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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금오공과대학교가 개교 33주년을 맞습니다.

서른 세 개의 초를 꽂고 불을 붙여봅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초에 불을 다 붙이기 전에 촛농이 흘러 내려 버립니다.

우리대학도 지금의 제법 삼삼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를 켜기 위해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 금세 환해지고 그럴듯한 축하케이크가 되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대학이 쌓아온 내공도 그저 얻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금오인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온종일 설렘을 가져주는 생일도 기뻐만 하기에는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한 살, 한 살 먹는 나이만큼이나 성숙해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34번째 촛불을 켜는 일, 그 다음의 촛불을 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다같이 축하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 kit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부터 5년 연속『정규직 취업률』우수대학 선정(졸업자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2008년부터 5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2년 지원금액 : 142억)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지원 사업 선정(4년간 2,400백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선정 (5년간 3,372백만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10년간 367백만원)  ●후진학 선도대학 사업(5년간 200백만원)  ●교육조직 : 6학부 13과, 1과정, 4개 대학원 ●행정조직 : 3처과 1국, 1단, 2본부, 부속시설 : 11개
●산학협력단 부속시설 : 7개, 연구시설 : 12개 ●입학정원 : 1,341명 ●재학생수 : 7,679명(학부 7,055명, 대학원 624명)  ●재적생수 : 11,307명(학부 : 10,626명, 대학원 681명)  ●졸업생수 : 28,521명(학사 25,339명, 석·박사 3,482명) 
●부지면적 727,757(40,690)㎡, 건물 29동, 연면적 168,256(19,428)㎡ (   )은 신평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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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호 금오공대신문2 특집
‘대학’혹은‘대학생’과 관련해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자유’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
성을 탐구하는 바탕일 될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 속에도‘금오공과대학교’라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6,500여명의 학우가 매일같이 숨을 쉬는 공간이자 모교다. 여기에는 우리대학을 하나로 뭉쳐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물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4,888명의 재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당신의, 우리의, 금오인의‘금오공과대학교’를 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 0 1 3
KUMOH
TREND
REPORT

금오를 논하다 (Ⅰ)

우리대학의 교훈은 진리(眞理), 창조(創造), 정직(正
直)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대학인의 본질이며,
창조행위를 통한 인간실존 의미를 확인하고, 정직한

생활자세로 인간의 참된 모습을 구현한다’는 뜻을 담
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이 삼는 교훈은 1991년
6얼 5일‘교훈·교가개정위원회’를구성해, 설문조사
및 여론수렴, 결과 검토 등을 거쳐 1993년 3월 1일부
터변경된것이다. 
개교 당시부터 사용된 교훈(건학이념)은 정성(精誠),

정 (精密), 정직(正直)이다. 이는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세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정성-정 -정직의 삼정주
의는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3대 지도이념이
기도 했다. 중견 공업 기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된 학교법인 금오학원에서는‘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인간인 동시에 현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적 정 성을 지닌 직업인이며, 정직을 생활화해
신뢰사회 건설의 지주가 될 사회인을 말한다’고 우리
대학교훈에대해규정했다.

1
진리·창조·정직
眞理·創造·正直

우리대학 UI 중에서도 kit와 함께 무엇보다 먼저 떠
올리는 것은 우리대학의 심벌마크다. ‘금오’의 문자
구조적특성인‘ㄱ’과‘o’을합해기본형태로잡고있
다. 또한 네모꼴은 물적 가치를, 동그라미꼴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한다. 우측 상단부로 시선을 모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미래지향적 과학정신을 표현
하고 있다. 색상은 하이테크, 신뢰, 젊음, 청정하고 순
수한금오인의심성을나타낸다.
각종기념품이나홍보매체에서볼수있는캐릭터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캐릭터 디자인도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00년 5월우리대학의독특한이미지와
금오인으로서의친근감을느낄수있는상징물을공모
했다. 이에 선정된 캐릭터는‘테크모’라는 이름의 회
화 캐릭터 다. 금까마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황색 계통을 사용했으며, 3족은 세 가지의 교훈을, 머
리에 있는 촉수는 미래를 예견하고 지혜를 상징했다.
해당 캐릭터는 2003년 우리대학의 이전이 본격화되면
서 새로운 캐릭터로 대체됐다. 이는 현재 공식 기념품
이나기타홍보매체등에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우리대학
의 교표, 원한 승리와 무한한 번
을 나타내는 월계수와 열매, 금

까마귀 날개 등을 활용해 우리대
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됐다.

▼테크모

5

우리대학은 진리-창조-정직의 교훈 아래 개인의
자질을계발하고지도자적인격을함양해, 국가와인
류사회의발전에봉사할수있는실천적인인재를양
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을 삼는다. 이에 ▲ 뚜렷한 국
가관과발전적미래상을지닌지도자, ▲실천적이고
창조적인전문인, ▲지성과덕성을겸비한사회인으
로서의 공학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 우리대학이 최
종적으로지향하는목표다. 
그렇다면‘우리대학의 교육목표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대학 학우들은 어떻게 답
했을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우가 20%(979
명)인 반면‘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우는
23%(1,119명)이었다. 그렇지만 57%(2,790명)에 이
르는 대다수의 학우는‘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를 대체적으로
인식하고있다는결과를보여줬다.

2

4

우리대학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자긍심은 보통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4,182명)가 본
인의 우리대학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과 자
긍심이‘높다’고 응답해 꽤 높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
운데‘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우도
13%(623명)나 됐다. 뒤를 이어‘보통’이라
고 응답한 학우가 44%(2,17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약하다’, ‘매우 약하다’고 응
답한 학우는 각각 8%(373명), 3%(163명)
다. 10명 중 1명꼴로 우리대학에 대한 소속
감과 자긍심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
히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의 경우 지역 거점 국립
대학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 점과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이시급한부분으로보인다.

6

우리대학 구성원의 정신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는 교목과 교화
는 각각‘향나무’, ‘매화’다. ‘우
리대학을 상징하는 교목과 교화
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 문항
통계결과에 따르면 향나무를 교
목으로 선택한 학우는 전체 응답
자의 62%(3,015명)에 달했으며,
매화를 교화라고 말한 학우는
58%(2,819명)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학우들이 교목과 교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으로나타난자료다.
정원이나 공원에서 흔히 심어

기르는 향나무(학명:Juniperus
chinensis)는 곁뿌리가 많아 메마
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하며 옮겨 심어도 잘 자라는 특
성이 있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
르른 모습에서 굳센 의지를 부여
하기도 하며, 싱그러운 향기에 순
수함과 청정함을 읽어내기도 한
다. 특히 우리대학 정문을 지나쳐
나오는 삼거리에는 이동호 초대
학장이 1980년 9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효자원에서 당시 신평동 캠퍼스로 옮겨 심은
향나무가 심겨져 있다. 우리대학의 역사와 함께한 향나무의 향이 금오인 모두에게 퍼져 건강
하고맑은정신과사고, 긍정적이고적극적인마음을간직하기를바라는뜻을담고있다.
매화(매화나무, 학명:Prunus mume)는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운다. 그래서 혹

독한 추위를 이겨낸 매화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로 꼽힌다. 예부터‘사군자
(四君子)’라 하며, 매화를 비롯해 난초, 국화, 대나무 등 4가지 식물의 장점을 덕과 학식을 갖
춘사람의인품에비유해왔다. 이중에서매화는‘불의에굴하지않는선비정신’을나타냈다.
우리대학 교화로서의 매화는 고결함과 인고의 정신에서 비롯된 기상을 뜻하며, 어떠한 상황
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한편 매화나무는 장미과
에 속하는 나무로 3월에 잎이 나기 전에 피고, 열매는 6월에 동그랗게 익는다. 이 열매 바로
매실이다. 매화나무의꽃말은충실, 인내, 고귀, 깨끗한마음등여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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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57%

잘(알고(있음

잘(알지(못함 보통

18%

13%
11%

58%
매화

목련

국화

진달래

24%

18%

62%

9%

향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구구분분 응응답답자자 수수((명명)) 비비율율

잘 알고 있음 979 20%

보통 2,790 57%

잘 알지 못함 1,119 23%

■우리대학 교육목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대학을 상징하는 꽃(교화)은 무엇인가? ■우리대학을 상징하는 나무(교목)는 무엇인가?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향향나나무무 33,,001155 6622%%

소나무 1,188 24%

느티나무 451 9%

은행나무 907 18%

32%

13%
8%

3%

44%

보통높음

매우(높음

약함 매우(약함

■우리대학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본인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어느 정도인가?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진달래 539 11%

국화 623 13%

매화 2,819 58%

목련 907 18%

22% 66%

8%4%

교가(가사를(전혀
알고(있지(않다

악보없이(자유롭게
부를(수(있다악보를(보고

따라(부를(수(있다

교가(가사를
조금(알고(있다

■우리대학의 교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악보없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 194 4%

악보를 보고 따라 부를 수 있다 412 8%

교가 가사를 조금 알고 있다 1,073 22%

교가 가사를 전혀 알고 있지 않다 3,209 66%

1979년 12월 31일 우리대학의 설립 승인이
있은 후, 교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80년 2월 7일 금오학원에서는 노산(鷺
山) 이은상 선생에게 작사를, 이홍렬 선생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이때 탄생한 교가는 2010년
우리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아 우리대학의 현재
의 상황과 비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은상 선생은 시조시인으로‘가고파’, ‘봄처
녀’등을 작사했으며, 이홍렬 선생은‘섬집아
기’, ‘어머니의마음’의작곡했다.
1980년교가의내용은이렇다. “(1절) 이나라

