. 특강

을 통해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역사 탐방

일본학과가 10월 5일(토)에 군산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재학

생, 졸업생이 참여한 2019학년도 추계 MT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2019학년도 추계 MT에서는 군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군산의 근대거리

를 투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산은 적산가옥(敵産家屋) 

및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던 항구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국내에

서 확인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 

동행해설 코스는 근대역사 박물관을 시작으로 근대미술관(건축

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로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진행되

었다. 매 코스마다 일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근대미술

관을 관람하는 동안에는 군산에 최초로 생긴 일본의 18은행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명진 (일본학과 18학번) 학생과 이장

미 (일본학과 07학번) 학생은 18은행명의 유래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해설사는 “ 일본 전통예능인 가부키의 기예 중 18번째 

레퍼토리가 가장 재미있다고 전해져, 일본인들이 18이라는 숫자

를 사용하기 좋아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코스인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사찰로, 일

본의 옛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대웅전 좌측에는 평화

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었다. 소녀상 뒷 편에는 일본 조동종 총무

총장 스님이 일본의 침략을 반성하는 참사문이 비석으로 새겨져 

있었다. 

오태헌 학과장은 “참사문에 진심이 느껴진다. 종교 종사자는 정

치, 경제 등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감상을 밝혔다. 

일본학과가 참여한 국제세미나는 일본어 수업과 일본 전통문화 체험, 현지인 교류 등으

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일본어 수업은 참가 학생의 일본어 실력에 따라 반을 배정하

고 일상회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김경선(19학번) 학생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글로 공부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다. 출발 전에는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 어학연수가 끝난 후

에는 일본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차주연(17학번) 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되

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체험’은 일본학과의 대표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지원자들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어, 일본학과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 체험’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원어민 일본어 카페’를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원어민 

일본어 카페’는 일본어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발음과 인토

네이션 교정, 일본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 

‘제14회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 체험’ 성료

일본학과는 7월 23일(화)부터 8월 

5일(월)까지 13박 14일간 일본 벳

부대학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인 ‘제

14차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제14차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체험’은 일본 벳

부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48

회 국제 세미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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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박상현 교수는 4월 20일(토) 한국 속 일본 근대 건축물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대 건축물 투어를 통해 과거 일본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재학생 및 동문은 개항 박물관, 근대건축사 박물관, 중구청, 홍해문

을 탐방했다. 먼저 개항 이후 인천의 모습을 전시한 개항박물관 방문을 통해 인천의 개

항 이후의 모습과 국내 최초 경인선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관람했다.

박상현 교수는 기획전시실 엽서를 관람하며 “엽서라는 말은 본래 일본어에서 가져온 

한자의 훈독을 사용하는 말이다. 엽서와 같이 우리나라 언어에서 훈독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면 한자가 쉬워진다”고 전했다.

개항 박물관 관람 이후 중구청, 홍해문 관람에 이어 일본인이 살던 적산가옥을 활용한 

카페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적산가옥은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가며 남긴 

집이나 건물을 뜻한다. 

박상현 교수는 “대부분의 적산가옥은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급급했

기에 빈집이 많았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우리나라 사람이 살거나 가게에 거주하던 종

업원들이 차지하기도 했다”며 적산가옥의 역사를 설명했다.

박혜영(일본학과 12학번) 졸업생은 “이번 근대건축물 투어는 개항시기 유적을 견학할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제14회 박상현 교수와 함께하는 국내 일본문화

탐방 진행

“근대 건축물 통해 일본의 모습 엿볼 수 있어”

일본학과

박상현 교수 국내 일본문화 탐방 

‘인천 제물포 근대 건축물 투어’ 

진행

기회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탐방 소감을 전했다.

박명진(일본학과 18학번) 학생은 “이번 관람을 통해 근대사의 한 부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 좋

았다. 또한, 전시관에 과거 도심의 모습과 여러 개항시기 문물을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현대건물 사이에서 일본식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일본학과 박상현 교수는 4월 20일

(토) 일본 근대 건축물 투어를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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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에 참여한 사토 요코 교수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아우르면서 참여 학생들에

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다.

특강에 참여한 박지윤(13학번) 학생은 “온라인 강의로 공부했던 일본어를 오프라인 프

로그램을 통해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수업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행

사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인 교수와 함께하는

 ‘원어민 일본어 카페’ 진행

일본학과는 5월 11일(토) ‘제2회 

원어민 일본어 카페’를 진행했다. 

원어민 일본어 카페는 온라인을 통

해 학습하고 이를 오프라인에서 활

용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

여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을 목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학과는 조금 거리가 먼 주

제를 선정하여 초급자부터 고급자

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

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상현 교수와 함께하는 국내 일본문화탐방 진행

일본학과 박상현 교수는 5월 25일(토) ‘일본의 새 연호(令和)와 만엽집(万葉集): 언령(言

靈)신앙과의 관계성에서’를 주제로 제15회 국내일본문화탐방을 진행했다.

박상현 교수는 “지난 5월 1일(수) 

새로운 일본 왕이 즉위했다. 동시

에 새연호 ‘레이와(令和)’가 시작됐

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임과 

새로운 일왕 나루히토(德仁) 즉위

가 언론에 발표됐다”며 특강 주제

에 대해 설명했다.

특강은 ‘레이와’와 『만엽집』, 언령 

신앙에 대해 알아봤다. 박상현 교

수는 “일본에서 연호란 시대가 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에서

도 메이지, 다이쇼, 쇼화, 헤이세이

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며, 연호

에 희망을 담아 쇼와, 헤이세이 등 

언령 신앙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연호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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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교수와 함께하는 국내 일본문화 탐방에 참여한 일본학과 재학생과 동문

▼ 적산가옥을 리모델링 한 카페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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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과는 4월 20일(토) 네오르네상스관 103호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인 

‘중국어통번역테크닉’, ‘新HSK분석전략’에 대한 공개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중

국어통번역테크닉 손정은 교수의 13주차 1강 ‘대학생의 취업문제’, 13주차 2강 ‘통번

역 내공 쌓기’를 주제로, 新HSK분석전략 문정아 교수의 13주차 1강 ‘듣기 3부분 전략’, 

‘장문듣기 고득점 요령’, 13주차 2강 ‘쓰기 2부분 유형분석 및 고득점 전략’을 주제로 진

행했다.

이번 공개강의는 신·편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참석하여 중국어 실

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新HSK분석전략 교과목을 강의한 문정아 교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 

Q&A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내용을 알게 

됐다. 앞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준비할 계획이다”며 공개강의에 대한 소

감을 전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또한, 중국학과 만연교(万延嬌) 원어민 교수는 “20일에 진행된 공개강의에서 두 교수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생동감 넘쳤다. 손정은 교수의 강의는 구성, 난이도, 강세 등에서 

매우 탁월했으며, 문정아 교수의 강의는 내용, 심화과정, 적절성 등에서 학생들의 중국

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라며 두 교수의 장점과 함께 공개강의에 참여한 소감

을 밝혔다.

중국학과는 2015년도 2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2~4명의 교수가 공개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학과 임규섭 학과장은 “학생들이 공개강의를 통해 수업을 직접 듣고 교수님

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주제들

로 매 학기 공개강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학과 계획을 밝혔다.

중국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중국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매년 

중국문화탐방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

미를 저격한 장소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진행된다. 중국문화탐방 특성화 

프로그램은 중국학과(china@khcu.ac.kr)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학과(전공) 이야기

“공개강의 질의응답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강의 제공할 수 있어”

“교수와 학생 간 교류하는 시간으로 

참여 학생 만족도 높아”

중국학과

‘중국통번역테크닉 & 

新HSK분석전략’ 공개강의 진행

▲ 중국학과는 4월 20일(토) 공개강의를 진행했다.

▲  손정은 교수, 문정아 교수, 만연교 원어민 

교수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정아 교수가 참여 학생들과 중국어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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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는 9월 1일(일)부터 4일(수)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2019학년도 중국문화탐방(중국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학과 임규섭 학과장을 비롯해 중국학과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학

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지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문화탐방은 안중근 기념관 및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소 ▲ 731 생체실험 전시관 

▲ 소피아 성당 ▲ 흑룡강성 역사 박물관 등 의미 있는 장소를 견학했다.

임규섭 학과장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국에 근대 동북아시아 삼국

과 서양의 문화가 교접했던 하얼빈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뜻

깊다. 또한, 안중근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와 사전에 준비했던 흔적들을 

직접 탐방하면서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탐방에 참석한 중국학과 이은경(19학번) 학생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와 

학과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

다. 이어, 문영미(18학번) 학생은 “수업으로만 접하던 학문적인 내용을 현지에서 생생

하게 체험하니 배움에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근대 동북아시아 삼국과 서양의 문화가 교접했

던 하얼빈의 문화유적 탐방”

“현장학습 통해 수업으로 학습한 학문의 깊이 더

하는 계기”

중국학과

‘2019학년도 중국문화탐방’ 

성료

중국학과는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중국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중국학과는 중국문화탐방을 통해 하얼빈 조린공원 내 안중근의사 기념비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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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소현(17학번) 학생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

야에서 일하고 있는 학우들과 교류하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이

를 떠나 함께 배움을 주고받으며 학습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중국학

과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중국학과는 매년 학과 교수 및 신·편입생들과 함께 중국 현지를 탐방

하며 중국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확장할 수 있는 중국문화탐방을 진행

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학과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다.

이선희(17학번) 학생은 “중국미래인문연구회를 통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모

임을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은 호기심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중국학과 인문학 독서토론모임인 중국미래인문연구회는 3월 9일(토) 

공식출범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선정된 도서에 대한 회원의 발제, ▲ 

이원봉 지도교수의 지도 ▲ 토론 및 질의응답 ▲ 지도교수의 참고도

서 핵심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미래인문연구회는 2018년도부터 약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걸

쳐 출범했으며, 인문학, 중국 역사와 고전, 중국과 국제경제, 첨단산업

과 중국, 뇌과학 등의 다양한 도서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식습득이 

아닌 학제간 융합을 통한 넓은 시야의 틀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미래인문연구회 지도교수인 이원봉 교수는 “미래사회는 첨단사

회에 있어 인문학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사회와 연

관된 다양한 도서의 내용정리와 이해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며 중국미래인문연구회의 학습 방향과 목적을 밝혔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학 등 다방면으로 유능하고 잠재력을 

가진 중국관련 인재양성을 통해 한중교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중국전문가 배양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학과는 중국

미래인문연구회 뿐만 아니라 중국어스터디 프로그램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아카피스관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문

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참여가능하다.

인문학스터디 

‘중국미래인문연구회’ 진행

중국학과 인문학 독서토론모임 ‘중국미래

인문연구회’는 지난 5월 11일(토) 정기토

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국지 

강의(이중텐 著)』 책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중국학과 이원봉 교수

의 『요리본능(리처드 랭엄 著)』 책을 통한 

핵심 발제 시간을 가졌다.

최재흥(17학번) 학생은 ‘삼국 중 관우가 주

둔한 형주는 지금의 어느 도시인가?’를 주

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있어, 제갈

공명이 역사적으로 과대 포장된 이유, 공

명이 왜 유비 이후에 왕이 되지 않은 이유 

등 다양한 질문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원봉 교수는  『요리본능(리처드 랭

엄 著)』  책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핵심 발제를 이어갔다. 책을 통해서 화식

(火食)은 인간의 진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요리가 사회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으

로 고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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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며 문화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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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화영어학과에서는 8월10일(토)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

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학습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

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미국문화영어학과 김진희 학과장

을 비롯해 약 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강을 진행한 박은영 교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툴과 인공지

능을 활용한 영어학습법을 다수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

도를 높였다. 또한, 개별 및 그룹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강의와 유사하게 진행했다. 박은영 교수는 단순

히 지식, 정보전달 위주 강의보다는 참여 학생들이 직접 실행해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은영 교수는 

현재 미국문화영어학과에서 인공지능 영어학습 및 실용영문법

을 강의하고 있다.