민족중흥, 세기의분수령을역사의수레바퀴
고 가는 우리 모습 커 가는 산업 국가 참 일군
찾는 오늘 힘과 능력 갖추어 앞장설 이 여기 있
다 (2절) 정성을 다하자 지극히 정 하자 바르
고 곧게 살자 의롭게 헌신하자 큰 사명 자주 국
장 높은 기술 물을 적에 슬기 지식 갖추어 대답
할 이 여기 있다 (후렴) 새 역사 창조하는 나라
의 빛 금오공대 뭉치어 전진하는 겨레의 힘 금
오공대”
한편현재의교가내용은“(1절) 이나라과학

기술역사의수레를힘차게 고가는우리들의
젊은 모습 세계로 뻗어가는 참된 일꾼 부를 때
힘과 능력 갖추어서 앞장설 이 여기 있다 (2절)
진리와 창조의 힘을 키워가며 정직한 마음으로
의롭게 헌신하자 큰 사명 높은 기술 참 된 일꾼
부를 때 드높은 이상으로 대답할 이 여기 있다
(후렴) 언제나 하나 되어 전진하는 금오가족 새
롭게 역사 쓰는 나라의 빛 금오공과대학교”이
다. 가사를 살펴보면, 1993년 변경된 우리대학
의 교훈의 반 은 물론 지난 30여년을 되돌아
보고앞으로지향할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틀은 유지하
되악보에도약간의수정을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우리대학 교가를 자유롭게 따라 부를 수 있
다는 학우는 13%(623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우는 66%(3,209
명)에 달했다. 또한 22%의 학우 역시‘교가 가
사를 조금 알고 있다’고 말해 교가가 학우들에
게미치는 향이나파급력은미비한것으로조사됐다. 이와같은수치는교화나교목을학우들이
인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 더군다나 2010년 제2의 도약을 외치며 편작한 우리대학
교가가제구실을하지못하는점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다.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높음 623 13%

높음 1,559 32%

보통 2,170 44%

약함 373 8%

매우 약함 1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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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지난해 주요 국책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국책사업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전체 응답자의 83.1%(4,064명)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압도적으로 학우들이 알고 있는 국책사업이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39.2%, 1,896명)은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이어서 LINC사업(38.8%, 1,896명), ACE사업(32.4%, 1,585명), 창조캠퍼스사업(6.6%, 325명), QWL사업(2.1%, 102명) 순으로 인지도
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우리대학에서는 학습 및 진로지도 등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생지원 기구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에 대한 결과는 취업지원본부(69.4%, 3,393명), 국제교류교육원(58.9%, 2,878명), 공학교육혁신
센터(31.8%, 1,556), 상담지도센터(21.0%, 1,027명), 현장실습지원센터(20.2%, 986명) 순으로 높았다. 취업지원본부와 국제교류센터를 제외하고
는 절반도 못 미치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각의 지원시설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최근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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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를 논하다 (Ⅱ)

취업지원본부는 우리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취업 지원 전담 부서이다. 이같은
목적에따라재학생들이필요로하는취업관련정보서비스와함께개개인의경
력개발 목표에 따른 맞춤형 취업관련 교육서비스,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
화사업등을기획하고입안해시행하고있다.
취업지원본부는 1989년 5월에 학생처 취업복지과로 개설된 후, 이듬해 3월

부터 부속기관인 취업보도실로 독립 운 돼 오다가 2003년 9월에 취업정보센
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장직속 지원시설인 취업지원본부로 확대·개편
돼, 취업지원활동과관련된학내부서간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및관리를위
한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 착형취업대비 1:1 맞춤컨설팅
5/7~6/27 매주 화/목요일 10:00~16:00(점심시간 제외), 잡카페(도서관 209호)
- 취업준비, 취업동향, 취업진단, 취업애로, 기업정보, 입사지원, 직무적성, 면접,
서류작성 및 클리닉, 합격전략 등 취업관련 전반

*채용설명회
삼성전자(주) 소프트웨어멤버심 설명회
- 5/21 16:00~17:30, 로벌관 시청각실(GB109호)

(주)휴원 2013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 5/23 15:00~16:00 든사람교육센터(도서관 21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3년도 하반기 채용설명회
- 5/24 14:00~16:00  든사람교육센터(도서관 211호)

취업지원본부

위 치 : 도서관 210호
누리집 : http://job.kumoh.ac.kr/

지난해 11월 기존의 상담실을 확
대·개편해 설치된 우리대학
C&C(상담지도)센터는 학생들을 위
한 심리, 진로, 생활 및 학습과 관련
된 상담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심리검사 및 상담, 학생생활 실
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진행하고 있
으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장애인 상담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추가하여 활동 범위를
넓힐예정이다. 
우리대학은관심대상학생의학교

적응을 위해 신입생 인·적성검사
결과를 반 해‘위기학생 특별상
담’도 진행하고 있다. 임상 경향의
정도에따라심층상담을하며지도
교수, 부모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망
을최대한활용해졸업시까지관리

하는시스템이며, 이는심리검사후심층상담을통해정서적지지및학교적응
을 돕고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힘을 길러주어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과대학의역량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상담지도센터

위 치 : 학생회관 201호
우리대학현장실습지원센터는현장실습의활성화및취업연계활동강화를목표로산학

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산하에현장실습관련업무의총괄기획및체계적인운
을담당하고있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교내 부서별로 분산 시행하 던 수요조사, 대상업체 선정, 학생

배정, 현장지도 및 배정 업무, 교과목 편성 등을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지원본부
에전문인력을배치하여취업연계활동강화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다. 또공학교육혁신
센터에전문인력을배치하여기업기반캡스톤디자인업무수행하는역할도하고있다.

*2013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신청
신청기간 : 5/20~6/14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산업체현장실습메뉴]
이수기간 : 방학기간(6/24~8/31) 중 4주 이상 (공휴일 제외)
☞ 시간 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 할 수 있음

(8시간 1일, 주 5일 근무시 1주 산정)

입력 및 제출사항
- 실습학생 : 현장실습일지(원스톱서비스 실습기간 중 매일 입력)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생만족도 조사(원스톱서비스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입력)
- 업체대표자 : 실습기관평가서(평가 후 날인)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원본제출(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 : 업체평가서 평가내용 온라인 입력
- 지도교수 : 종합평가서(원스톱서비스 입력)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 종합평가서 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지도교수가 원스톱서비스에서 입력
- 성적평가 : 해당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이수(S), 미이수(U)로 평가],

2013-1 계절학기 성적으로 등재
- 학점인정 : 성적입력기간 중 지도교수가 입력(S, U로 표기)
- 하계방학 현장실습 : 3학점 (전공선택)
(계절학기 최대수강학점(6학점) 예외 인정, 학기 최대수강학점(21학점) 예외 인정)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자격 : 현장실습 신청 후, 방학 중 현장실습(4주 이상)을 완료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
- 지원금액 : 방학 중 현장실습(1인당 400,000원)
- 숙박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대경권 이외지역 현장실습, 학생 주소지가 현장실습업

체 이외 지역 소재한 경우에 한 함)
- 지원시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점 부여 후(9월초) 

현장실습지원센터

위 치 : 그린에너지관 405호

우리대학국제교류교육원은외국의우수한대학들과자매결연을체결, 상호긴
한 협조체제 아래 교수 및 학생 교환,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운 하며 유학생을 모집,
관리하고있다. 
외국어의이해와능력이진로를결정짓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국제
화시대의흐름에맞춰유능한원어민강사와국내강사들을초빙하여체계적이
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운 해, 재학생은물론지역민들에게도양질의어
학 교육을 제공한다. 재학생 정기강좌, 어캠프, 교내 위탁강좌 및 교사 연수
등을 운 하고 있으며 TOEIC, TOEIC Speaking 등과 같은 공인 어학시험을 본
교에 유치해 시행함으로써 재학생과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제공
하고있다.

*2013학년도 하계 해외단기 어학연수생 선발 계획
국가별 연수대학 및 연수기간
필리핀(Mapua Institute of Technology) : 7/7~8/10(5주)
일본(Osaka Prefecture University) : 하계방학 중 4주, 랩실 배정
선발인원 : 필리핀(12명), 일본(5명)
선발기준 : 학부성적 40%, 어학성적 30%, 마일리지 15%, 면접 15%
접수 기간 및 장소 : 5/27 ~ 5/31,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지원자격
-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소지자(모의성적 포함하며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필리핀(필수) : TOEFL, 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
- 일본(선택) : JPT, JLPT
- 본교 학부생 (휴학생 제외)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인부담 비용
- 필리핀 : 1,633,320원 / 일본 : 800,000원

※ 여권, 비자 수수료 및 공항세 등은 본인부담금과는 별도로 연수생이 부담.
※ 본인부담금은 환율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제교류교육원

위 치 : 테크노관 458호
누리집 : http://iplec.kumoh.ac.kr/

2005년 6월에 설립된 기존의 공학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2007년 4월 확대·
개편되면서명칭이변경된공학교육혁신센터는공학교육혁신사업과함께공학
교육인증제운 을위한업무를총괄하는부서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우리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학교육
의 내실화,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로벌화에 부응하고자 설립됐으며 우
리대학공학교육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의 총괄 하에 공학교육혁신사업을 주
도하고, 공학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지원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학교육혁신아젠다의 기획 및 운 을 담당하며, 공학교
육인증제운 을위한프로그램도관리하고있다.