박은영 교수는 “오늘날의 영어 발음 교육은 예전처럼 ‘원어민 발

음’의 모방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억양과 표현들

을 포용하며 이해가능한(Comprehensible) 발음을 강조하는 방

식으로 변화해 왔다. 세세한 발음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연스러

운 발화를 위한 연음 습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은영 교수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발음

을 들어보며 청해력을 높일 수 있는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소

개했으며, 무료 교육 도구제작 사이트, 인공지능 채팅을 활용한 

학습 방법 등 실제 사례와 시연을 선보였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효과적인 학습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학습법을 가지고 학업을 진행한

다고 생각하니 신학기가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발음 진단, 문장 강세 점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툴 소개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발음 원리와 노하우 전수

하는 시간 가져

미국문화영어학과

재학생과 예비 신·편입생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특강 진행

▶  미국문화영어학과 박은영 교수가 영어학

습에 관한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툴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 박은영 교수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미국문화영어학과는 8월 10일(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학습과 교육’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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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화영어학과는 7월 20일(토)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서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인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하계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Break out into English’을 주제로 Wayne Gauthier교수

가 강의를 진행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현재 경희대 교육대학

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문화영어학과 영어 스터디 및 영어

캠프를 담당하고 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다양한 단어 학습과 영화와 관련된 회화 연

습, 미국 시트콤 ‘Modern Family’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휘를 활용한 

그룹별 토의를 진행했다.

미국문화영어학과 김진희 학과장은 “영어문화와 영어실력 향상에 관

심있는 재학생과 예비 신·편입생들이 영어캠프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

은 물론 학과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영어캠프에서 진행되는 

토론 수업을 통해 미국 사회 문화,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프로그램 취지를 밝

히며, 앞으로 영어캠프 자료를 신청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캠프에 참가한 장예영(16학번) 학생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영어를 사용함으로

써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영어캠프가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

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배라영(19학번)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의라 긴장이 많았

지만,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특

강 덕분에 낯익은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

했다. 영어캠프를 통해 자신감이 향상됐

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재필(17학번) 학생은 “영

어캠프는 원어민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영어만 사용

하기때문에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

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통해 방학 중에도 원어민 스터디

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

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10일

(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학습과 교육’을 주제로 특강

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미국

문화영어학과 재학생과 2019학년도 예

비 신·편입생이며, 참가신청은 미국문

화영어학과(english@khcu.ac.kr)로 학

번, 수업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여 신청하

면 된다. 관련 문의는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al Interview Magazine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인 영어 학습 및 영어 활용

하는 시간 마련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를 

유기적 연계 통해 영어실력 향상

미국문화영어학과 

‘2019학년도 하계 영어캠프’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학과(전공) 이야기

▲  미국문화영어학과는 7월 20일(토) 

 하계영어캠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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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다.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과 노력을 쓰고 있다. 발음이 유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

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본 교육에 참여한 최성환 (18학번) 학생은 “현실과 능력의 격차 때문에 영어공부에 있어 자

괴감이 들었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새로운 영어학습 방법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수진 교수

‘영어학습법, 이제는 바꿔봅시

다’ 주제로 특강 진행

미국문화영어학과 임수진 교수는 6

월 22일(토) 홍릉 캠퍼스 아카피스

관에서 ‘영어학습법, 이제는 바꿔봅

시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번 특강은 ‘왜 영어를 잘하지 못할

까?’에 대한 영어학습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수진 교수는 영어학습 분야를 발

음, 강세, 문법, 듣기, 독해, 쓰기, 말

하기 등 6가지로 세분화해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영어발음에 대한 방

법과 강세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임수진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

재학생 영어 활용 기회 제공하는 ‘원어민 스터디’ 진행

미국문화영어학과는 지난 5월 18일(토)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서 학과 특성화 프로

그램 일환으로 ‘원어민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번 원어민 스터디 프로그램은 

‘Technology’를 주제로 Wayne 

Gauthier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현재 경희

대 국제교육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문화영어학과 영어 스

터디 및 영어캠프를 담당하고 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챕터를 5

부분으로 나눠 주제 설명, 어휘 공

부, 주제에 대한 단어 설명, 토론, 복

습 등 세분화시켜 학생들에게 다양

한 영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프

로그램을 계획했다.

Wayne Gauthier 교수는 “이번 원

어민스터디 주제인 ‘기술’은 학생

들에게 관련이 많은 주제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 같

아 주제로 정하게 됐다”며 주제선

정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Real Interview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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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문화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이버 

VKorean과 영상 공모전 실시

앞서 ‘크리에이터’ 주제로 다양한 특강 진행과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어문화학과

국내 최초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수상식 진행

지현 씨(다섯 글자 예쁜 말), 이민정, 강지현 씨(3분 한국어)가 각

각 수상했다. 인기상은 나도 한국어 팀과 고소연 씨가 수상의 영

광을 누렸다. 인기상을 수상한 고소연 씨는 한국과 유사한 베트

남의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상으로 재

생 수 2,113회와 232,113 하트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장 방성원 교수는 “한국어

문화학과와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

어교원의 길을 보여주고자 국내 최초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

터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네이버 VKorean의 플랫폼을 통

해 한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공모전 영상에 투표하는 것

을 보며 새로운 직업으로서 그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학

과에서는 공모전에 앞서 유명 유튜버인 선현우 Talk to me in 

Korean 대표의 특강, 네이버 VKorean 관계자 특강 등을 실시하

여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내년에는 한국어교

육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2006년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한국어

교육학과를 개설했으며, 사이버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학 전

공을 개설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쓰

고 있다.

학과(전공) 이야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10월 9일(수)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제1회 한

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수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

국어문화학과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주최하며 네이버 V KOREAN이 

후원했다.

지난 9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를 꿈꾸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를 꿈

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분 내외의 영상을 네이버 VKorean에 올리는 방식으로 

언어의 제약 없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팀이 응모했다.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진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하여, 교육적 유용성과 완성도, 학습흥미 유발,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최종 

7팀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은 ‘나도 한국어팀(조은미, 

김도윤, 원양해 씨)’이 ‘[한국어 사용법] Greeting without 안녕’이라는 영상으로 교육적 

유용성과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남윤주, 남유나 씨(유나, 윤주 샘의 fun fun한 한국어)와 국승아 씨(Korean 

Diary- Vacation to Jeju Island)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홍세화(뭐든지 물어봐!), 김

▲  경희사이버대학교이 진행한 ‘한국어교육 크

리에이터 공모전’ 수상자 단체사진

▼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대상을 수여한 ‘나

도 한국어팀’과 한국어문화학과 김지형 교

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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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동문들의 정보 공유하는 자리

“한글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의미 창조,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한국어문화학과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정보 공유 

Real Interview Magazine 

경희사이버대학교는 10월 9일(수) 한글날을 맞이해 경희대 서

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가나다로 세계를 잇는 

한국어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진

행했다. 

매년 한글날에 개최되는 학술문화제는 한국어문화학과와 문화

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이 함께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연구에 대해 짚어보며 전 세계 한국

어 교육 현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실제 한국어 교원으로 

활약하는 동문들이 예비 한국어 교원인 재학생을 위해 실용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는 변창구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

60회 한누리 열린 특강 ▲ 세계 곳곳에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

(국외 한국어 교원의 교육 현장 소개 영상) ▲ 알쏭달쏭 한국어 

퀴즈 ▲ 한누리 교육현장이야기 좌담회 ▲ 한국어 교육 크리에

이터 공모전 영상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글로벌한국학전공 장미라 교수는 “한국어, 한국어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여러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어문화학과와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

해서 한국어, 한국문화에 관련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

받고 있다. 한국어교육자, 한국어문화전문가로서 함께 성장하고 고민하며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학과 및 전공 교수님과 졸

업생, 재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길 바란다”며 ‘은은하게 달콤하다'의 뜻으로 달보드레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변창구 총장은 “한국어문화학과와 한국학과, 글로벌한국학전공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지만 말의 역사 속에 민족 또는 환경의 문화가 담겨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한류가 활성화되고 세계화되는 이유는 한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한글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

고 의미를 창조,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세기 셰익스피어

가 2만 여 개의 어휘를 만들면서 많은 대중과 영어 문화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한글이 우리 

문화를 융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한글을 향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 변창구 총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월 9

일(수)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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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한누리 열린 특강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장을 역

임하고 있는 김슬옹 교수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세종대왕’이라

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통해 훈민정음과 한글의 창

제 과정 그리고 세종대왕의 창의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세종대

왕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형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

를 해결하는 데 꿈과 이상을 이뤄가는 세종형 인재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이어, 김슬옹 교수는 “훈민정음에 드러난 세종대왕의 

창의 정신을 새기고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해외 한

국어 교원들의 교육 현장 소개 영상과 알쏭달쏭 한국어 퀴즈, 한

누리 교육현장이야기 좌담회가 진행됐다.

한누리 교육현장이야기 좌담회에서는 국내 교육기관, 국외 교

육기관, 해외 파견의 세 분과로 구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

해 재학생과 동문들의 정보 교류 시간을 가졌다. 국내 교육기관 

1분과에서는 김은희(10학번), 고정은(07학번) 학생 ▲ 국외 교

육기관 2분과에서는 한주연(09학번), 신순애(07학번) 학생 ▲ 

해외 파견 3분과에서는 유종원(07학번), 손국광(11학번) 학생

이 좌담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영상 수상이 진행

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어문화학과,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주최하고, 네이버 V KOREAN이 후원하

여 진행한  국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이다. 

학술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문화학과,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해 전 

세계에 분포하는 3,00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 현황, 한국어교육실습 보고서, 한국문화 체험 활동, 

한국어 교구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등  150

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 함께 즐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과(전공) 이야기

◀▼▲  김슬옹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며 세종대

왕의 크리에이터다운 창의성에 대해 

얘기했다.

▶  좌담회를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실습자료,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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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육 현장 정보와 한국어 교사들의 활약,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술문화제는 방성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해외 교육 현장 소개 영상 시청과 ‘크리에이

터로서의 세종대왕’주제 한누리 열린 특강 ▲ 알쏭달쏭 한국어 퀴즈 ▲ 한누리 교육현장이야기 좌담회 ▲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영

상 수상작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 예정이다. 

한누리 열린 특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2019학년도부터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재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새로운 직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특강 이후 진행되는 제1회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한국어문화학과의 첫 대외 공모전으로서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전은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5분 내외의 영상 공모로 진행됐으며, 교육적 유용성, 완성도, 학습흥미 유발,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또한, 한누리 체험 부스를 통해 전 세계에 한누리 동문 및 재학생 현황과 학과 및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자료,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한국어 교

구 활용 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글로벌한국학전공

‘가나다로 세계를 잇는 한국어 

크리에이터’ 주제로 

한누리 학술문화제 개최

한국어문화학과와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오는 10월 9일(수) 한글날

을 기념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어문화,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개최

한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

리에서 ‘가나다로 세계를 잇는 한

국어 크리에이터’ 주제로 진행된

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연구

에 대해 전 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

학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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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정윤영 강

사는 “아직은 시작 단계다. 영상 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중이다.  곧 많은 혜

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학생인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류미현(18학번) 학생 딸은 “외국인들이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정윤영 강사는 “네이

버가 유튜브에 비해 아직은 활성화가 안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튜브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영상 노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 V KOREAN의 경우는 초기 진입

이 쉬운 편이며,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했다. 특강에 참여한 양재호(18학번) 학생은 “평소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았다. 네이버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준비보다는 빨리 실천에 옮겨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2006년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했

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한국학전공을 개설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콘텐츠 개

발 및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문화학과는 매년 한글날에 ‘한누리 학술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제9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는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V KOREAN에서 한국

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 주제 제59

회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8월 10일

(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국제교육

원에서 제59회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한누리 열린 특강은 

‘네이버 V KOREAN에서 한국어 교

육 크리에이터 되기’를 주제로 진행

됐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29일(토)에 

진행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 주제의 두 번째 특강으로 진

행됐으며, 네이버 한국어러닝TF에

서 나온 정윤영, 이선우 강사의 강

의가 진행됐다.

정윤영, 이선우 강사는 특강을 통

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할 수 있

는멀티미디어 플랫폼인 네이버 사

전, 오디오클립, 네이버TV, V앱 등

을 구축하여 크리에이터들과 사용

자의 연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어 관련 크리에이터

들이 학습자와 만날 수 있는 여러

분의 공간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이 현

재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거나, 향

후 전문가가 될 것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정윤영, 이선우 

강사는 “설명적인 과한 정보 전달, 

완벽한 커리큘럼을 추구하다 보니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많

다.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과감

하게 크리에이터로 도전해보길 바

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

다. 장은혜(13학번) 졸업생은 “네

이버에서 크리에이터 양성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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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 웹사이트  톡

투미 인 코리안 선현우 대표 특강 진행

새로운 직업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한국어문화학과는 6월 29일(토)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되기’를 주제로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웹사이

트 톡투미 인 코리안(Talk to me in Korean) 선현우 대표가 진행

했다. 선현우 대표는 톡투미 인 코리안 창립자이며 현재 EBSe 

생활영어 시즌 4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다. 또한, 『한국어를 

팝니다』의 저자로서 대중에게는 유명 크리에이터로 더 잘 알려

져 있다.