*제5회 kit人 Creative 경연대회 - 학생 포트폴리오 부문 개최
참가대상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소속 3학년 이상 재학생

(전년도 학생 포트폴리오 부문에서 대상/금상 수상자는 참가 제한)
참가신청 : 5/20 ~ 5/31, goeun@kumoh.ac.kr
자료제출 : 6/3~6/14
- 포트폴리오, 이력서, 10장 내외의 포트폴리오 요약본 각 1부
-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제출
심사기준
- 포트폴리오 내용의 구체성, 진실성, 목표의 명확성, 포트폴리오 구성, 독창성 등
시상계획 : 총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 수여
- 대상 1명 400,000원
- 금상 1명 300,000원
- 은상 1며 200,000원
- 동상 2명 100,000원

본 대회 우수자는 남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예전을 거쳐, 
전국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공학교육혁신센터

위 치 : 그린에너지관 108호
누리집 : http://abeek.kumoh.ac.kr/

로벌관, 2004년 10월 준공

디지털관, 2004년 9월 준공

제3대학, 1998년 11월 착공

제2대학, 1999년 10월 착공

양호동 캠퍼스 생활관, 2004년 9월 준공

양호동 캠퍼스 도서관, 2004년 9월 준공

신평동 캠퍼스 생활관, A동 1980년 6월 / B동 1981년 11월 준공

신평동 캠퍼스 도서관, 1983년 10월 준공

데크노관, 2004년 9월 준공 제1대학, 1998년 12월 착공 양호동 캠퍼스 본관, 2011년 1월 준공 신평동 캠퍼스 본관, 1980년 6월 준공)

금오를 논하다 (Ⅲ)
건물 거꾸로 보기

◀◀◀
테크노관

◀◀◀
디지털관

◀◀◀
로벌관

◀◀◀
본관

◀◀◀
도서관

◀◀◀
생활관



자신의 연애관을 묻는 질문은 총 7개를 제시했
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누가 고백해야 하는가

▲ 주로 누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
누가 주로 데이트 장소를 정해야 하는가 ▲ 누가
주로이벤트를실시해야하는가▲누가커플링비
용을부담해야하는가▲누가주로스킨십을주도
해야 하는가 ▲ 이성과의 만남에서 중요하게 여기
는부분은무엇인가(중복응답) 등이다.
이 중 마지막 질문을 제외한 6개의 질문에서 대

부분이 학우들은 행위의 주체의 성별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않는반응을보 다. 특히커플링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110명) 이상의
학우들이상황에따라변할수있다고답해연애를
하는과정에서성별에의한차별을두지않는것으
로파악됐다.
구체적으로‘고백 주체’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는 76.9%(120명)의 학우가‘성별에 상관없다’고
답했다. ‘남성’과‘여성’이 고백해야한다는 답변
은각각 20.5%(32명), 4명(2.6%)로나왔다. 응답자
의 성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성별에 상관없다’
고 답한 남학우는 80.9%(89명), 여학우는
67.4%(31명) 다. 반면 고백의 주체가‘남자’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15.5%(17명), 여성이
32.6%(15명)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2배 이상으
로높은것으로조사됐다.
‘데이트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 다. 70.5%(110명)의 학우가 절반씩 부담하거
나금전적여유가되는사람이부담해야한다는의
견을 선택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의 75.5%(83
명)는 남학우 으며, 나머지 24.5%(27명)는 여학
우 다. 여학우응답자만을놓고보면전체여학우
응답자의 58.7%(27명)가 대답한 것으로, 나머지

41.3%(19명)은‘남성이 더 많이부담해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
면남자대학생의데이트비용부담률은전체데이
트비용의65%를부담하고있다고밝힌것과크게
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난것으로드러났다.
이와같은결과는‘커플링비용부담’에관한답

변으로 이어졌다. ‘양쪽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
은58.3%(91명)으로가장많았으며, 뒤를이어‘남
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28.2%(44
명), ‘남성이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9.6%(15명)으로많았다. 성별로봤을때전체남학
우 응답자의 66.4%가(73명)가‘균등하게 부담’,
23.6%(26명)가‘남성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을
선호했다. 여학우 응답자는 균등한 부담과 남성이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모두 39.1%(18명)씩 선호
했다. 한편 지난해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국 2,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 흥미로운 결과도 있다. 데이트에 불
만이있다고드러낸여대생의29.7%가‘데이트비
용을 함께 부담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못 내게 한
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비롯된 남대생에 편중되
는 데이트 비용은 남녀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합
의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이성과의만남에서중요하게여기는항목은 1위

가‘성격’으로 32.3%(137명), 2위가‘외모’로
21.0%(89명), 3위가‘나이’10.1%(43명), 4위가

‘경제적 능력’9.9%(42명), 5위가‘거리’8.5%(36
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 순위를 살펴보면
남학우는 성격-외모-나이-거리-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종교-교제 횟수-학벌 순이 으며, 여
학우는 성격-외모-경제적 능력-학벌-거리-가

족 관계-나이-교제 횟수-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격을 제외
한‘이성의 첫 인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해 남녀 모두 얼굴과 패션스타일을 꼽으
며, 남학생은 몸매를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목소
리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자면, 우리대학의 학우들도 이와 비슷한 것 같
다.

‘현재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우가 50.4%(79명),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한 학우가 49.4%(77명)이었다. 답변에
대해뚜렷한성별차이를보 는데, 남학우의경우
는 55.4%(61명)가‘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
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우의 경우는 60.9%(28명)
가‘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결혼은 계획했다면, 언제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취직(졸업) 후 3~4년 이내’라고
응답한 학우가 47.4%(74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대해
서는60.3%(94명)이‘30대초반’이좋다는의견을
보 다.
‘자녀출산계획’을묻자, ‘결혼후 2~3년이내’
로 생각하고 있다는 학우가 62.8%(98명)이었으며,
‘결혼 후 2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 학우가

12.2%(19명)로뒤를이었다. 한편‘자녀출산계획
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우도 17.3%(27명)
에 달해‘저출산’과‘고령화’문제에 대한 심각성
을드러내기도했다. 자녀를출산하지않겠다는의
견에서도 남학우의 비율(59.3%)로 여학우보다 약
간 높았다. 그렇다면‘몇 명의 자녀 출산을 고려하
고 있는가’는 질문에, ‘2명’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56.4%(88명) 으며, ‘3명 이상’(18.6%, 29명), ‘1
명’(7.7%, 12명) 순으로 답했다. ‘자녀 양육 부담
(남성:여성) 비율’에대한질문에는51.3%(80명)의
학우가‘50:50’으로 답했다. 전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49.7:50.3’으로나왔다. 남녀성별차이에따
라 상대방의 양육부담을 조금씩 더 강조하는 경향
이 나타나, 남학우는 여성이 좀 더 양육부담을 갖
기는 원했으며 여학우는 남성이 좀 더 양육부담을
갖기를원했다.
한편 최근 20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인

‘삼포세대’에 관한 질문도 던져봤다.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베이비 붐 세대를 부모로 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이른바‘에코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현대사회
의 경제적,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을 포기하면서 이들을 새롭게 지칭하는 용어로 탄
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취업포털사이트‘사람
인’이 전국 2,000여명의 20~30대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40% 이상이‘경제적 이
유로 연애, 결혼, 출산 중 하나를 포기한 것이 있
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추세는 취업난에 뛰어든
연령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 구직자의 60% 가
량이‘자신을삼포세대로생각한다’고밝혔다.
우리대학 학우 중‘자신이 삼포세대에 해당한

다’고 생각하는 학우는 27.6%(43명)으로 10명 중
2.7명꼴로연애, 결혼, 출산중 하나를포기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에게포기한것을물어보
자‘결혼&출산’을 포기한 학우가 37.22%(16명),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학우가 27.9%(12
명), ‘출산’을 포기한 학우가 23.3%(10명)이었다.
가장많이포기하고있는것은출산이 45.2%로가
장 많았으며, 결혼 35.7%, 연애 19.0%로 뒤를 이
었다. 이와 같이 포기하는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삼포세대가 된
이유(복수응답)로‘모아놓은 없어서’, ‘웬만큼 돈
을 모아도 힘들어서’, ‘집안에 가진 돈이 없어서’,
‘취업이 늦어져서’, ‘연봉이 너무 적어서’, ‘현재
빚이 많아서’등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애부터 결혼, 출산에 이르기까지 필수
가 아니라 자신에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세태
가 쓸함을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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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본지에서는 우리대학 학우 156명(남학우 110명, 여학우 4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제는 크게 두 가
지 다. 사회적인 성(GENDER)와 생물학적 성(SEX)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쪽의 지면에는 그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봤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지금은 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 자식으로 있지만 머지않아 다른 울타리를 찾아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과연 우리대학 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정립하고 있는지 탐구해보기로 했다. 연애관, 결혼관, 성의
식으로 이어지는 3가지 내용을 통해 2013년 금오인 탐구생활을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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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인을 말하다(Ⅰ)

0

5

10

15

20

25

30

35

교제
횟수

종교가족
관계

학벌거리경제적
능력

나이외모성격

32.3%

21%

10.1% 9.9% 8.5%
5% 5% 4.2% 4%

49.4%50.6%
그렇다그렇지(않다

■이성과의 만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고백을 한다면, 누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나?

35.7%

19%

45.2%

연예

결혼
출산

56.4%

17.3%

18.6% 7.7%
1명

2명

3명(이상

0명

■세 요소 중 본인이 포기한 것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희망하는가?

20.5%
2.6%남성

여성

76.9%
상관없음

21.9%

2.7%
여성

남성

상관없음
75.3%

58.3%

28.2%

3.8%

0%
9.6%

양쪽이(절반
부담해야(한다

남성이(더(많이
부담해야(한다

여성이(더(많이
부담해야(한다

남성이(혼자서부담해야(한다

여성이(혼자서
부담해야(한다

■데이트 비용을 지불한다면,
누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가?

■커플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사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연애관 -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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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 부담은 어떻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결혼관과 삼포세대

‘본인의성가치관의정도은어느정도인
가’라고 묻는 질문에서‘개방적이다’고 응
답한 학우가 39.1%(61명)으로‘보수적이
다’고응답한학우37.2%(58명)에비해약
간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이성과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 ▲
동거▲혼전성관계등에대해물어봤다. 

가장먼저‘결혼전이성과허용할수있
는스킨십’의범위에대해질문에대한답
변은 45.7%(71명)이‘성관계’라고 답했

다. 또한‘혼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는‘나쁠 것 없다’는 학우가
59.0%(92명)으로‘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하는41.0%(64명)의학우보다훨씬많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는 무방
하다’고 답한 학우가 51.9%(81명)으로 가장 많
았다. 뒤를 이어‘결혼을 약속했다면 성관계는
무방하다’고답한학우가23.7%(37명), ‘혼전성

관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우
는7.1%(11명) 다. 반면‘혼전성관계를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우도 17.3%(27명)를 차
지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
는이유에대해서는‘계획하지않은임신가능성
때문에’(32.1%),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때문에’
(14.7%), ‘사회적인 불이익 때문에’(7.69%), 순
으로 답했다. 기타 답변으로는‘태아에 대한 죄
책감 때문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등과
같은답변도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학우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에 대해 43.6%(68명)에 달하는
학우가‘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학우
의 경우 55.5%(61명), 여학우의 경우 15.2%(7
명)가 그렇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2011년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신경림 교수팀
이 보건복지부 연구사업으로 전국 대학생 6,000
명을 대상으로‘대학생의 성태도 실태조사에 관
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관계 경
험이 있다고 답한 학우는 남학생이 50.8%, 여학

생이 19% 다. 우리대학이 경우 남학우는 조금
높고, 여학우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 다. 보고
서에 따르면, 이같은 차이는 남녀의 성에 대한
욕구, 태도, 가치의 차이와 더불어 군대 등이 이
유로 남학생의 나이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고 군대의 성문화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
석한다.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에 대한 질문에, ‘콘
돔’이64.9%(48명)으로가장많았다. 뒤이어‘월
경주기법’이 12.2%(9명), ‘피임하지 않는다’가
9.5%(7명), ‘기타’가 8.1%(6명), ‘피임약’이
5.4%(5명)순으로 선택됐다. ‘성욕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운동이나 취미생활’이
49.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미혼모/미
혼부로 이어지는 혼전임신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는 60.3%(94명)가‘양쪽 모두’의 책
임이라고 답했다. ‘남성’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24.4%(38명), ‘여성’의책임이라는15.3%(24명)
도상당히많았다.

성 의식 - 스스로가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우 많아

72.4%
아니다

그렇다

27.6%

■본인이 삼포세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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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평등(平等), ‘남성과 여성’과‘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두 단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귀에 들리기는 하는
데, 유독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느껴진다. 대신 성(性)과 차별(差別)이란 단어가 익숙하다.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과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 만큼‘성’과 관련된 개념도 많다. 그 중에서 아래 지면을 통해서는‘GENDER'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기획에서도 성적 지향(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 성 정체성의 다양성
을 다루지는 못했다. 대신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담론을 펼쳐보고자 한다. 공과대학을 출신의, 또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남녀의 평등을 둘러싼 우리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있을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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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인을 말하다(Ⅱ)

1916년 기독교감리교 공주 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교비생
으로 입학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자 같은 학교 고등과 1년생으로 만세 시위
에 동참했다. 일제가 이화학당을 휴교시키
자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시위운동 상
황을 설명하고, 이곳에서도 만세시위운동
을 전개할 것을 권유했다. 조인원, 김구응

등의 마을 지도자를 규합한 뒤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유림
계의 뜻을 합쳐, 1919년 3월 1일 아오내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추진했다.
이날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이자 맨 앞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격렬하
게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에서 일본 헌병의 총칼에 아버지
와 어머니가 피살당하고, 그녀는 아오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잡혀 일제
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해 경성
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의 한
국 침략을 규탄, 항의했다. 그리고 일제의 법률에 의해 일제 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법정모욕죄까지 가
산돼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있으면 큰 소리로 독립만세를 불 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
진 악형을 받았다. 그렇듯 불굴의 투혼으로 옥중 항쟁을 계속하다
1920년 19세의 나이로 끝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이후 이화학당은 유관순의 시체 인도를 일제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
다. 유관순의 학살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강력하게 항
의하자 석유상자 속에 든 시체를 내주었는데, 열어 보니 토막으로 참
살된 비참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박정
희 전 대통령과 육 수 여사 사이에서 태
어났다. 1963년 부친 박정희의 대통령 취
임 이후 청와대에서 성장했고, 1970년 서
강대에 입학해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1974년 모친 사후부터 1979년 10.26 사
건 이전까지 부인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10·26 사건 이후 청와대에서 나와 육
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정계는 1998년에 입문해, 같은해 4월 2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
다. 한나라당의 부총재와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한 그녀는 2007년 한나
라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당시 이명박 후보
에 패하 다. 2011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2월에는 당 명칭을 새
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등 쇄신을 주도했으며,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
원선거를 지휘했다. 7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8월에 치러진 당내 후보 경선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의원직도 사퇴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
형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1,577만 3,128표(득표율 51.55%)를 얻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
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
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독신 대
통령,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잔 다르크(Jeanne d'Arc)는 국과 프
랑스 사이의 오를레앙 전투에서 조국인
프랑스의 승리를 이끌어낸 여성이다. 하지
만 1430년 5월 콩피에뉴 전투에서 국
군에게 넘겨졌고 1431년 재판에서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을 당했다. 그러나 가톨릭교
회에서는 1920년 그녀를 성녀로 시성(諡
聖)했다. 그는 로렌(Lorraine)과 샹파뉴
(Champagne) 사이에 있는 동레미 라

퓌셀(Domremy-la-Pucelle)의 독실한 그리스도교 가정인 농가에서
태어났다. 1429년의 어느 날‘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서쪽으로 가서 루아르 강변(Loire R.)의 시농성(Chateau
de Chinon)에 있는 샤를 황태자(뒷날의 샤를 7세)를 방문했다. 당시
의 프랑스는 북반부를 국군 및 국에 협력하는 부르고뉴파(派) 군
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왕위도 1420년의 트루아의 조약에
따라 샤를 6세 사후에는 국왕 헨리 5세가, 또 그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 헨리 6세가 계승하도록 되어 있어, 황태자 샤를은 제외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잔 다르크는 샤를을 격려하고 그에게서 받은 군사를 이끌
고 나가, 국군의 포위 속에서 저항하고 있던 오를레앙(Orleans) 구
원에 앞장서서 싸웠다. 국군을 격파해 오를레앙을 해방시킨 데 이어
각지에서 국군을 무찔 다. 흰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지
휘하는 잔 다르크의 모습만 보고도 국군은 도망쳤다. 같은해 5월,
국군은 오를레앙에서 완전히 패퇴했다. 랭스(Reims)까지 진격한 잔

다르크는 이곳 성당에서 전통적인 전례에 따라 샤를 7세의 대관식(戴
冠式)을 거행토록 하 다. 
이처럼 잔다르크는 남성의 역인 전쟁터에서 여성 지도자라는 희

소성과 함께 상징성을 부여해 조직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 온 여성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공계열에서 박사 학위까지 수
여받았다. 당시에는 이공계 여학생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여성
으로서 불평등을 경험하거나 차별을
받은 경우가 있나?
전공이 컴퓨터 분야이다 보니 성차별을

당하거나 경험한 적은 드물다. 2000년대
초반, 군과협력해프로젝트를수행하던과
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발표자로서 더욱
더신뢰를줄수있겠다는결정으로발표자
가바뀌는경우가기억에남는다.
하지만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

더라도 여성들의 주체적 의식이 강한 편이었다. 또한 내가 다녔던 모교에서도
뛰어난 여학생들이 많은 탓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
했던것같다. 그래서인지우리대학에서상대적소수자인여학우들을보면, 주체
적의식이부족해그들이목소리를내지않아아쉬움이들때도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불평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
내가 속한 IT분야에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덕에 사회에서 존재

하는 남녀의 불평등을 체험할 기회가 적었고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여성이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시선을 없애기 위해
남들보다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특히 나 자신의 행동이 후배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도 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먼저 진출했던 여성
들의좋은흐름을잇기위해책임감을가지고노력했다.