선현우 대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해왔다. 현재 전 세계 199개 국

가에서 870만이 넘는 회원들이 톡투미 인 코리안을 통해 수천

개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이를 인정받

아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최근 

새로운 직업군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야

에서 선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특강에 초정됐다.

한류 열풍이 기세를 더하고 있는 요즘, 선현우 대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국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문화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또 하

나의 활로를 열어준 롤모델이다. 특강을 통해 선현우 대표는 크

리에이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실제 수요와 관심, 앞으로의 시장성을 자신의 사업 모델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 관련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

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 계통은 블루오션이다”고 생각을 전하며, 

시행착오 기간을 줄이며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과 인기 

콘텐츠를 위한 다양한 설정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격려

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6월 29일(토)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  특강을 통해 크리에이터, 새로운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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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마친 이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선현우 대표는 “미래의 

한국어 교사가 될 여러분은 성공적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한 인재들이다. 두려워하지말고 시

작해보길 응원한다”고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국내인 대상에서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짚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학과(전공) 이야기

재학생이 함께하는 

‘2019학년도 1학기 종강모임’ 성료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6월 29일(토)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

서 1학기 종강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문화학과 

방성원 교수, 김지형 교수, 서진숙 교수가 참여했으며, 약 60여명

의 한국어문화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학과의 결속력을 다졌다.

한국어문화학과 방성원 학과장은 기말고사를 본 학생들을 격려

하며 최근 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2학기에 진행되는 다채롭고 흥

미로운 행사 소개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즐겁게 학업에 정진

해줄 것을 독려했다.

학과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한 학기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학업과 바쁜 생

활을 병행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학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문화학과는 그간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사이버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누리 특강, 한누리 학술문화제, 

한국어교육실습, 종강파티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미래 콘텐츠로서의 한국문화유산’ 주제 

제57회 한누리 열린 특강 진행

한국어문화학과는 지난 5월 18일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의 건

축문화’ 과목을 담당하는 김재홍 교수(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장)

를 초청하여 한누리 열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콘

텐츠로서의 한국문화유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으로 57회째를 맞이한 한누리 특강은 매회 실용적인 

주제와 유익한 내용으로 한국어문화학과 재학생 뿐만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강에는 김지형 총

장직무대행, 방성원 한국어문화학과장과 많은 재학생 및 동문이 

참여했다.

김재홍 교수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문화유산관광을 언급하며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면 문화 관

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

져 미래의 지속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문화재와 제품을 콜라보하여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류, 사극 드라마

를 통해 우리의 고유 문화와 문화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

큼 우리 문화유산을 미래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교수는 최근 한국 궁궐 관람객 수는 한해 천만명에 육박

하고 관광객들은 대표적인 관광지보다 지방 소도시를 찾아가 지

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문화를 즐

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역사회 성장 촉진과 고유 문화

정체성이 보존되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전

하며 성공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개와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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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현우 대표가 특강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의 과정, 한국어 교육의 시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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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과 6인, 학습지도 및 현지 해외파견 

정보 제공   

졸업 후 진로, 경험담 등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조언 전달  

한국어문화학과

태국 현지학교 파견 

한국어교원 동문 6인 인터뷰

Real Interview Magazine 

교육부 파견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경험을 갖게 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동문 6

명(강성화, 김주미, 김한나, 박경란, 이정열, 정누리)과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

다. 한국어교사의 길이 절대 쉽지 않다면서도, 그 동안의 귀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얼굴에

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입학 예정인 학우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애정어린 조언들을 고민하는 

모습에서 교사이기 전에 든든한 학교 선배로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Q. 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강성화 :   중국에 있을 때 일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평이 가장 좋았던 

것이 경희사이버대학교였기에 망설임없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수진이나 강의 수준이 

정말 높아서 졸업한 후에는 경희사이버대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됐어요.

이정열 :   저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중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방법은 없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김한나 :   처음에는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문화학과를 알게 되었어요. 공

부하는 시간이 자유로워 어렵지않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김주미 :   다른 일을 하면서 한국어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야할지 모르겠

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누리 :   저도 똑같아요. 일을 하고 있었고, 한국어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박경란 :   저는 국어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어교

원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보통 주변에

서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성화 :   덧붙여서 말하자면, 외국에 있으면서,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석사까지 연계되는 기관은 경희사이

버대학교가 유일해요.

Q.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교/학과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었

나요?

박경란 :   학술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파견 근무 중에 잠깐 시

간이 나서 한국에 와 참여했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었어요. 학술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도 하고 다

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많

이 만나고요.

정누리 :   특강도 재미있어요. 선배님들이 파견 가서 겪은 한누리

교육현장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김한나 :   한국어문화학과에서 졸업여행을 가면 해외에서 가르

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수업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Q.   해외 파견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어떤 계기로 해외에 도

전하게 됐나요?

정누리 :   저는 해외에 꼭 나가고 싶었어요. 졸업하고 경험 삼아 

면접을 봤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태국에 갈 수 

있었고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다시 가게 됐

어요.

김주미 :   저는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코이카 의료단원으로 해외에 

학과(전공) 이야기

▲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님들과 태국 현지학교 파견 동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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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어교사를 많이 만났지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면서 파견 공

고를 보게 됐는데, 저도 경험 삼아 도전했다가 운 좋게 합격했어요. 저는 첫 파견이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김한나 :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어교사로서, 또 태

국에 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고요. 코이카든 어떤 기관이든, 다른 학우들과 이야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자연

스럽게 지원하게 되었어요.

박경란 :   국어 강사로 일할 때부터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좀 더 보람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 없이 파견에 지원했어요. 처음 파견 생활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계속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정열 :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글

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계속 태국에서 일하

고 있어요.

강성화 :   저는 계획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 경험이 많아서 어떤 일

을 하면 해외에서 살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인도와 네팔 여행을 하

게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 현지인들을 만나며 외국에 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양성과정

만 이수하고 중국에서 한국어교사 일을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어문화학과

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Q.  첫 해외 파견, 어떤 것이 제일 기대되시나요?

김주미 :   아이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고 기대되죠.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줄지요. 반응을 잘해줄까? 저를 

무시할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돼요.

Q.  다른 선생님들은 파견 생활 중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김한나 :   학생들과 캠프에 가서 상을 2개나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모음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는 

걸 보고 보람을 느꼈죠. 학생들과 더 친해지기도 했고요.

강성화 :   저는 운이 좋아서 한 기관에서 오래 일했어요. 그래서 

같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

하는 학생들을 볼 때, 아이들의 인생에 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영향력이 선

한 영향력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학생들이 아니

더라도, 태국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로 인

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걸 느낄 때 좋은 일을 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누리 :  재능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한국 사

람의 표현력을 익히고 활용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이정열 :   태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조

금 힘들었어요. 제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저도 많이 흥

분하고 아이들을 다그쳤거든요. 그런데도 제 한국어 수

업이 재미있어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다는 학생들

을 보면서 정말 보람 있었어요.

강성화 :   작년부터 태국 입시에 한국어가 포함됐어요. 태국 교육 

시스템에도 한국어교사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람 있죠.

박경란 :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때 가르치던 학생이 KBS와 

외교부 주관 퀴즈대회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학생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행하게 공부 중인

데, 정말 보람 있지요.

Q.   태국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서 중국어에 대한 인기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가요?

이정열 :   중국어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한국

어도 ‘붐’이 일고 있어요. 전공 교과목으로도 많이 개설

됐고요.

강성화 :   선생님들이 파견되면서 체계가 많이 잡혔지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Q.  해외 파견에 도전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김한나 :   한국 문화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한국어 수

업은 교재가 있지만 문화 수업은 교재가 없어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

어야 해요.

이정열 :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해외에 가면 한국과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불공정하다고 느낄 일도 많기 

때문에 그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강성화 :  학점 관리! 학점은 평생 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은 현장에서 다 활용되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목표 의

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김주미 :  저도 학점 때문에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정말 동의해요. 

자격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은 어떤 기

관에 지원할 때든 다 확인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해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파견 발대식 행사 현장에서 (왼쪽부

터) 김주미, 김한나, 방성원 학과장, 

 이정열, 정누리, 강성화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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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화 :  일단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이 바뀌고 다른 길이 열리거든요. 경희사이버대 한국어

문화학과만큼 교수진이 탄탄하고 체계 잡힌 동문회가 있는 곳이 없어요. 공부할 때, 졸업 

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김주미 :  저도 19년 동안 다른 일을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다른 길을 걷게 됐잖아요. 나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지원 조건은 3.0 정도 되는 곳이 많으니 그 이상이어야겠죠. 졸업만 하자는 생각은 정

말 금물이고 잘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강성화 :   교안 작성법을 제대로 배워두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강의, 교안을 많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박경란 :  한국어교사는 두루 잘하는 것이 좋아요. 영어도 컴퓨터도 잘하는 것이 좋죠.

Q.  외국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김한나 :   태국은 현장에 가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매칭 선생님이 있고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알면 생활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지는 않는답니다.

박경란 :   문제는 채용 과정이죠. 외국어를 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르칠 때는 

한국어를 쓰는데 이력서에 외국어가 하나 적히면 아무래도 더 이득이 있겠죠?

강성화 :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소통을 위해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정열 :  맞아요. 영어를 잘하면 현지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럼 학생들과 

교감하기가 어렵겠죠.

Q.  입학을 앞둔 예비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이정열 :  공부할 때는 절대 꾀를 부리지 마세요. 자격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하

길 바랍니다.

정누리 :   학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스터디, 특강 등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못하고 졸업해서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얻는 것이 상당해요.

김한나 :   저도 오프라인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해요. 네트워킹을 잘 해두면 기회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박경란 :   한국어 교사는 정말 할 일이 많은 직업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고요, 

특히 타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양보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인 건 확실해요.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정누리 학우와 태국현지 학생들의 모습 

파견 동문학우들과 방성원 학과장, 장미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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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지역과 지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문

화프로젝트이며,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변

화시킬 수 있는 계기”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기획에서 홍보까지’ 

특강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10월 19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학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 기획에서 홍보까지’ 시리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총 6차

례 특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

리다.

이번 특강은 한강몽땅축제 윤성진 감독이 ‘지역에서 축제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작은 축제로 시작

하는 축제만들기 A, B, C 한강몽땅축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서 그루트커뮤니케이션즈 

전기윤 팀장이 ‘스마트한 문화예술 온라인 홍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전한호 주임교수는 “우리 학부의 모토가 ‘문

화는 커뮤니케이션이다’인것 처럼 지역문화기획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인사

말을 전했다.

윤성진 감독은 지역에서 축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축제의 의미와 기능, 현재 국내 축제의 개최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윤성진 감독은 “축제는 지역과 지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문화프로젝트이며, 이러한 축제는 결국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몽땅은 한강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문화의 기적을 꿈꾸길 바라고자 지어진 명칭이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풍(Picnic)같은 축제를 만들었다”며 한강몽땅 축

제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그루트커뮤니케이션즈 전기윤 팀장은 특강을 통해 홍보전략에서 온라인 방법, 친숙한 SNS 

사용방법, 이미지 관리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그루트커뮤니케이션즈 전기윤 팀장과 한강몽땅축제 윤성진 감독이 특강을 진행했다.

▼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10월 19일(토)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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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문화적 혁신이란 무엇인가?’와 ‘지역문화협치의 사례 :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

의’를 각각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화적 혁신과 지역문화협치

사례’ 특강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지난 10

월 5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학

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

사이버대학교와 동대문문화재단

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 : 기획에서 홍보까지’가 진

행됐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총 6차례 특강

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노

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지난 9월 21일(토) 오리엔테이션

을 시작으로 이번 특강은 서울혁신

파크센터 황인선 센터장과 성북문

화재단 문화사업부 권경우 부장이 

동대문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2019학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동대문구 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총 6차례의 워

크숍을 통해 기존 특강에서 벗어나 실제 프로그램 현장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실무 역량

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지난 9월 21일(토)에 진행된 오리

엔테이션에는 재학생과 실제 현장

에서 근무하는 축제 관계자, 공무

원이 다수 참석하며, 동대문구의 

젊은 문화재단이 앞으로 지역주민

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시

간을 가졌다.

워크숍 특강을 맡은 문화커뮤니케

이션학부 강윤주 교수는 과거 서울

시에서 주최한 다양한 축제의 성과

와 역할, 변천사 자료를 비교 분석

했다. 강윤주 교수는 “현대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로 사회로

부터 고립된 개인들이 증가함에 따

라 그들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욕

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지

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중

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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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표적 테마인 뷰티, 푸드, 테크, 게임 등을 방송할 

수 있는 최신 방송 기자재를 이용해 ‘1인 방송 라이브 스튜디오’를 4

곳에서 운영했으며, 짐벌과 다양한 영상장비를 직접 운용해볼 수 있

는 VLog 스트리트 체험존을 마련했다. 1인 방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최신 영상장비를 통

해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엿볼 기회도 제공됐다.