교수라는 현재의 직무에 여성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더해진 것
같다. 이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은 없나
오히려이런것들이긍정적인자극이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집권 중에 있다. 여성의 사회진
출에서 육아문제나 불평등 문제가 걸림돌인데 기대하는 것이 있나?
최근 들어 아이의 보육비를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

됨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또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런한 부분들
이우리나라가현재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생각이들게하는것같
다.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사회가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
하나?
출산이후세상을보는시각이넓어졌다. 일부여성들의안일한생각이우리나

라의전통적인여성억압을방조한것도있지만, 상대적으로가정을책임지는책
임감이덜하기때문에남성들의고통도크리라생각한다. 어찌보면이러한상황
에 여성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녀차별이 오랜 시간동안 너
무체득되어있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우리사회는긍정적으로나아가고있고,
예전처럼 투쟁으로 풀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전
반적인성역할에대한관습들이바뀌어가고사회가같이문제를인식하고방향
을찾아가야할것이다.

혹시 학내에서 여학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나? 
현재대학측에서여학우를위해준비하는여러가지지원책이있다.
개인적으로도 여학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학우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의부족으로번번히무산됐다.

마지막으로 여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사회의 여성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기 스스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본인

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혼과 출산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의지
등에 의해서 주저앉게 된다. 자기 스스로 실력을 갖추라고 당부하고 싶다. 더불
어조직을경험해볼것을권한다. 동아리나학생회등의활동이여학우들에게는
사회로나가기전에많은도움을줄것이라고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공학 계열은 여성들이 기피
한다. 지원동기가 궁금하다.
평소 건축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

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공과계열’이라
는점은크게중요하지않았다.

공과대학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입학
해보니 어떤가?
입학 전에는 여학생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

각하고 걱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건축학
과는보통남학우와여학우의비율이6대4 정
도 된다. 의외로 다른 학부(과)에 비해서는 많
은 편이다.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편한 것 같기도 하
다.

건축학부 수석으로 입학해서,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생활했다. 여학우로서 불평
등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
오히려 여학우의 수가 남학우에 비해 적다

보니 좀 더 잘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다. 특히
건축학과의 경우 좋은 선배들이 있어, 분위기
더욱 좋다. 이번에 다녀온 MT도 일반적으로
요리는 여성이, 힘을 쓰는 일은 남성이 하는
상황과 달리 대부분의 일을 남학우이 도맡아
하면서편했다. 뿐만아니라운동등에신체적
차이가 고려돼야 하는 상황에서도 같이 어울

려서 즐길 수 있어서 불평등이나 차별이라고
할만한것을느끼지못했다.

그렇다면 입학 전에 차별이나 불평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여성이라는이유로남성에비해

부당함을느꼈던경험은없다.

마지막으로 여학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공학계열에서여학우가소수자의신분인것

은맞다. 그런데우리대학분위기도남학우중
심의문화를강제하는것도아니고, 대학생신
분이다보니 큰 차별이나 불평등은 없는 것 같
다. 그렇지만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학우든
여학우든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
세를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물었다. ‘대한민국은 성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그렇다’고 대답한 학우는 전체 응답자 156명 중의 16.0%(25명)인 반면‘그
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우는 62.8%(98명)이었다. 나머지는‘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우리대학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떻
게 답했을까. ‘그렇다’고 대답한 학우가 20.5%(32명), ‘그렇지 않다’고 대답
한학우가19.9%(31명)이다. 별반차이가없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우들은‘예전에는 차별이나 불평등이 심했지만 지금

은그렇지않다’거나‘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진점을고려할때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입장에
선 학우들은‘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는여자라는이유로불평등을강요받는다’고설명했다. 또한‘기
성세대의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라거나‘세대 간 많은 차별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성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남녀의
임금차이’, ‘승진누락’등과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
침하는이들도많았다. 반면‘여성가족부’, ‘총여학생회’등과같은여성정책
만을 강요하는 부분이‘역차별’이라 느껴진다거나‘모계사회화 되어가면서
정착 필요할 때만 남성의 역할은 운운하는 여성들이 많아져’차별이 존재한
다고응답한이들도있었다. 이밖에도‘공대라남성중심화돼있다’거나‘대학
이나 사회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소외된 부분이 존재하는 이상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학우도 있었다.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나 성평등
에관해서는후퇴한경향이느껴지는조사결과다. 그렇지만희망적인결과도
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한‘자신의 성 의식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30.5%(76명)의 학우가‘양성평등을 인식하고 있으나 때때로 성차별적인 생
각이나행동을한다’고답했다. 뒤를이어 21.3%(53명)이‘남녀간의성차이
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17.6%(44명)이‘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14.1%(35명)이‘사회학적 성도 존중받
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50.0%(78명)의 학우가‘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3.3%(52명)의 학우가‘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반 남성주의’, ‘정치적 도구’를 꼽았으며, 긍정적인 이유로는‘남녀 성 평등
의식 강조’, ‘여성의 권익 향상’을 꼽았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페미니즘’
또는‘여성운동’은 남자를 몰아내는‘반남성운동’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다. 사실‘페미니즘’은‘성 차별에 대응하고 억
압 없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나 이념’을 말한다. 184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은 여성의 참정권 획득, 여성을 고려한 법 제정 등을 이끌어냈으
며, 1990년대 후반에는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인종, 계급, 외모, 능력의 차이
를 인정하는 동시에 남성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페미니즘은 남
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도를 왜곡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졌다. 페미니즘의 지향점은 결국 차별과 억압
을 받는 우리사회의‘약자’, ‘소수자’들로 구분되는 이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항해 평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러한인식의확산이절실하다.

‘유리장벽(glass wall)’은여성이나소수민족출신자에대해조직내개인의
수평 이동을 방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여
기에대한학우들의생각은‘어느정도해소됐으나상당부분존재한다’로모
아진다(71.8%, 112명). 또한‘나아진것없이계속해서존재해왔다’라고응답
한 학우(9.6%, 15명)까지 합친다면, 80%를 넘는 학우가‘유리장벽’에 대해
인식하고있으며, 문제의식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사회가성
문제 관해 결코 무작정 비관적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서로 문제라 인식
하고 있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리장벽을 뚫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물은‘유
관순’(29.2%, 68명)이었으며, ‘박근혜’(23.2%, 54명), ‘잔다르크’(21.0%, 49
명)가그뒤를이었다.

기타 답변 : 신사임당, 카트린 드 메디치, 힐러리 클린턴 등

3.1운동에 참가한 여성운동가, 

유 관 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 근 혜
프랑스 백년 전쟁의 애국소녀,  

잔 다 르 크

공과대학, 여성 교수를 만나다
이현아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 것

우리대학 기계계열에 지원하게 된 특별
한 동기가 있나?
중학교를다닐때부터기계공학을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별다른고민없이지원하게됐
다.

기계계열은 입학정원도 많고, 남학우도 많
다. 그렇데 여학우가 학부(과) 수석으로 입학
했다.
그렇다. 입학식을 앞두고 미리 연락이 왔었

는데, 소식을듣고기뻤다.

2월에 입학식을 가진 후 3개월 정도가
지났다. 대학생활은 어떤가?
입학하기전에주위에서들었던대학생활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
다. 우리대학주변에놀이거리가별로없어건
전한(?) 대학생활을즐기고있다. 

기계공학이면 여학우 수가 남학우의 수
보다 훨씬 적을텐데, 불편한 점은 없나?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는 여학우가 많아 불

편한 점은 딱히 없다. 선배와 동기가 잘 대해
줘서편하게지내고있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여학우라서 차별받거

나 불편한 점은 없나? 또한 우리대학에
총여학생회가 있는데, 알고 있나?
대학생활이 짧아서 그런가, 여학우로서 받

는차별대우나불편한사항은없다.
솔직히총여학생회과어떤활동을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여학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나 차별을 받는 상황이 되면
총여학생회가나설일이많을것같다. 요즘은
공과대학에서 여학우라도 차별당하는 경우가
없어, 대학생활에 딱히 불편한 점이 없다. 그
렇기 때문에 굳이 총여학생회가 두드러지게
나설일이없는것같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직장에 취직해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내가하고싶은연구를능동적으로할수있는
일을하고싶다.

공대에서 여학우로 산다는 것(1) - 정 은 학우(건축 13)

상대적 소수자인
여학우를 좀 더 잘 챙겨줘

공대에서 여학우로 산다는 것(2) - 배인화 학우(기계 13)

남학우 중심이라고 해서
여학우가 차별받지는 않아

62.8%
그렇지(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6%

21.2%

33.3%

16.7%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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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정적이다

9.6%
9.6%
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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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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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성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2.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유리장벽 존재할까?

4. 여성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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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인을 말하다(Ⅲ) 대동제를 즐기는 자세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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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MY MA
N CAN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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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나되다

하다

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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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로벌관 시청각실
(GB109호)에서 총여학생회 주최로‘구성애의 푸
른 아우성 - 건강한 성, 자유로운 성, 행복한 성’
을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사전에 학우들의 제시
한 질문을 토대로 구성애 박사는 독특한 비유법
과 표현을 구사해가며 학우들을 몰입시켰다. 2시
간 남짓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평소 껄끄러워 터
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과 성 관련 오해를 풀
어가는유익한시간이됐다. ‘멋진어른이되기를
바란다’고전한그의마지막말은특강내내그가
학우들에게전달해주고자했던메시지 다.

<취재부>
kopress@kumoh.ac.kr

혼전순결(?), 지켜야 하나
우리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혼전순결’이

라는 말은 없애야 한다. 오로지 소수 남성 지배자
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말이다. 이러한 인
식은 중세시대 유럽의 주나 몽골의 라마승이
가지고 있던‘초야권’에서 찾아볼 있는데, 당시
기득권층의 입장이 지금까지 굳어진 것이다. 특
히 몽골의 경우는 매독과 같은 성병 환자가 많기
도 한데, 초야권이라는 관습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있다.
혼전순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혼전’이라는

단어와‘순결’이라는단어를분리시켜야한다. 그
다음으로‘순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순결’, ‘순결하
다’는 것의 기준은‘여성의 처녀막’이 순결함을
결정짓는가장큰잣대가되어왔다.
만약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여성이 강

제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처녀막이 파
열됐다. 과연 해당 여성은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
은가. 참으로난감한문제다. 하지만이와같은경
우에 피해 여성을 둘러싼 반응은 더 놀랍다. 많은
이들은 서로 나서서 가해자를‘죽일 놈’으로 취
급하며 격노한다. 반면 평소 남성 편력이 심한 여
성이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면 앞서 살펴본 사
례와 다르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성폭행이라
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우리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결함에 따라 격분하는 강도가 사뭇 다르
다. 이것이바로순결이가지는의미의모순이다.
또한 처녀막 또한 성관계 경험의 유무를 판단

하는기준이될수없다. 처녀막은여성의질하단
부의 위치해, 질 입구를 부분적 혹은 완전히 폐쇄
하는 주름 또는 막 모양의 섬유조직으로 여성 생
식기의 외음부와 내음부의 경계가 된다. 상당수
의 남성은 여성이 첫 관계를 가질 경우 이 처녀막
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녀막의 생김새가 사람마다 달라 피가
나는경우는50~60%에불과하다.
이제‘혼전순결’은‘혼전성관계’라는 말로 대

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순결’이 가지고 있
는 의미를 다양화해야 한다. 단순히 이성과의 육
체적 관계가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에 그쳐서
는 안 된다. 순결은 남녀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
고, 거짓없이진실을추구하는것이어야한다. 과
거에 상관없이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에게 최선
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켜나
가는것이야말로진정한의미의순결이다.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20대는혈기가왕성한시기다. 몸이따를때,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단순히 성적쾌락을 마음껏 즐기라는 말이 아
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진실한 감정을 바탕
으로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개인 선택이 선택할 문제이므로, 이
에대해너무부정적으로바라볼필요는없다.
사랑하는 감정 속에서 이뤄지는 관계는 흔히

말하는‘원나잇스탠드’와는다르다. 특히남성의
감정변화를통해그차이를뚜렷하게알수있다.
관계를가지는단계를전-중-후로나눴을때, 전
자의 경우는 설렘-배려-아껴줌의 감정 변화를
거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기쾌
락을 우선시하며, 종료와 동시에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여성들은 허무하다는 반응
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랑 없는 성관계가 가벼울
수있음을보여준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여성의 첫 관계는 주체적이

지 않다. 비록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대
방 남성의 요구에 의해 첫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덜란드나 미국의 경우 자신이 원
해서 첫 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가
까이 된다. 감정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면 상처만
남긴다. 처음으로 가진 성관계는 계속해서 기억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성관
계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 여
성 중 일부는 첫 경험에 대해‘아프다’는 것을 떠
올려질경련등을일으키기도한다. 

조두순 사건, 몸을 알아야 하는 이유
대부분 지금 알고 있는 성지식은 상당히 표면

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성이
생각하는 성기 크기다. 크기에 비례하여 만족감
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규격품이 아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점막으
로돼있는데, 이점막은수많은주름형태로되어
있어 큰 신축성을 가진다. 따라서 큰 관련성은 존
재하지않는다.
그런데 여성의 생식기는 20대가 돼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행해진성행위는매우위험하다. 지난 2008년발
생한 조두순 사건(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
아의경우생성된질주름은몇개되지않아신축
성이부족하다. 이때남성성기삽입이이뤄질경
우, 질 내벽이 찢어지고 복강막, 방광, 직장 등에
상해를 입는다. 만약 가해자가 우리 몸의 반응을,
구조를 알고 있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다.
요즘 길거리에서 크기 확대, 조루증 치료와 같

은 남성 수술 홍보는 물론 여성의 유방 확대 술,
질 축소술 등 성 문제와 관련된 광고가 참 많다.
하나같이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나타나
는 현상이다. 이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들이다. 서로 간에 합의하고 준비하는 과
정을 거친다면 걱정 없이 기쁘게 건전한 성을 즐
길수있으리라생각한다. 성은일회용도, 한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정기적인 의논과 상의를
거쳐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몸을 배우는
과정이필요하다. 성을다시배워야한다.

건강한 성, 자유로운 성, 행복한 성
상품화된 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매니큐어, 킬

힐 등으로 대변되는 미의 기준은 오히려 성기능
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성을 떠올리면 성(기)폭
력, 욕구해소의 성, 배설, 행위의 성 등 소모적 특
성으로 대변된다. 단순한‘성기(性氣)’를‘성(교

류)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알고 있을 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지않으면변태가되고만다. 2010
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딸을,
아들이 어머니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가 30건이
넘는다. 이뿐만 아니라 친척에 의해 벌어진 성범
죄도 꽤나 많다. 놀라는 학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단한건도일어나서는안되는문제다. 생활속의
성이 무너졌다. 성을 자기 문제로 전혀 정의하지
않고있다.
미국에서 보통 연인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

는데평균적으로1년정도의시간이걸린다. 그동
안의 시간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
씩 쌓아간 정보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기여한다. 누군가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리드
하지 않는다. 욕구를 넘어 욕망이 강해진 감정은
좀 더 예민해지고,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피임으로도 이어져야 한
다. 많이 받는 상담내용 중에는 피임이 제대로 됐
는가 하는 내용이 있다. 가장 추천하는 하는 피임
법은 콘돔이다. 자궁경부암(HPV)과 같은 성병을
예약하고, 피임하는 예의라고 본다. 간혹 질외사
정을 하거나 사정직전 콘돔을 착용하기도 하는
데, 이는 임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삽입 전 콘돔
착용은서로를위한필수사항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은 한 순간이 아니

라 과정이다. 최근에는 노인의 성문제가 종종 사
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일생에
걸쳐서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숙해진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가운데

서도 연애도 제 때를 찾아 해보면서, 생기발랄함
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사회의 여성
도좀더당당하고, 행복한입장이되기를바란다.

금오인, 명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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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재기 넘치는 멘트와 진행으로 인기를 끌어 온
MBC 뉴스데스크의 최일구 전 앵커의 강연이 지
난9일우리대학본관강당에서열렸다. 총동아리
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은 오후 6시부터 2
시간 가량‘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는 주
제로 진행됐다. 평소 인문학 관련 강좌를 접할 수
없었던 우리대학 학우들은 물론 구미 시민들도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어 문성성시를 이룬 가
운데강연은계속됐다.

<박충현 기자>
choongs@kumoh.ac.kr

1960년 11월 20일생인 최일구 전 앵커는 경희
대를 졸업한 후, 1985년 MBC보도국 사회부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보도국의 경제부, 정
치부, 사회부 등의 다양한 직무와 취재를 통해 기
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3
년 MBC주말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맡았다. 최 전
앵커는 그만의 뉴스 진행방식으로 많은 찬사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비록 최근의 일련의 사
태인 MBC 파업 등으로 퇴진해 현재 프리랜서로
서 오락 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통해 인고의 시간
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번 초청 강연

에서의 그의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는 많은 학우
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바꾼다’, ‘삶은 문제해
결의 연속과정’, ‘나의 유일한 리더는 바로 나’
등의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조언 많은 학
우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自愛)와 자존감
을높여주는데큰기여를했을것이다.
뿐만 아니라 꿈, 변화, 소통을 통한 셀프-리더

쉽(Self-leadership)의구현은청중들에게많은생
각할 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말단 기자에
서부터 뉴스의 꽃이라는 앵커의 자리에 오른 그
의 삶의 모습을 축약하는 말이었기에 많은 공감
을이끌어냈다.
또한 틀을 깬 뉴스진행으로 인기를 끈 그의 모

습을 통해‘변화’를 느껴볼 수 있었다. ‘대화하듯
이 하는 멘트’,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멘
트’, ‘뉴스에 유머를 녹여서 전달해보자’등의 기
존의 뉴스 앵커들의 딱딱하고 엄숙한 진행 스타
일에서 벗어난 그의 진행은 매일 보는 뉴스를 좀
더편안하고여유있게볼수있도록했다. 이를통
해 MBC뉴스의 시청률은 급상승했으며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것
은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
을때, 얼마나많은변화가일어나는지를최전

앵커가 직접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 전 앵커는 우리대학 학우들

에게도‘변화’를 두려워말고 항상 도전하는 자
세를가져야함을강조했다.
셀프-리더쉽 구현의 마지막으로 최 전 앵커

는‘소통’을 강조했다. 기자 시절부터 발품 잘
팔기로 유명한 최 전 앵커는 자신의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소통은 생각이 아니
라 행동’이라며 누누이 강조했다. 소통은
Energy(열정), Control(조절), Technic(대화기
술)핵심이며 이것들의 종합적인 발현이 소통능
력의 핵심이라며, 이것들 모두를 가지고 적절
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라며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재차 설명했으
며세가지소통기술들을빠짐없이갈고
닦아야만이 진정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했다.
늘 탈 권위적이고 유머러스한 이

미지로 시청자들과 방송 관계자들
에게좋은평가를받아온최전앵
커의 셀프-리더쉽은 공과대학의
특성상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
지않은금오공과대학학생들에게
많은생각을하게했다.
강의를 마치며, 최 전 앵커는‘반드

시 물이 려오리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자’라며 취업난과 경제난의 이중고
에쌓여힘들어하는학우들에게용기와희
망을 불어 넣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
의내내유머와전하고자하는말을적절
히조절하며지루할틈이없었던이번강
의는대강당을채운많은이들의관심에
부응한 듯 했다. 이에 강연이 끝난 후에
도 수많은 학생들의 사진 요청이 이어
졌으며이들의사진촬 에일일이응하
는 최 전 앵커의 모습은 브라운관 밖에
서더빛이나는듯했다.