참관 수업을 기획한 양승오 교수는 현재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

터협회 사업본부장으로서 ‘여행 문화 디지털마케팅 등 크리티카의 

VLog’를 담은 ‘크리튜브(Cri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승오 교수

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VLog로 부담을 크게 가지지 말고 개인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라고 권유했다.

오늘 참관 수업에 참여한 권나영(한국어문화학과 15학번) 학생은 “최

근 한국어문화학과 내에서도 개인방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관심

을 많이 기울이는 분위기다. 꼭 한번 참석하고 싶었던 행사이며, 오늘 

전시회를 통해 평소 막연히만 알고 있었던 1인 방송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문화예술경영전공과 문화매개행정전공, 미

디어영상홍보전공으로 이루어진 학부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오프

라인 특강 및 참관수업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분야의 전 과정에서 다

양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1인방송 미디어쇼

(INSHOW 2019)’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참관 수업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지난 7월 27일

(토)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

되는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INSHOW 

2019)’ 행사 참관수업이 진행됐다. 개인방

송 전문 전시회로는 국내에서 처음 진행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1인 방송 미디어 강연’이 마

련돼 유명한 크리에이터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멀티라이프’라는 ID로 더 

유명한 ‘꿀단지 TV’ 하동훈 PD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

을 진행했다. 

하동훈 크리에이터는 구독자수가 많으면 

수익이 높다?, 맞구독을 하라? 등과 같이 

유튜브 개인방송에 관한 각종 루머와 오해

에 대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강의

를 진행했다.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

과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을 이용하여 운영

하면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학과(전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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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트렌드와 1인방송의 다양한 

정보 알아가는 자리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

INSHOW’ 참관수업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 INSHOW’에서 참관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참관수업은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유튜버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자, 예비제작자 크리에이터 지망생, 방송기기 제조사, MCN기업, 플랫폼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등 

증가하고 있는 10~20대의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산업 전문 전시회를 참관함으로써 최신 미

디어 트랜드를 살펴보고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관수업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양승오 교수의 초청으로 계획됐으며, 참가비는 문화커뮤니케

이션학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참가신청은(http://naver.me/5g6zb21z)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02-

3299-8657, mcail@khcu.ac.kr)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오는 7월 27일(토) ‘서울 1인방송 미디어쇼 INSHOW’ 참관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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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192 Real Interview 

“서울기록원 탐방” 성료

7월 20일 토요일 14시. 문화커뮤니케이션 학부장이자 미디어영

상홍보전공 주임교수인 민경배 교수의 진행과 조영삼 서울기록

원장의 안내로 ‘서울기록원’탐방이 이루어졌다.

서울기록원은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 

Archives)로,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공공기

록물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관리할 오

프라인 저장소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담겨있는 행정종

이문서, 사진, 디지털 문서, 영상 같은 ‘시정 기록물’과 세월호 참

사 다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리본과 추모글과 

같은 시민의 기억도 ‘사회적 기록물’로 서울기록원에 영구 보존

된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이곳 서울기록원에서는 일반적인 전시

가 아닌,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아우르는 ‘아카이브 전시’

를 추구하고 있다.  아카이브 전시란 기록을 맥락 즉 메시지와 함

께 전달하는 게 목적인 전시를 말한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기록

물을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기록관리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카이브 

전시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기록을 발견하고 서

울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기록원 탐방 참관 수업에 참가한 장의선(문화커뮤니케

이션 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17학번)학생은 “오늘 탐방을 통

해 앞으로 수업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

었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예술가는 누구인가?” 특강 성료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7월 6일(토) 네오르네상스관 103호에

서 ‘예술가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화커뮤니케

이션학부 <문화예술사> <예술세계의 이해> <서양미술사>의 오

프라인 특강을 위해 강의실 안은 학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전한호(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도착으로 시작된 이번 특

강은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적은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보완하

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수업 중에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

다. 강의를 들으며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며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리

를 만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강은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수업에서의 궁금증이나 의견

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피드백하는 시간이었다. 2부는 온라인 강의

에서 다루지 않았던 트렌디한 현대 미술의 현주소에 관하여 “예술가

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미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

떠한 자극과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1부 특강에서 전한호 교수는 예술을 다른 각도 다른 위치

에서 바라보며 생각하는 즐거움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2부 특강에서는 각각 시대에 따라 예술가의 역할이 다르며 중세 

르네상스 이전의 예술가는 종교적인 도구로 신에게 드리는 봉사

의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금의 예술은 “누구나 예술

가가 되는 시대로, 예술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술은 우리가 사는 삶으로 깊숙하게 들어왔

으며 예술은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예술가는 시대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195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 회화, 드로잉, 

판화 총 144점을 선보이며 시기별 작품 특성을 조명했다.

전한호 교수는 “데이비드호크니 작가의 작품은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며 편견의 눈으로 

작품을 보는 것 보단, 작품의 이면을 관찰하며 의도를 간파하길 바란다”며 참관수업 목적

을 밝혔다.

또한, “전시회 감상 중 마음을 이끄는 작품이 있다면 작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후, 다 같이 Q&A 시간을 가지며 작품에 대해 느낀 점을 논의하는 시

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한호 교수는 작품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전한

호 교수는 “호크니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표현했다. 각 개체를 세밀하게 보면

서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원근법을 평면적인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며 작품에 대한 설

명을 진행했다.

특히 “‘더 큰 첨벙’이라는 작품은 단순화된 형태와 평면성을 강조하면서 그린 물살은 우

연성에 관한 탐구로 볼 수 있지만, 정적인 장면에서 동적인 장면이 보이듯이 입체의 특징

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데이비드 호크니’ 

참관수업 진행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는 5월 18

일(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 ’참관수업을 진

행했다. 참관수업은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

을 통해 현장을 배울 수 있는 오프

라인 수업이다.

이번 참관수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인 예술가인 데

이비드호크니 작가의 전시를 체험

했다.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Real Interview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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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동아리, 다양한 활

동으로 학과 결속력 높이는 계기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각양각색 동아리 활동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현재,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에서는 각양각색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레저 

동아리 ‘레고’와 맛집탐방 동아리 ‘어먹’ 그리고 2019학년도에 신설된 전시 관람 동아리 ‘가보자’까

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개의 동아리가 이번 상반기 동안 진행한 행사를 알아봤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이주민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전시 관람 동아리 ‘가보자’는 신설이후 

첫 모임을 코엑스에서 진행했다. 2019 서울 VR·AR 엑스포에 참여해 색다른 체험을 진행했다. 참

가 학생 모두 VR·AR 기술이 단순한 영상과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군사훈련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체험해 봤다. 

최종호(17학번) 학생은 “UX와 마케팅적 차원에서 기업이 VR·AR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것 같아 

기대된다. 아직은 VR·AR 체험 이후 어지러움이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실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금세 해결될것 같다”며 체험 후기를 전했다.

체험 이후 ‘가보자’ 동아리는 체험 소감을 공유하고 다음 활동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세환 

(16학번) ‘가보자’ 동아리 회장은 “토의 결과 하반기에는 드론 체험, 패션쇼 관람이 가능한 전시·박

람회 관람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동아리 ‘레고’와 ‘어먹’ 동아리도 매달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2019년

도 첫 정기 모임은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도 함께 진행해 학과 결속력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레고’동아리는 2월 대명리조트 MT를 시작으로 3월에는 볼링, 4월에는 당구 모임을 가지며 다양

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또한, 학과 교육 목적과 동일하게 볼링, 당구에 대한 스포츠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진영(17학번) 학생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우들을 만

나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점도 좋지만, 학업에 대한 고민과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학과(전공) 이야기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의 ‘가보자’ 동아리가 엑스포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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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먹’ 동아리는 광장시장에서 맛집 투어를 진행했다. 광장시장 투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과 전통시장 특유의 푸근한 분위기를 광장시장의 인기 요인으로 뽑았다. 오재주(17학번) ‘어

먹’ 동아리 회장은 “우리 동아리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기때문에 다들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한다. 동아리 모임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어먹’은 매월 레스토랑과 카페를 방문하며 맛 평가와 성공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보자’, ‘레고’, ‘어먹’ 동아리는 마케팅·지속경영리

더십학과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학과 홈페이지 학과동아리 게시판에서 동아

리 소개와 함께 가입문의 방법도 공지되어있다.

학과(전공) 이야기

▲ VR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가보자’ 동아리 학생들.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레고’ 

동아리 회원들이 정기적인 여가활

동을 보내고 있다.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의 ‘어

먹’ 동아리 회원들이 즐거운 저녁시

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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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맥주공장,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견학 

통해 글로벌 경영 마인드 제고

Global MD 프로그램 참여로 MD 실습, 마케팅 

전략 기획 경험하는 자리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일본 성공사례 탐방’ 진행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5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성공사례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이준엽 교수의 인솔 하에 재

학생 11명이 실습, 이론수업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 첫날은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과 아사히 맥주 공장을 견학했다.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에서는 방직공장이었던 초기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와 현대의 첨단 자동차 제조 공정까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아사히 맥주공장은 일본 최대의 주류 회사로서 가이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맥주 주조 과정부터 검열방법, 마케팅 전량 등 자세한 설명을 통해 아사히 맥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민정(18학번) 학생은 “일본 주류업체 1위인 아사히 공장에서 경영학 특강을 듣게 되어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가이드분이 자세하게 설명해줘 몰입해서 청강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튿 날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일본의 3대 정원인 겐로쿠엔과 전통 가옥이 밀집된 히가시

차야 거리, 가나자와 지역에 예술의 도시의 명칭을 만들어준 21세기 미술관을 방문했다. 다양하고 

독특한 조형물들이 입구에서부터 즐비했다. 여러 개의 전시관에서 각 전시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김연옥(19학번) 학생은 “현대 미술관답게 독특한 구상과 건물 내 동선이 신비로웠다. 특히, 오스카 

오이와라는 작가가 살아온 삶과 느낀 감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미술관 주변에도 시민예

술촌이 형성되어 가나자와의 도시마케팅 컨셉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룬 성공적인 사례의 예시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알펜투르 투어를 진행했다. 일본은 접근성과 기후가 험난하여 낙

후되었던 도야마와 나가노 지역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눈 쌓인 설경과 설벽’을 주제로 알펜루트

라는 트래킹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을 구성했다.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예로서 아름다운 정경

을 보여주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마케팅·지송경영리더십학과는 나

고야에 위치한 아사히 맥주 공장을 

견학했다.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지

난 5월 23일(목)부터 26일까지 ‘일

본 성공사례 탐방’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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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에는 ‘글로벌 MD 프로그램’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선

물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상품’을 주제로 진행됐다. 팀별로 상품의 선별이유와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조영우, 윤진영, 이민정 학우로 구성된 팀은 휴

대용 맥주 거품기계와 게임용 퓨대폰 충전 거치대 상품을 마케팅해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호(17학

번) 학생은 “타깃 선정과 상품 기획이 얼마나 어려운 단계인지 깨달았다. 아이디어 발표와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마케팅 실무 역량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일본 생생체험의 일환으로 전통 연회용 코스요리인 가이세키 식사 체험을 위해 전통 의복인 

유카타로 환복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성공사례 현장 탐방의 소감과 2019학

년도 1학기를 지내며 느낀 점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강라희(16학번) 학생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다른 것 같은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마케팅

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일본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호(17학번) 학생은 “온라인 대학 특성상 교수님,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

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학우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 뜻

깊은 여행이었다”고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일본 성공사례 탐방단을 인솔한 이준엽 교수는 “이번 탐방에서 이론을 토대로 현

장실습 경험을 가져 글로벌마케터로서의 역량을 보다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것

에 교육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속적인 학생 간 교류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

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방문했다.

▲ 나가노-도야마를 잇는 알펜루트 투어 중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는 가이세키 식사와 유카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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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동제를 통해 신건혁(15학번) 학생의 시집 

『쓰다, 잠든 밤』판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판매 수익금 기부

글로벌경영학과

도서판매 및 판매 수익금 기부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5월 11일 토요일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스승과 하나되는 5월 대동제- 일심동체”에서 기부를 위한 책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이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신건혁(15학번) 학생이 

직접 쓴 시집『쓰다, 잠든 밤』을 판매하는 행사로 판매수익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의 주최자인 글로벌경영학과의 신건혁 학생회장은 “‘내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을 되돌아 보는 상상을 가끔씩 하고는 

한다. 어제만 되돌아봐도 얻어지는 것보다 잊혀짐이 많아 소중한 오늘을 기억하려고 써

왔던 글들이 어느새 책 한권이 되었고, 더 나아가 나로인해 누군가가 위로 받았으면 하

는 바람에 출판하게 되었다.” 라며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밝혔다. 