대동제 명사특강Ⅰ - 구성애 박사[ ]

성(性)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대동제 명사특강Ⅱ - 최일구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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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이 넘는 기간, 우리대학 차근차근 걸어왔다. 그 길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다. 그 중에서 우리대학 홍보포스터를 살펴보기로 했다. 외부에 노출하는 홍보포
스터야 말로 번쩍이는 재치와 아이디어, 우리대학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로만 짜여 있는 것이 아니
던가. 우리대학 홍보자료 중에서 일부 포스터를 모으고, 분류해 우리대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2 0 1 3
KUMOH
TREND
REPORT

금오인을 논하다

우리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아 우리대학에서는 4가지 인재
상을마련했다.
참된 인성과 봉사 정신을 갖춘 사람인‘참사람’, 전문지식

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인‘든사람’,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사람인‘난사람’, 로벌 마인드와 리더십을 갖
춘사람인‘큰사람’등이다. 이를적절하게나타낸포스터다.

우리대학의 규모가‘작다’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만 봤
을 때, 공과계열로 특성화된 우리대학은 종합대학에 비하면 단과대학 수준이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고‘작다’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 않는가. 어쨌
든 우리대학은‘작다’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내적 성장’에 무게를
뒀다. 그덕에지금어느대학과견줘도무시할수없는위상을가지게됐다. 1979
년설립인가를받은후, 이듬해작은제1회입학식을가졌다. 이후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장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25,000여명의 학부 졸업생을 배
출했으며, 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을 유치하
고있으며, 각종평가에서도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 그러므로‘강하다’. 
‘작지만 강하다’는 것은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대학이 내세웠다. 본지에 1989
년과 1993년 각각 개교기념호와 입시특집호 등에 실렸던 광고는‘내실(內實)’을
강조한다. 우리대학이 설립되던 당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기술집
약형산업구조로변화되는시점이었다. 따라서우리의독자적인기술개발이시급
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전문화된 고급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데 기
여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인 2012년 광고에서도‘작
지만강한대학’을주요문구로내세우고있다.

우리대학을홍보하는문구중에는‘내꿈의네비게이션’이라는말도있는데, 이와일맥상통
하는광고다. 특히대학은선택의폭이넓은데, 그중에서도‘자신’의‘미래’를바꿀수있다고
하니 솔깃하다. 실제로 후미에 붙여진‘Technology Creator’와 같이 우리대학은 기술을 선도
하는대학으로역할을수행해왔다. 그리고미래를바꾸는데일조해왔다. 
부제로 사용된‘나의 자신감!’이라는 문구도 참 인상적이다. 이는 신입생보다는 재학생에

게,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에게 더 값지게 와 닿을 것이다. 모교에 대한 자신감은 애교심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임을 다해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모집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졸업생에게
도자랑스러울수있는대학, 그것이우리대학이지향하는다른모습일것이다. 발전을거듭하
는대학이가질수있는 광이다.

지난 2000년 KBS대구방송총국에서 제작한 공익광고‘과학한국 캠페인’에 등
장하는 우리대학을 알리는 홍보문구다. 실제로 지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 해‘새
천년’을 강조했을 뿐이지,우리대학은 이전부터 신기술 연구에 앞장서왔다. 이는
1992년 10월 26일자 본지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공학기술자의요람’이라는문구가같은맥락이다. 1980년 3월기계공학과160
명, 전자공학과 160명의 입학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공학계열의 학부(과) 존
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학부(과)는 산·학·연·관 협동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 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대학의 진보된 기술을 실현
하고자하는우리대학의교육이념은개교와동시에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다.

지난달임명된우리대학제6대김 식총장
이 선포한 비전이다. 창의지성을 갖춘 로컬
인재양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 우리대학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이다.
특히미래라고하는것은꿈과상상, 희망이라
는 기대요건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 2009
년 우리대학 홍보 브로슈어 표지에서 보듯 꿈
과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금
오인의모습이기대된다. 

학 부(   )      

학 번(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1. 이번호에가장관심있게읽은기사는무엇입니까?

2. 다음호에다루었으면하는기사는무엇입니까?

3. 이번호에고쳤으면하는것들은무엇입니까?  

1. 2013 / 05 / 22

2. 진리·創造·정직

3. 최일구

4. 연애, 결혼, 출산

5. 카네이션

독자 의견란
378호 ”“

※상품권수령기간은5월23일(목)부터5월30일(목)까지입니다.

낱말의초성이주어져있습니다. 각각의낱말과함께제시된보기를참고해, 보기와상응하는
말을찾아주세요. 정답은'금오공대신문'을꼼꼼하게읽는다면쉽게찾을수있습니다.

377호 당첨자

추첨을통해정답자에게문화상품권을드립니다.
378호정답은5월31일(금)까지신문사(학생회관202호)로접수하면됩니다.

독자의견란을성의있게적어주시면당첨될확률이높아집니다. 

377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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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지 만 강 한 대 학 당신을 바꾸는 힘, 미래를 바꾸는 선택
Techno logy Crea to r ,  K IT

새 천 년 !  과 학 한 국 의 꿈 을 실 현 하 는
국 립 금 오 공 과 대 학 교

개척하는 대학!
선도하는 대학!
실천하는 대학!

k i t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꿈 과 희 망 이 있 는
자 랑 스 러 운 금 오 공 과 대 학 교

1. 5월10일10시

2. 학교를소중하게

3. 그남자의자서전

애 국 지 사 박 희 광

클 린 캠 퍼 스 캠 페 인

마 라 도 네 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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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동기
아무 것도 모른 채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 매

일반복되는일상……. 
복학 후에도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계 바늘과

의지를잃은나자신에게조금자극이필요했었
다. 요즘처럼 취업시장이 경색된 시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욕망과 간
절함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낸다면 4년 후 모습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대학 생
활모든것이꿈을이루려는의식으로도배되고
모든 행동의 초점이 꿈에 정조준 되어 있는 주
변 친구들과 비교해본다면 나는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각심이 일깨워진 나의 정
보취득창구로는인터넷이아니었을까싶다.
우연치 않게 학교홈페이지에서“리더십 캠

프”라는 공지 이 눈에 띄었다. 실질적으로 발
표에두려움과남들앞에서나서기가싫었고또
한 자신감마저 없는 나에게“리더십 캠프”는 기
피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두
렵다고 해서 계속 회피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참여하게 되
었다. 또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청년 실
업 100만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 대학생들을 보
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
는 심리를 갖고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력
서에 한 줄 더 스는 단순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
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고 인생
목표에 도전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에게 맞
는리더십을함양하기위한것이궁극적인참여
동기라고말해도과언이아니다. 
나아가단순히취업을위한것이아닌미래의

자신을 위해 더욱 의미 있고 진취적인 활동이
되지않을까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 교육기간 중 소감
2012년 7월 24일, 드디어기다리던리더십캠

프의 첫 날이 밝았고 설렘반, 기대반으로 오리
엔테이션 시작의 종이 울렸다. 오리엔테이션을
청강하는 도중에“이거 수료증만 받는게 목적
이야”, “난 예치금 5만원 받을려고”등 주위 학
생들의소곤소곤되는소리가나의귓가에맴돌
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인지 나 또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게 되었
고 단순히 4일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토론 및 발
표위주식의 교육은 나에게 두려웠고, 이 두 가
지가 나에게 하여금 의기소침해진 요인들이라
고볼수있다. 
어찌됐든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겨 한국리더