이어 “책 판매금 기부는 오래전에 적어놨던 위시리스트 이다. 일을 하면서 기부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재능에 대한 기부가 저에겐 더욱 와 닿았고 모교에서 학우님들과 그 뜻

을 같이 이룰 수 있는 뜻깊고 감회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번행사를 진행하게 되

었다.” 라며 이번 행사를 계획한 이유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대동제에 참여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은 물론 타 학과 학생들까지 많은 관

심을 가졌으며 직접 책을 구매하고 기부에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책을 구입하면

서 기부라는 뜻깊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함께 공부하는 

동기가 책을 냈다는 것이 멋지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경영인을 목표로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따뜻한 감

성을 잃지 않고 취미생활을 멋지게 이어나가는 학생회장이 자랑스럽다“며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및 졸

업생들은 물론 교수진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건혁 학생은 “학교는 비단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이끄는 인재를 창출하는 곳 이

다. 학력(學歷)의 의미는 이력뿐만이 아닌 학력(學力)의 의미로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지지해주신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님들과 후원을 기획하고 같이 참여해주신 임

원진,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도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책은 광명시 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전달되었으며 이 모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될 예정이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기부금 마련을 위해 직접 쓴 시집 『쓰다, 잠든 밤』을 

판매하고 있는 신건혁 학생

▲ 2019학년도 KHCU 대동제를 통해 판매한 도서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글로벌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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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는 4월 20일(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503호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프라인 특강

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신봉섭 학과장과 2019학년도 글로벌

경영학과 신·편입생 및 재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전략을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신·편입생의 

경우 첫 시험을 맞이하여 특강에 참여한 재학생에게 학습 방법

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중간고사 대비뿐만 아니라 전 학생회장 최윤하(16

학번) 학생의 스피치도 진행됐다. 스피치를 통해 최윤하 학생은 

신·편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특성 소개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인인 또는 경

영을 목표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일과 공부 병행에 있어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익혔다. 첫 시험을 

앞두고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는 물론 앞

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특강 소감을 

전하며,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교수님과 학과 동기, 선후배

들을 직접 만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 및 

중간고사 대비 위한 특강 진행

글로벌경영학과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프라인 특강’ 성료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최윤하(16학번) 학생이 학과 특성 

소개와 공부 노하우를 전하는 스피

치를 진행했다.

▲ 글로벌경영학과는 지난 4월 20일(토)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  글로벌경영학과 신봉섭 학과장이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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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Table d’hote)와 

와인페어링(Wine Pairing)을 이해하기 위한 

참여수업

이탈리아 와인의 지역별 특징을 체험하는 계기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Wine Pairing’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체험학습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15일(화) 밀레

니엄 서울 힐튼호텔(Millenium Seoul Hilton Hotel) 일폰테(IL 

PONTE)에서 와인 갈라 디너(Wine Gala Dinner)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의 특성화 프로그램으

로 진행됐으며, 전공자들이 서양식 풀코스 디너(Dinner, Table 

d'hote)를 이해하고, 와인과 매칭 시키는 마리아쥬(와인 페어링)

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 경험하는 체험학습

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과장 이은용 교수를 비롯하여 김혜영 교수, 이

혜린 교수 및 대학원생, 학부 재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와인 갈라 디너라는 프로그램답게 행사의 첫 시작은 바타시올

로 와인((Batasiolo, Sette Cascine Prosecco Brut)과 함께 참

석자들이 다양하게 서로 어울리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리셉션

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후 김인경 소믈

리에(Master, Burgundy School of Business)로부터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오늘 시음할 와인에 대한 전반

적인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디너 시작 전에 일폰테 총괄 셰프로부터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

략하게 듣고 메뉴와 와인이 어떻게 매칭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상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시음한 바타시올로, 로에로 아르네이스(Batasiolo, Roero Arneis)는 신선한 과일향과 흰 꽃

향이 상큼하게 나타나고 있어 첫 번째 애피타이저인 킹 크랩 샐러드, 두 번째 애피타이저인 스캘럽

과 페어링하였다. 이를 통해 가벼운 바디감과 단 맛의 화이트와인과 애피타이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와인은 테누떼 로제띠(Tenute Rossetti, Chianti)로서 첫 번째 메인 메뉴인 농어구이와 페

어링되었다. 생선 요리와 레드와인의 조합은 화이트=생선, 레드=고기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레

드와인이라도 요리방법이 달라지면 생선요리와도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참여 학생들은 경험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리셉션와인(Reception Wine)과 스타터와인(Starter Wine)을 테스팅(Testing)

하는 대학원생과 학부 재학생

▲  이은용 학과장(상단 왼쪽)과 김혜

영 교수(상단 오른쪽)가 전공 특성

화 프로그램 취지와 글로벌 비즈니

스 미팅에 필요한 격식차린 건배의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이탈리아 

와이너리 특징 및 4가지 와인에 대

해 김은경 팀장(하단 왼쪽), 와인 페

어링을 직접 시도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쉐프의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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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와인은 강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판티니 와인(Fantini, CasaleVecchioMontepulcianod’Abr

uzzo)으로 텐더로인과 매칭하여 레드와인의 전형적인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

히, 단 맛이 살짝 감도는 부드러운 포르치니 소스와 드라이한 판티니 와인이 조화를 이룸으로서 와

인 플레이버와 메뉴의 맛과 향이 서로 배가시켜 줌을 느낄 수 있었다.

4가지 와인을 테스팅하기 위한 다양한 글라스와 집기로 세팅되있는 테이블

▼  메인 디쉬(tenderloin stake)와 Main Wine(이테리 몬테풀치아노)의 마리

아쥬(Mariage, Pairing)를 학습하는 재학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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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주현(19학번) 학생은 “호텔·레스토랑경영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반드

시 필요한 체험학습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성도(17

학번) 학생은 “이탈리아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요리, 그리고 선후배들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말 꽉 찬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화면으로만 뵙던 교수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개인적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이론 외에도 실제 현장 감각을 익

히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체험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9월 24일(화) 서울시 충무로에 위치한 ‘딸깍발이’에서 2019학년도 2학기 

첫 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학기에 개설된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과 ‘외식프랜차이즈산업의 이해’ 교과목

과 교양학부 ‘카페와 맥주, 와인이야기’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수업으로

는 한계가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커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김정욱 겸임교수는 현재, 딸깍발이 코퍼레이션 대표로서 전 세계에서 유명 

커피 협회 중 하나인 ICA(International Coffee Association)의 아시아 퍼시픽 총괄협회장이다. 또

한, 국제 로스팅&블랜딩 대회 우승 경력과 화려한 커피 이력을 가지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커피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시간 가져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 온라인수업 내용 

보완하는 시간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2019학년도 2학기 

커핑 세미나 특강 진행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지난 9월 24일(호) 커핑세미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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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이은용 학과장은 커핑을 하는 이유, 커핑

을 할 때의 규칙과 평가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약 4시간 정도 진

행된 세미나는 원두에 대한 설명, 원두를 직접 갈아서 커핑하는 

방법과 평가까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커핑 내용에 대해 직접 체

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서로 커핑에 대해 의견

을 나누며 상호 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학과의 커피 동아

리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했던 내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론적인 내

용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또한, 학과 동기, 선·후배들과 소통

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  커핑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

호텔·레스토랑 이은용 학과장이 커핑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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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214 Real Interview 

‘애프터눈 티 체험 프로그램’ 진행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5월 28일(화) 삼성동에 위치한 파크 

하얏트 호텔 더 라운지에서 학과 교과목과 연계하여 ‘애프터눈 

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애프터눈 티는 19세기 영국 귀족계층

에서 시작된 문화로서 지금은 런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대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혔다. 

국내에서도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애프터눈 티가 보편화되고 

있어,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애프터눈 티 체험은 

필수다. 이번 프로그램은 『애프터눈 티: 홍차 문화의 A에서 Z까

지』의 저자이며, 국내 대표 홍차 전문가인 송은숙 강사가 진행했

다. 참여 학생들은 3단 트레이로 대표되는 티 푸드를 즐기며 애

프터눈 티 타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애프터눈 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시작된 체험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차를 직접 주문하고 차에 어울리는 티 푸드와 함께 

애프터눈 티 타임을 직접 경험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애프터눈 티는 이전과 달리 영국 귀족계층 문화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즐기는 문화로서 3단 트레이로 대표되는 티 푸

드에는 각 국가와 지역의 개성 있는 특징이 반영되기도 한다.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김혜영, 이혜린 교수는 “도시의 관광자

원으로 티 푸드를 활용할 수 있다. 호텔, 레스토랑 산업에서 티 푸

드를 활용하여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전하며 참여 학생

들과 티 푸드에 대한 의견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박주현(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19학번) 학생은 

“애프터눈 티 실습과 전문 교수님의 이론 수업을 통해 정확한 내

용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수연(호텔·레

스토랑경영학과 17학번) 학생은 “애프터눈 티를 호텔과 레스토

랑 산업에 이용한다면 새로운 아이템이 될 것 같다”며 신선한 프

로그램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커핑 세미나’ 진행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지난 5월 22일(수) 이은용 학과장의 

‘커피바리스타와 티소믈리에의 이해’ 교과와 교양학부 과목인 

‘카페와 맥주, 와인이야기’ 수업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

야 중 하나인 커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커피 커핑(Coffee Cupping)은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것을 뜻하

며, 원두가 지닌 고유의 풍미를 통해 불순물, 맛을 평가하여 등급

을 매기는 행동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유명 카페인  필동의 카페 ‘딸깍발이’

에서 진행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호텔외식MBA 겸임교

수로 재직하고 있는 ‘딸깍발이’ 김정욱 대표와 함께 커핑 세미나

가 진행됐다.

이번 커핑 세미나를 진행한 김정욱 겸임교수는 전 세계 유명 커

피 협회 중 하나인 ICA(International Coffee Association)의 아

시아 퍼시픽 총괄협회장이다. 또한, 국제 로스팅&블랜딩 대회 우

승 경력과 함께 화려한 커피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커핑 교육은 로스팅 과정을 시연하면서 시

작됐다. 학생들은 “직접 로스팅 기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

아, 세미나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종의 스페셜티 커피의 극단적인 비교 커핑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커핑 교육이 진행됐다. 비교 커핑 실습과 

함께 설명이 진행 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커피 종류를 가

지고 커핑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프로그램은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재학생들이 국

내 대표적인 5성 호텔에서 다양한 호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호텔 담당자로부터 호텔 

운영 전략과 관련된 주제의 특강과 토론이 진행됐다.

두시간 정도 진행된 강의 및 토론 이후에는 지난 2018년 5성 등급을 인증받은 메이필드 

호텔의 시설을 호텔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외부 

조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메이필드 호텔을 살펴보며 호텔 시설, 연회장, 외부 F&B 시설

을 둘러봤다. 

특히, 5성 호텔 등급 심사표를 함께 보면서 호텔 시설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통해 단순히 

호텔 시설 구경이 아닌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재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어, 와인 테이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와인 테이스팅 교육은 학과 졸업생이 임원으

로 재직중인 와인업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직접 와인 오픈, 서빙 등 와인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픈하기 어려운 스파클링 와인을 직접 오픈하는 시간을 

가지며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실전을 통해 와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 이후 캐슬 테라스에서 저녁식사를 가지며 전임교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

다. 상호 간에 친목 도모와 호텔·레스토랑경영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호텔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성 호텔 현장 실습 

프로그램’ 진행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학과장 이

은용 교수)는 지난 7월 5일(금)부

터 6일(토), 이틀 동안 서울시 강서

구에 위치한 메이필드 호텔에서 ‘5

성 호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프로그램에는 학과장 이은용 교수

와 입학·학생처장 이혜린 교수를 

비롯하여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Real Interview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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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답사 통해 관광 전문가로서 역량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타이베이와 자연생태관광지의 보고 화련 탐방 진행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대만 해외답사’ 성료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는 4월 11일(목)~14일(일)  총 3박 4일

간 해외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 탐사는 대만지역에서 중심

도시인 타이베이와 자연생태관광지의 보고라고 불리는 화련에

서 진행됐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는 매 학기마다 해외 관광지 답사와 국내 

관광지 답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

린 도서관 준공식과 해외답사를 같이 진행한 바 있다.

답사는 호텔관광대학원 관광레저항공경영MBA의 개설 과목 

‘국내외관광지 및 관광레저기업벤치마킨세미나’와 함께 진행되

어 대학원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현재 연구년 중인 관광레

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도 참석하여 대학원과 학부생들이 함께하는 답사단을 이끌었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장 임근욱 교수는 “이번 답사는 대학원과 학부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다.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대만의 핵심지역을 답사함으로써 전문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며 답사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답사는 타이베이 시내, 타이베이 북부, 화련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는 첫날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고궁박물관과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용산사, 랜드마

크 101타워, 스린 야시장을 방문하는 시내 관광으로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타이베이 시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신베이시에서 파도와 풍화작용

으로 형성된 기암괴석들이 많은 예류해양지질공원, 스펀, 지우펀을 방문했다. 

Real Interview Magazine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는 지난 4월 11일(목)~14일(일) 

 총 3박 4일간 대만지역 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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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은 아침 일찍 타이베이역에서 기차를 타고 화련으로 이동하여 칠성담 해변과 태로각 협곡

을 탐방했다.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대리석과 화강암 산, 좁은 협곡과 장춘사, 연자구, 자모교, 자모

정 등 명소를 답사했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는 대만의 국부로 불리는 장개석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중정기념관을 견학하

며 마지막 일정을 장식했다.

박진수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17학번) 학생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학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

가웠다.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이번 해외답사를 진행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

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홍재원(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17학번)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

을 통해 대만을 처음 방문하게 됐다. 답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즐

길 수 있었다. 특히, 지우펀 명소가 인상 깊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우들과 지우펀의 야경을 함께 경험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답사를 진행한 임근욱 교수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거리와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공감대가 많은 국가다. 이번 답사를 통해 대만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관광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  대만지역의 명소를 둘러보며 관광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학생들은 대만 타이베이와, 화련 일대 지역 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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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꿈 :미래로 가는 길’ 수업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미래상상테이블 통해 플라스틱과 함께 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조별 토론 진행

교양학부

미래고등교육연구소

‘미래 상상 테이블’ 

오프라인 특강 개최

Real Interview Magazine 

교양학부는 5월 25일(토)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교

양필수과목인 ‘지구의 꿈 : 미래로 가는 길’ 교과 수업에서 ‘퓨처카페: 플라스틱과 함께 한 과거, 미

래, 그리고 지금’이라는 주제로 김은정 교수와 남궁은정 교수가 오픈 테이블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교양학부와 미래고등교육연구소가 주관했다.

‘지구의 꿈 : 미래로 가는 길’ 교양 필수 과목은 2015년도부터 ‘대학과 경희사이버대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 2016년도 1학기 ‘현재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 2016학년도 2학기 ‘미래의 리더’ ▲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 ▲ 2017학년

도 2학기 ‘유언장 만들기’ ▲ 2018학년도 1학기 ‘대화로 상상하는 2028 경사인의 행복한 하루’ ▲ 

2018학년도 2학기 ‘평화와 공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등 8번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교양학부 김은정 교수와 남궁은정 교수가 미래리포트 설문결과 공유와 ‘플라스틱과 

함께 한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김은정 교수는 1학기에 진행된 <미래리포트> 설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

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서 이기주의가 (21%), 빈부격차가 (20%)로 높았으며, 환경문제

(16%), 출산율 저하(14%)가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은 2019년도 1학기 <지구의 꿈-

미래로 가는길> 수강생 1,108명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다.

특히, 김은정 교수는 “환경 문제의 경우 2016년도 8위에서 2017년도 6위 2018년도 3위 순위를 

차지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추이가 시간에 따라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양학부 남궁은정 교수가 ‘플라스틱과 함께 한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을 주제로 퓨처카페를 

진행했다.

‘퓨처카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지혜를 모으는 월드카페(집단 대화 방식 중 하나)와 미래탐색 방식 

중 하나인 퓨처 서치를 합쳐 만든 용어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미래에 대한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변화의 동기를 구축하는 변화 대화의 형식 중 하나다.

참여 학생들은 과거, 편리한 지금, 불편한 지금, 최상의 미래, 최악의 미래라는 5개의 테마로 팀을 

나눠 토론과 함께 그룹별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플라스틱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해결점까지 나올 정도로 토론이 진행됐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고찰하여 다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  교양학부는 지난 5월 25일(토)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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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꿈 : 미래로 가는 길’은 2015년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으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미래리포트 및 수업을 통해 정기적인 리포트 추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미래 인재의 잠재력을 키워

주는 세계최초의 실험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참여 학생들은 소그룹 토론을 통해 환경과 플라스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   김은정 교수가 ‘지구의 꿈-미래로 

가는 길’ 교과에서 진행한 설문결과 

공유와 환경문제, 플라스틱과 우리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궁은정 교수는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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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방법 공유하는 자리 

가져

“글쓰기가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 꾸준하게 글쓰며 

글쓰기 습관 가져야”

교양학부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글쓰기 특강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교양학부는 9월 21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에서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을 주제로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진행한 강원국 교수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특강을 통해 강원국 교수는 목차, 요

약, 퇴고, 말, 주제, 문단, 관계, 경험, 질문, 관점으로 쓰는 글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양학부 강원국 교수는 글쓰기가 왜 두려운가? 질문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글을 많이 안 써봐서 그렇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미

국 하버드 학생들도 글쓰기가 제일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꾸준하게 글을 쓰며 글쓰기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힘들지만 글

쓰기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국 교수는 글쓰기에는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어휘력 늘리는 방법과 글쓰기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

명, 구성력에 대해 얘기했다.

강원국 교수는 “기존 작가의 책을 읽는 방법과 수필을 베껴 쓰는 것도 문장력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글쓰기 이후 오답노트를 통해 마지막 글을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교수는 관찰, 질문, 공감력, 비판력, 협력에 대해 설명했다. 강원국 교수는 “관찰은 관

점이며 결국 생각법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깊게 들여다 보는지, 멀리보는지, 꼼꼼하게 보는지

에 따라서 글쓰기의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비교와 대조함

으로써 글쓰기를 함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쓰기 특강에 참여한 최현미(한국어문화학과 15학번) 학생은 “글쓰기가 어렵고 두려웠지만, 강원

국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글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강의를 듣는 

동안 따뜻함이 느껴져 좋았다”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교양학부 강원국 교수가 지난 9월 

21일(토)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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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원국 교수는 글쓰기에는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어휘력 

늘리는 방법과 글쓰기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구성력에 대해 얘기했다.

교양학부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글쓰기’ 과목을 전면 개편하며 모듈형으로 강의를 

설계했다. 학생들은 기반 모듈 수업을 공통으로 수강하며 관심과 선호에 따라 ‘실용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쓰기’ 중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교양학부는 영어수업 특강, ‘미래 상상 테이블’ 오프라인 특강, 글쓰기 토크 콘서트 

등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교양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학과(전공) 이야기

▲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재학생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교양학부는 지난 9월 21일(토)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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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술전시에 나타난 큐레이터와 관객 간 관계, 경

력단절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공예 직업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등 ‘현대사회의 다

양한 문화적 욕구와 가능성을 선도하기 위해 일상 속 예술적 실천의 전략과 이론’을 표방

하는 문화예술경영전공의 목표와 연관된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학기 동안 강윤주 교수와 전한호 교수는 ‘학위논문 작성 방향’, ‘질적 연구 방법론’ 등 

학위논문에 관한 심도 있는 성찰과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세

심한 지도를 진행했다.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논문주제에 맞는 연구 결과, 연구 업

적을 체계적으로 기입하며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를 참관한 강남철(19학번) 학생은 “논문주제 작성, 범위, 질문지의 선택, 주제 

이유, 개념, 자의적 해석, 필요성, 시기의 선택, 관계, 키워드. 선행연구, 목차, 본문 등 애매

하고 추상적인 용어 파악과 발표요령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맞춤형으로 지도해주셔서 소

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주 전공주임 교수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멋진 논문들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논문 발표 이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학위논문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가졌다. 이와 

더불어 재학생간 학위논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연구의 시각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예술경영전공, 

논문 연구발표회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

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지난 7월 

20일(토) ‘제3회 논문 연구발표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재학생들의 학

위논문 작성 단계에 따라 정기적인 

논문 연구발표회를 진행함으로써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논문 발표회의 자

문을 위해  문화예술경영전공 강윤

주 교수와 전한호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는 총 7명의 학생이 진행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활

성화 방안,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

동,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의 역할, 서예의 사회적 역할, 

학과(전공) 이야기

Real Interview 0229

Real Interview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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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구 질문과 방법론은 논리에 이어 결말이며, 내용 구성이 중요

하다. 메시지는 간결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야 한다. 또한, 자기주장

이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는 ‘21세기 선거 캠페인’을 주제로 2020년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한 모의 투표를 진행했다. 글쓰기의 일환으로 선거공약을 작성하고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정당 민주화의 문제를 

토론형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다양한 의견

을 제시했다. 

발표 학생 5명은 각자 준비한 공약선언문을 낭독하고 모의투표를 진

행했다. 학생들은 당(黨)심과 민(民)심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제 발표와 모의 투표 이후 세미나 소감과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다.

김정모(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18학번) 학생은 “인맥으로 조

직을 만드는 것과 이념과 중도를 포함하는 것 등 정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화(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18학번) 학생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정치계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나 한 사람의 주

인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또한, 나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

하는 사회적 시민의식이 생겼다”고 밝히며,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

스전공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전했다.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21세기 선거 캠페인’ 

오프라인 세미나 성료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

스전공은 지난 6월 15일(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관에서 기말고사 과제의 하나로

서 ‘21세기 선거 캠페인’ 14주차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임채원 교수는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는 그동안 진행됐던 온라

인 세미나와 중간 리포트 진행에 이어 최

종 발표회 시간이다. 논문은 일반적인 보

고서와는 달라야 한다”며 논문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Real Interview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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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와 교류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진행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한국과 베트남에 한

국어 사랑이 계속되길”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로부터 

감사장 수여

Real Interview Magazine 

문화창조대학원글로벌한국학전공이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

(Thai Binh Duong University)로부터 감사장과 전공명이 새겨

진 명판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과 관

련하여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한국학전공의 지속적인 후원

과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 호닥투크 총장을 비롯

해 박종렬 한국학센터장 및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앞서, 글로벌한국학전공은 9월 21일(토)부터 25일(수)까지 

총 3박 5일간 베트남 나트랑에서 ‘해외 한국학 현장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 한국학 현장 세미나’는 글로벌한국학전공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한국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을 직

접 방문해 해당 국가의 한국어 교육 수요와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통해 한국학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된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는 나트랑 지

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이다. 지난 2017년 

한국어과를 신설해 해마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방

학부 한국어학과에는 글로벌한국학전공 박의롬(18학번) 학생

이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호닥투크 총장은 “한국어 교육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경희사

이버대학교에서 방문해 주어 감사하다. 특히, 글로벌한국학전

공 장미라 교수님과 전공 대학원생들의 열정적인 수업 지도 모

습을 보며 감동했다. 앞으로 양 기관의 깊은 교류와 우애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장미라 교수는 “베트

남은 아름다운 곳이며, 좋은 추억이 많다. 준비한 것을 모두 드

리고 갈 수 있어 기쁘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에도 베트남 학

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한국에 대

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과(전공) 이야기

글로벌한국학전공 장미라 교수와 글로벌한국학전공 재학생,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 총장 및 교직원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글로벌한국학전공 장미라 교수와 글로벌한국학전공 재학생,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 총장 및 직원, 한국학과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글로벌한국학전공 장미라 교수가 베트남 타이빈즈엉대학교 호닥투크 총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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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CYBER UNIVERSITY C O N T E N T S   학교생활정보

234  경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위한 

‘PC 모바일 활용 학습 특강’ 성료

236  경희사이버대학교, 2019년 2학기 ‘멘토프로그램’ 오리

엔테이션 성료

239  2019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종결식’ 성료

240  세계를 품고 미래를 바라본다-체코·독일 교육, 역사, 문

화 탐방 학생 모집 진행

242  대학생활과 학과(전공) 수업 지원 위해 힘쓰는 입학·학생처

245  교수학습지원센터, ‘교·강사 및 수업조교 수업운영 필수

교육’ 진행

245  교수학습지원센터, 2학기 콘텐츠 개발 교·강사 필수교육 

진행

학교생활정보 / 협약 관련 기사

협약 관련 기사

246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48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한국어 온라인교육 연구 및 교육사업 

 협력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진행

252  경희사이버대학교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 진행

253  문화예술 산업분야 전문 인재 양성 위해 (사)한국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254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진행

256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256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57  군 간부 및 가족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 제공 위해 22사단과 

학·군 협약 체결

257  한국어 교원양성 위해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58  세계적인 봉사단체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산학협동협약 

체결

259  군장병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 위한 9사단과 학·군 협약 체결

259  안동브루잉컴퍼니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60  국제교류 협약기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위해 본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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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정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8월 31일(토)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을 대상으로 ‘PC 모바일 활용 학습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편입생 40여 명이 참석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및 강의수강 프로그램(LMS)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입학·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은 “PC·모바일활용 학습 특강은 매 학기 신·편입생 대상으로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PC나 모바일을 사용하여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번 

특강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강 취지를 밝히며, 시스

템운영개발팀 박필용 팀장과 곽민재 직원을 소개했다.

이어 시스템운영개발팀 박필용 팀장과 곽민재 직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PC 관리 방법과 

PC·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참여 학생들은 박필용 팀장과 곽민재 직원, 학생·지원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강의 수강방법

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31일(토) ‘PC 모바일 활용 학습 특강’을 진행했다.

▼ 시스템운영개발팀 박필용 팀장과 곽민재 직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위한

‘PC 모바일 활용 학습 특강’ 성료

Real Interview Magazine 

특강 통해 수강신청 및 PC 관리 방법 안내하며 학교생활 적응 도움

참여학생 만족도 높아 매 학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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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멘토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성료

멘토(Mentor)와 멘티(Mentee)가 함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소통하는 상호협동 인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공통된 목표와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 통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성취하길”

Real Interview Magazine 학교생활정보

▲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이 멘토링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를 소개 하고 있다.

입학·학생처는 9월 6일(금)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19학년도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용 가이

드 소개 ▲ 질의응답 ▲ 조별 대면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지원처 이재훈 팀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및 학

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멘토가 멘티의 학교 생활 적응 및 학

업능력 향상을 위해 조언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호협동 인적 네

트워크 프로그램이다”고 멘토링 프로그램 취지를 전했다.

이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절차와 멘토링 활동 기간 동안 진행되

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훈 팀장은 “학사정보, 과

제 제출, 계절학기 수강신청, 특강 신청 등 대학생활 적응과 학

습 노하우를 멘토와 멘티가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논의한다면 학교 적응과 학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온라인 멘토링 카페활동(네이

버 카페명 ‘khcuctl’)으로 공지사항, 프로그램 일정 확인, 조별 활

동(조별 게시판 활용)이 진행된다. 카페활동을 통해 멘티는 대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된 멘토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후마니타스학부, 한국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부에서 6명의 학

생이 선정됐다. 이어, 멘티는 17명의 학생이 지원하였으며, 전

공, 학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총 6개 조로 편성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세부 활동 소개 이후 조별 대면 시간을 가졌다. 

대면 시간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공통된 학업 목표와 대학생활

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

적인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됐다.

윤미영(사회복지학부 19학번) 학생은 “멘토링 OT와 조별미팅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대학 생활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멘토들과 함께 열심히 대학 생활을 지내보고싶다”고 전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은 편성된 조에서 SNS와 네이

버 카페에서 활동하게 된다. 멘토링 활동 기간은 9월 6일(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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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정보

2019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종결식’ 성료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은 7월 4일(목),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03호에서 2019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종결식을 진행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종결식은 이재훈 학생지원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종결 보고 ▲ 인증서 수여 ▲ 시상식 ▲ 소감발표 

▲ 건의사항 ▲ 폐회사 겸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훈 학생지원팀장은 상반기 멘토링 활동 보고에서 “3월부터 6월말까

지 멘토, 멘티 총 32명, 7개조로 편성된 개인 활동 보고서를 받았다. 미팅

을 진행하며 각 팀에서 사진, 카페 활동, 학교생활 정보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며, 한 학기 동안 학교생활 적응과 멘

토링을 통해 쌓은 친분을 인적 네트워크로 넓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링 카페에서 시험과 과제정

보, 온·오프라인 특강, 행사 참여에 관한 공지 게재와 학생들의 참여를 독

려했다. 또한, 직장과 개인 문제 사정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에게는 

학교생활과 학습 노하우 등을 SNS로 공유하도록 격려했다. 

이재훈 팀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배움과 나눔의 자율적인 상호 협동 

프로그램으로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들의 대학생활 사례를 많이 공유하고 서로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나아가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신·편입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많은 아이디어 창출과 학과(전공) 관

계없이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길 바란

다”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를 밝혔다.

터 오는 12월 16일(일)까지며 11월 중간활동

보고서(멘토)와 12월 최종활동 보고서(멘토), 

소감문(멘티)을 제출해야 한다. 활동 평가 이후

에는 2020년 1월 4일(토), 최종보고회 및 시상

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 및 시상은 활동 평가에 따라 멘토에

게는 인증서와 활동비 지급, 총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활동 조, 우수 멘토와 멘티를 선정

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처(02-3299-87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학·학생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Real Interview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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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리스베인, 시드니 교육·역사·문화 탐방 

- 제28차 해외탐방기-

Real Interview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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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사이버대학교 ‘제28차 해외탐방’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2

월 2일까지 5박 6일간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 지역에서 진행

됐다. 입학·학생처 주관으로 진행해온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글

로벌 경험을 쌓고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경희사이

버대학교의 대표적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28차 해외탐방은 “세계를 품고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 지역의 교육 문화

와 역사 조명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입학·학생처는 중국학과 임규섭 교수를 단장으로, 교무처 한유미 

직원을 부단장으로 임명하여 인솔단을 구성했으며, 재학생 19명

과 가이드 등 총 22명의 인원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탐방단은 해외 교육, 역사, 문화 탐방을 위해 호주 최고의 명문인 

시드니, 퀸즈랜드 대학 방문 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했다. 

그외에도 호주의 록스 지역 주말 마켓을 체험하고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포트스테판을 찾아 모래언덕에서의 썰매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 문화탐방을 계획중

이며, 꾸준한 해외 문화탐방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

적인 감각과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입학·학생처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참가 학생

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정보

▲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에서 진행된 ‘KHCU 제28차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호주 브리스베인과 시드니에서 진행된 ‘KHCU 제28차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드니대학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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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정보

대학생활과 학과(전공) 수업 지원 위해 

힘쓰는 입학·학생처

Real Interview Magazine 

재학생의 75%이상 장학 수혜, 학생들의 편의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답변 들을 때 큰 보람 느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0여년 역사의 명문 사

학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에 설립한 사이버대학이다. 우리

나라 최고의 온라인 캠퍼스로 잡은 경희사이

버대학교는 현재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

생 1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재학생, 예비 신·

편입생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의 이야

기를 들어봤다.

“입학·학생처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어”

입학·학생처는 입학팀, 학생지원팀, 장학팀으

로 세분화되어 있다. 신·편입학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입시 상담, 채점, 입시사정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입학팀.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학생 프로그램 운영

과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지원팀이 있다. 

또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학자금 및 

생활비대출, 국가근로장학 등을 담당하는 장

학팀이 있다.

학생지원팀은 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신·편입생 및 재학생들의 비교과과정 참여를 

독려하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 

지역학생회 등 지역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하는 행사와 특강을 지원하여 학과(전공)의 소

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증 발급, 도서관 운영, 진로관련 정보 제공 

등과 소관위완회를 통해 학생관련의 업무 개

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재학생들의 

편리와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린 입학·학생처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육이념 아래 전인

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추구하
▲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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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시 전형 요소에 인성검사와 자기소개를 통해 우수

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학팀은 재학생들이 다양한 장학 수혜를 통해 학비에 부담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현재 재학생의 75%이상이 장학 수혜를 받고 있다. 직장인, 전업주부, 저소득층, 장애우, 다

문화가정, 산학협력장학, 군위탁장학, 음악·스포츠·예술 분야 장학, 재교육장려장학 등 다양한 장

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교만의 특화된 장학제도로서는 한국한부모연합, 미혼모,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 한국혈우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전액 장학 진행 등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장학팀은 타 사이버대학교의 장학제도를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속적

으로 보완 및 개선을 하고 있다.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진행”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은 현재 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학생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 PC·모바

일 활용 학습 특강, 개강특강, 취·창업특강, 종강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대동제 지원, 해외탐방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 지원 및 학생회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

역의 학습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간 4회에 걸쳐 지역학생회 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회 MT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대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 시설, 제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장애학

생을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법, 평가 방법 등 교수·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참여를 독려하며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중기 해외봉사단 파견, 어둠속의 대화 프로그램 등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

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교수학습지원센터, 

‘교·강사 및 수업조교 수업운영 필수교육’ 진행

교수학습지원센터는 8월 27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필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교강사 34

명, 수업조교 42명 총 76명이 참석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 박예원 팀

장, 교무처 학사운영팀 김은광 팀장, 최성민 직원, 대학원 교학팀 정수진 

직원 차례로 교육을 진행했다.

수업운영 필수교육은 신규 및 재임용 교·강사와 수업조교의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해 매 학기 진행되고 있다. 필수교육을 통해서 해당 학기 학사운

영 관련 일정계획과 수업운영 관련 주요 사례 및 정보 소개와 학습관리시

스템 및 시험·성적평가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박예원 팀장은 수업운영 관련 안내 및 주요 사례를 설

명했다.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 흐름에 따른 주요 사례와 10가지 팁에 대

해 설명했으며, 실제 수업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경희사이버대학

교 차이나는수업운영 클라스’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해

당 콘텐츠 수강 경로 안내와 본교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했다.

이어, 학사운영팀 김은광 팀장은 직접 경험한 주요 사례를 토대로 수업운

영과 관련된 학사운영 주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학생 및 교

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 성적 부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

다. 김은광 팀장 설명 이후 최성민 직원, 대학원 교학팀 정수진 직원의 설

명이 이어졌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매 학기 콘텐츠개발 필수교육, 수업운영 필수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2학기 콘텐츠 개발 교·강사 필수교육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9학년도 2학기 수업 개발을 

위해 지난 7월 18일(수), 24일(목) 총 2회에 걸쳐 네오르네상스관 103호

에서 신임 교·강사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필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번 교육은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및 콘텐츠 유형 소개, 콘텐츠 개발 관리

시스템(CDMS) 사용법, 강의촬영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그리고 강의촬

영컨설팅 및 강의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디어개발처 콘텐츠전략기획팀 김태영 팀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콘

텐츠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유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필수교육을 진

행했다. 이어, 신임 교·강사들이 생소할 수 있는 학과 및 분야별 콘텐츠 

개발 유형을 시연하였으며, 온라인 강의 원고작성 및 저작권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개발 관리

시스템(CDMS)에 대해 안내했다.

다음으로 미디어개발처 영상제작팀 신정우 팀장은 강의촬영 방법 및 유

의사항을 설명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 콘텐츠 개발 촬영 스케줄과 스튜

디오별 제작 유형을 안내했다. 특히, 의상 및 카메라 시선 등 강의 촬영 팁

을 제공하여 강의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짚어 호응을 얻었

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박예원 팀장이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진

행하는 강의촬영컨설팅 프로그램과 컨설팅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강의

촬영 컨설팅은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연습할 수 있

는 기회와 객관적인 분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는 총 

7명이 신청했다. 박예원 팀장은 실제 작성 사례를 토대로 한 강의계획서 

작성법 설명과 더불어 성공적인 대학수업 5가지 특징을 공유해 경희사

이버대학교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수업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신입 교·강사들은 글로벌스튜디오를 방문에 한 학기 동안 호흡을 맞추며 

함께 수업을 개발할 콘텐츠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매 학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임용 및 신규 수업 개발 교·강사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필수 교

육>과 <수업운영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생활정보

Real Interview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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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9월 25일(수) 강남

구에 위치한 삼정호텔에서 (사)한국호텔

전문경영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

결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과 한국호텔전문경영

인협회는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의 재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제공 및 

보급사업 추진 활동을 약속했다. 협약식

에는 호텔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경

영인이 참석해 호텔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산학협력 통해 호텔 및 외식산업분야에 돋보적인 위치로 입지 다지는 계기

재교육과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제공

Real Interview Magazine

경희사이버대학교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한국호텔전문경영인

협회는 관광·레저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대표기관으로

서 NCS확산 등 국가적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호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경영인협회다. 한국호텔전문경

영인협회는 전국 8개 지회를 두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호텔 및 외식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요

구에 대처할 수 있는 호텔리어와 외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호텔과 외식산업에 관련된  최신 호

텔·레스토랑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업계에서 호텔 및 

외식산업분야에서 돋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학문적, 산업적 발전을 위

해 지속적인 교류와 학문적, 산업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협력관련기사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25일(수)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호텔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경영인과 함께 호텔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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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경희대 국제교육원과의 한국어 온라인교육 업무제휴 협약은 양교 연계 

협력 협약 이후 맺은 첫 번째 성과로서 이번 업무제휴가 앞으로 경희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에 있

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우수

한 교수진과 교재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최근 온라인 교육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모바일 버전의 LMS 개발도 함께 진행돼 해외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협약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경희대 국제교육원 홍윤기 원장은 “작년 6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한국어교육 실습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두 기관이 꾸준하게 협력해온 결과가 이번 업무제휴에 토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

다. 이번 업무제휴가 양 기관의 중요한 협력모델로 부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한국어 온라인교육 연구 및 

교육사업 협력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콘텐츠 개발 진행

 “온라인 교육 시대에 맞춰 한국어 교육의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

경희사이버대학교는 8월 26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강의콘텐츠 개발과 함께 한국어과정 수강생에 

대한 이러닝 플랫폼 지원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이어, 본교와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강의콘텐츠 구성 및 기획과 다국어 강의를 위한 번역, 감수, 이러닝 플랫폼 진행 등 전문적인 강의 

제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본교와 업무제휴를 맺은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1970년에 설립된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정부 및 주요 기관의 한국어 및 

문화연수를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 100여 개국, 6,000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

고 있다.

그간 본교와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지난 2018년 6월 현장실습협약 체결 이후 한국어문화학과 및 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 학생들에

게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참관수업 등 한국어 교원으로서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협력관련기사

▲  김지형 총장 직무대행과 경희대학교 홍윤기 국제교육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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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희대 국제교육원 봉원덕 

한국학교육부장은 “현재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에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희사이버대학

교와 온라인교육 사업 협력을 앞으로 확

대시켜나간다면 경희사이버대학교 온

라인플랫폼이 국제교육원의 오프라인 

교육방식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협약식 이후 경희사이버대학교과 경희

대 국제교육원은 한국어 온라인교육 콘

텐츠 개발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을 통해 양 기관의 실무진이 모여 

한국어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기획

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 협약 이후 온라인 교육 개발 및 기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 한국어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발대식을 통해 향후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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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7월 22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프랑스한글학교협의

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제교류 협약은 최근 프랑스 지역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

의 온라인 강의 보급을 위해 교육협력이 추진됐다. 한국어 및 한국어교사 관련 온라인 강의 보급을 

통해 현지의 한글학교 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한국어교사 양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양 기

관은 한국어교육 관련 현장실습에도 협력해 프랑스 내 한글학교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부·대학

원생의 실습도 진행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해외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및 문화 강의 제공과 상호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협

약을 약속했다. 또한, 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입학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파리한글학교 차회로 교장은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국어에 관심 있는 프랑스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해 현지 한글학교 교사가 부족하여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경희사

문화예술 산업분야 전문 인재 양성 위해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8월 4일(일) (사)한국디지

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동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 및 문화

와 관련된 교류 촉진과 (사)한국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 소속 임직원들에게 평생교육

과 재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전문적인 교육 프

로그램과 소속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입학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는 유튜

브 및 블로그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크리

에이터 및 SNS 교육 등 크리에이터 권익 보호

를 위한 정책 제안 등 크리에이터의 권익보호

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문화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예술의 융

복합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산업 분야의 전 과정에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버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너무나 감사하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

어교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와서 교육과 실습을 받는 형태의 

교육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

교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랑스 내에서도 실습이 

진행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교재개발 등 적극적

인 협력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총장직무대행이자 한국어학과 학과장

으로서 해외에서 2세 3세, 그리고 프랑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

육 보급 및 전파에 노력 중인 한글학교협의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 협약을 통해 한국어교사

가 되길 희망하는 본교 학부·대학원 재학생들이 프랑스에서 현장실습

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온라인 교육 보급을 통해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외에도 프

랑스한글학교협의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이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프랑스 내국인과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위한 한글학교 교사 실습 진행 계획

한국어 교재개발 위한 공동개발 진행

협력관련기사

▲ 협약체결 이후 온라인 한글 강의 프로그램과 한글학교 교사 파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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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이밖에도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세무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원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현재 유럽 지역으로 교육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에 있으며 이

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우수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향후 양교가 여러 분야에

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진행

Real Interview Magazine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협력 약속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월 22일(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시에 위치한 종합 국립대학교로 2014년 개교이래 4,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지정한 세계 5개 협력대학 중 한 대학으로 WCO와 관세분야 연구

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유수 대학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세무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제 참가 ▲ 한국어 교육 지원 ▲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지형 총장직무대행, 권해숙 세무회계학과 교수,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장미라 한국어문화학과 교수가 참석했

으며,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외국어언어학부 한국어학과 최광순, 배지현 교수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외국어언어학부 한국어학과 배지현 교수는 “우크라이나 국립세무종합대학교 외국어언어학부에서

는 영어, 독일어, 한국어학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한국어학과의 정원은 50명이나, 올해 280여 명이 지원했을 만큼 현지에서 한국어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협약 체결 외에도 차후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KF 글로벌 e-school 사업과 연계한 협력
▲▶  본교·우크라이나 국립세무

종합대학교간 국제교류 협약 

체결

협력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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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련기사

군 간부 및 가족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 제공 위해 

22사단과 학·군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6월 20일(목) 22사단 사령부에서 22사단과 학·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 

류병목교수, 김정원 대외협력팀장, 김재현 직원이 참석했으며, 22사단 

권영호 사단장, 참모장, 인사참모, 주임원사가 참석했다.

본교와 학·군협약을 체결한 제22보병사단은 육군 8군단 예하 보병 사단

으로서 강원도 양양에서 1953년 육군 본부 직할대로 창설되어 한국전

쟁 말기에 활약했다. 1982년 8월 1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 

재창설되어 강원도 고성에서 남·북 동해선 교통행 및 교류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학·군 교류 협력을 통한 양 기관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

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류협력은 물론 공동발

전을 위해 인적 및 물적 교류지원을 약속했다. 

학·군 협약을 통해 22사단 소속 군간부와 가족들에게 학부 입학 시 수업

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교양

학부 나노디그리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들이 임무 완

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오태헌 교수는 사례로 든 4개 기업의 공통분모에 대해 ‘본업사수 경영’을 

제시하며 “일본의 장수기업은 고유의 까다로움과 무형의 자산으로 본업

사수 경영을 진행했으며,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는 기업을 지향했기 때문

에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강연을 끝마쳤다.

권영호 사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간부를 비롯한 병사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기쁘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미래인간과학스쿨과 전

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군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군인

들에게 최고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에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다

양한 콘텐츠 제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 앞으로 양 기관의 적극

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프라인 특강,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어 교원양성 위해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6월 19일(수)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 교원 학위 

취득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희사이버대

학교를 포함해 8개 대학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의 지속적인 교육 역량 

강화 유도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연구 기회 확대 및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또한, 상호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협

력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사

업을 총괄하는 재단으로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 180개소 세종학당을 운

영하고 있다. 재단은 세종학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재교

육,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지역별 워크숍 등 다

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4년도부터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다

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4년도 ‘국외 한국어교육기관 현황 조사’, ‘세

종학당 한국어교원 재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 2015년 누리-

세종학당 세종한국어 1, 2 자가학습 콘텐츠 개발 자문 및 감수, 원고 제

작 및 번역 감수’ ▲ 2016년 ‘세종학당 교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 

2017년 ‘국외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한국어 교원용 교수학습 보조자

료 개발 연구’ ▲ 2018년 ‘세종학당 교원 평가 도구 개발 사업’ 등 지속적

인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학당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세종학당장의 추

천을 받은 교원과 임직원들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등록, 입학 시 입학금 

면제, 수업료 4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국내 유수의 사이버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에 체

류하는 세종학당 교원들의 교육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월 22일(월)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우크라이나 한

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지형 총장직무대행, 장미라, 서진숙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한글학

교협의회 최광순 부회장, 드니프로 한글학교 배지현 교사가 참석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과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는 국제교류 협약을 통

해 해외 재외동포 교육 및 문화 보급사업 추진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한글학교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 받

는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 내 소속 기관에

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현

장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 최광순 부회장은 “한류의 영향으로 우크라

이나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내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내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기 때문에 협약을 통한 교육협력이 기

대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경희사이버대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이어, 김지형 총장직무대행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우크라이나 한글학

교협의회간의 교류 협력 체결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급,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전했다.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월 3일(수)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센터 소속 다문화가족은 학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역

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상담 등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관계 개

선을 위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

행함으로써 한국사회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교와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

족을 위한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약속했으며 다양한 현

안사항과 문제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대상 ▲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

원센터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령, 계층, 국

경을 초월한 경희의 ‘문화세계’ 사상과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

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나노디그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은 국제이주시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맞아 세계시민으로

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교원, 유아·초·중·고등 교원, 사회공헌 분야 종사자, 외국인 대상 

업무 및 교류가 필요한 기관 구성원 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밖

에 문화 다양성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Real Interview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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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6월 11일(화)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과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한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경희대학교 초대총장이자 밝은사회클럽 설립자인 故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와 사회봉사를 위해 제안한 밝은 사회운동을 전 세계를 무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조영식 박사를 총재로 설립된 GCS 국제본부는 현재 44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밝은사회운동(GCS)는 선의(Goodwill), 협동

(Cooperation), 봉사-기여(Service-Dedication)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세계평화

운동 등 5대 운동을 전개하는 범세계적인 운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학원의 철학, 노하우,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함께 창의적인 노력, 진

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인 경희정신을 함께 효과적으로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협력관련기사

군장병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 위한 

9사단과 학·군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5월 31일(금) 9사단 사단본부에서 9사단 소속 장교 

및 사단 병사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학·군 협약을 체결했

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지형 총장직무대행,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고

시성 교수, 류병목 교수, 김정원 대외협력팀 팀장, 김재현 대외협력팀 직

원이 참석했으며, 9사단 안병석 사단장, 참모장, 안보지원대장, 인사참모, 

군수참모, 법무참모, 주임원사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류협력은 물론 공동발전을 위해 인적 및 물적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학·군 협약을 통해 9사단 소속 군간부와 가족, 

병사들에게 학부 입학 시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인류 사회 문제를 역사, 인류학, 미래

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지구와 인류사회의 인적, 정신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인간과학스쿨’ 신설과 미래인

간과학스쿨 내에 ‘공공안전관리전공’과 ‘재난방재과학전공’을 신설했다.

‘공공안전관리전공’은 군·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경 트랙과 경찰 트랙

을 마련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통해 사회의 공공안녕을 책

임지는 전문 인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양학부 나노디그리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

인들이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사단 안병석 사단장은 “학·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약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상호 협조 사항이 사단 내에 시스템화 

되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는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업무 실행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9사단만의 차별성 있

는 학·군협약으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안동브루잉컴퍼니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5월 15일(수)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수

제맥주 브루어리인 안동브루잉컴퍼니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교류 촉진과 안

동브루잉컴퍼니 소속 임직원들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입학 시 교육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본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안동브루잉컴퍼니는 브루어리로 대중성

과 개성이 강한 맥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양조장과 협업을 통해 독

특한 매력의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호텔 및 외식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요구

에 대처할 수 있는 호텔리어와 외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

육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그 동안 배출한 많은 졸업생과 연계하여 호텔

과 외식산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최신 호

텔·레스토랑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호텔 및 외식산업분야에 대표적인 사

이버대학으로서 한번 더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호텔관광대학원 호텔

외식MBA 이은용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향후 많은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학문적, 산업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

다”며 협약 소감을 밝혔다.

세계적인 봉사단체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산학협동협약 체결

Real Interview Magazine 

평생교육·재교육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문화·봉사 관련 사업 공동기획으로 지구협동사회 건설 위해 이바지

협력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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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5월 10일(금) 국제교류 협약기관인 로스

앤젤레스한인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교육에 대

한 현지 수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국 한글

학교의 한국어 교육 체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경희사이버대

학교의 전문성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 등 실

질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이후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

벌 스튜디오를 직접 체험하며 강의제작 과정을 견학하고 체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로라 전 한인회장은 “미국 한인사회는 이

민1세대에서 1.5세대와 2세대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

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

란다”고 전했으며, 이어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지형 총장직무대

행은 “변화하는 한인사회에 발맞춰 현지 수요에 맞는 우수한 교

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7년 LA한인회와의 국제교

류 협약을 통해 한인회 소속 동포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위

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국제교류 협약기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위해 본교 방문

Real Interview Magazine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한인회 소속 동포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 도모

 

협력관련기사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10일(금) 로스앤젤레스한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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