십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책자를 훑어보았는
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
발 서적이 쏟아져 나와서 몇 번 끄덕끄덕 거리
며덮어버리거나크게감명받는다고해도몇일
가지 않아 다 잊어버리곤 했던 것들이 아닌가!
내심 반신반의하며 사실 그동안 수많은 자기계
발서적를 읽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책들
을 멀리하게 된 것은 책을 읽으며 깨닫는 각성
이 각성으로만 끝난다는 사실 때문이 다. 갈급
할때면응급처방을받는기분으로휘리릭읽히
고 문장 구절구절마다 나를 자극시키는 자기계
발서 적을 집어 들지만 그 받았던 자극이 현실
에 적용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다보니“내가
변하지않으면자기계발서백권읽어도소용없
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으로 자기계발 서적
을멀리하게된것이다. 
하지만 교육 책자 옆에 놓여진“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귀가 새겨진 컵이 잃어버린 의욕
과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교육중어떠한주제에대해서의견을공유하여
토론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쳐 생각해
내지 못한 부분과 다양한 의견들이 내가 더 몰
입하게 할 수 있었던 같다. 그리고 강사님의 비
언어적 측면인 몸짓, 강세, 억양의 요소로 인해
몰입도를 높 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랫
동안기억에남은게아닌가싶다.
첫날 강의는 대체로 유쾌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이고 습관의 개발에 대한 강의 는데 이론
보단 참여를 유도했다. 항상 나의 패러다임 위
에서 사람을 이해했고 평가했으며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다보니 사람에 대해 내 방식대로 기
대하고 기대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
하고 인간관계에서 위축되었었다. 나의 패러다
임을 전환하기 위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패
러다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고“선척적으로
나는 소심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내가 버려야 할 패러다
임이라고볼수있다. 
습관의 개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습관은

Konwledge, Skill, Desire의 혼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핑요성
과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경청하고 싶은
욕망이없다면우리의생활에습관이되지못한
다라는의미가아닐까?
그 다음으로 교육한 내용은 자성예언, 자기사

명서... 뭘써야할지참어려웠다. 그럴듯한명언
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렇게 멋있는 말 컬렉션
이 되어버린 자기사명서는 막연할 뿐만 아니라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 다.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조의 발표를 보고 들으며 배울점도
있었고, 나자신에대해감을잡을수있게된시
간이었다.

4일동안 학습한 성공하는 대학생의 7가지 습

관을간략하게정리해보려고한다.
# 습관1 :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사회적 관념이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끌려가

거나,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
고 어떤 일이든 내 주도하에 내가 결정할 것이
며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나의 향력
의원을넓히게될것이고이를통해내삶을적
극적이고주도적으로만들수있다고본다.
# 습관2 :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올바른지도를갖지못하면결국목적지를찾

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다.
나를 돌아보고 현 위치를 파악한 후, 자기사명
서를작성함으로서나자신의사명과가치를깨
달아바른목표를설정하여미래에대한구체적
인사명과비전을가질것이다.
# 습관3 :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평상시 시험공부, 취

업공부 등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해 하는 1사분
면에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력과
미래의생산능력사이에균형을유지할수있는
2사분면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하며 나의 대학
생으로서 2사분면에 두어야 할 일을 고민 끝에
정했다.

어공부 - 로벌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 능력, 나의 Weak Point인 만큼 이를
극복하겠다.
독서 - 전공서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나인성을함양할수있는책을많이읽겠다.
운동- 체력이기본이될것이므로꾸준한운

동을하겠다.
인간관계 구축 -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경청

을통해원만한인간관계와인맥관리하겠다.
# 습관 4 : 승-승을 생각하라.
승-패적사고, 제로섬게임에익숙한한국문

화의 향인지 아니면 사회 환경상의 문제인지
나를포함한대부분의사람들이주로행하는패
러다임이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다고 보는 승-승 패러다임이
필요한만큼마음이더커지고깊어져야가능할
것 같다. 나와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먹고먹히는관계가아니라같이성장하는관계
확립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승-승적 사고를 갖기 위해 모든 관계에서 장기
적인안목을갖으려노력할것이다.
# 습관5 :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파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
는 게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고 한
다. 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 대화
가 내 의도대로 흐르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형성하는게 조금 어려웠다. 이런것이 바로 공감
적 경청 즉,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
에서 오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은 물론 쉽게 되지 않겠지만 상
대방의 반응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내가 더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공감하고 경청하
게된다면인간관계에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
한다.
# 습관6 :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상대의 다른점을 존중하게 되
면내행동의제약도많이없어질것이다. 2학기
때 개설되는 설계과목에서 내가 조원들의 존중
을 하는 만큼 조원들도 나를 존중 할 것이라 받
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
하면 상호 이익의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본다.
# 습관7 : 끊임없이 쇄신하라.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적 쇄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4가지 항목 중 내가 비교적 잘 하
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
으로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4가지가
고루성장할때또다른시너지가발생한다고한
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가꾸어 가고,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겠
다.
이렇게 성공하는 대학생의 7가지 습관을 통

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캠프를 참
여하면서 강사님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 대학생
활을 하는 나에게 마음 속 깊숙이 와 닿으면서
숙연해지기도 하 다.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
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
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
면결국나의운명이바뀐다.”가아닐까?
결국, 이 캠프는 나에게 인생의 목표와 비전

을 세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터득하게 해주고,
자기관리 능력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되었다. 더불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
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결과적으로 나
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줄것이다.

◈ 교육이수 후의 모습
교육이수 전의 나의 모습은 일상생활이 바쁘

다는 핑계로 정작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
치고 살아왔고, 여태 잊고 있었던 나를 되돌아
보면“이전의 대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
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따름이
다. 내가 진정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남은 대
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
는생각을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던것같

다. 이번 교육에서 학습내용 중 습관3을 이용하
여 하루단위, 주간단위 그리고 월간단위로 가장
중요한일부터먼저설정후프랭클린플래너에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시작하
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와 성공적인 미
래를위해서끊임없이노력하고갈망하는새학
기계획을간단히적어본다.

첫째, 시간관리를 잘하자.
시간관리가 자기관리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

해도과언이아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참고하자.
학교 홈페이지는 학사일정이나 여러 공지사

항들을접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신청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셋째, 교수님들과 친해지자.
교수님들과 친해짐으로서 얻게 되는 중요한

효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할때멘토의역할이되어주시기도하고인
생의멘토가될수있기때문이다.
넷째, 예습, 복습은 철저히하자.
예습을 하면 강의시간에 이해하기가 더 쉽고

예습할때몰랐던내용을교수님께질문드릴수
있을뿐만아니라복습을통해오랫동안머릿속
에기억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공공부 말고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하자.

오히려 이러한 쉽고 사소한 계획들이 의외로
실천이 안 되기도 한다. “꼭 해야지”라는 의지
만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잊혀지고 마는 것들이
다. 항상 머릿속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
다고 느꼈기에 위에 같은 새학기 계획을 세웠
다.
리더십캠프를통해어떠한일에대해이것을

할까? 말까?...하고싶기는한데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게 긴가민가하는 것들은 무조
건 실행해 보는 것이다. 해서 되면 좋은거고 안
되면 어쩔수 없는거고... 그러나 무작정 뛰어들
기보다는한번실행하기로하면열심히최선을
다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은잊지않을것이
다. 그리하여 첫 번째 실행에 옮겨본 것은 이번
가을학기 평생교육원에 통기타를 수강하여 악
기를 배워봄으로서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어
보았다. 이러한 배움이 전공 공부를 떠나 내가
관심 있었던 악기를 익혀 연주해본다는 점에서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
은기회라고생각한다. 
무언가를 하기 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던

과거의나... 아직일어나지도않은일에지레겁
먹고 행동하지 않았던 나... 하지만 진정으로 하
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기에 자신감을
가진새로운나로변화될수있었던것같다.

◈ 각오 및 기대
처음 의미있고 진취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했던내가수료증을받았을때의느낌이
란 참 오묘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교의 지원
이니한번들어보자는식으로생각하며신청했
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십 캠프는 그
냥 교육으로 끝나는게 아닌 나의 모습과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
이었다. 
난꿈이있었나? 내가하고싶은일은어떤것

인가? 나는 행복한가? 등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더늘어머리가아프지만오랜만에생각에잠겨
내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 번 짜보고 프랭클린
플레너를 통해 하루하루 계획들을 실천해봄으
로서느끼는만족감의매력에빠지지아니할수
가 없었다. 이러한 만족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좀 더 제대로 된 프랭클린 플레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몸에 베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목표를향해나아갈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인생보단

자신이설계하고꾸며나가는인생이야말로진
정으로 자신만의 세계가 아닐까? 나는 나다. 누
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
이어떻게하냐에따라가시덩쿨이가득한좁은
아마존으로갈수도있고행복과웃음이가득한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사회와 주
위의 핑계를 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보면 그 뒤 자신의 모습은 내가 원
하는 곳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기사명서는 나와의 약속, 나만의
개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육 당시에
는멋있는말컬렉션이 지만차츰차츰고쳐나
가면서 진정 나만의 자기사명서를 꾸준히 고치
며 작성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늘 있는 일상의
반사적반응은경계하며내가하고자하는것을
먼저계획하고그것을했을때의성취감을기뻐
하고나와경쟁하며 향력의원에집중하고소
중하는 것을 먼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진다.
끝으로, 나의 후기 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

적인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내심 뿌듯해진다. 아픈 청춘을 보내고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로 조급한 분들에게 속도보다 방
향이중요하다는말진심으로전하고싶다.

질문1. 성년의날을맞은기분은어떤가(어떠했나)?
질문2. 성년의날에받고싶은(싶었던) 선물은?
질문3. 성년의날에하고싶은(싶었던, 추천해주고싶은) 것은?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

※여론면에게재되는독자들의 은편집자의의도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말(言)달리자 - 성년의 날

1. 좋다
2. 남자친구
3.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

허정민 <에융 12>

1. 군대에 있었다. 아무느낌 없었다.
2. 키스
3. 데이트

김명근 <소디 09>

1. 성년이 됐으니까 책임감이 들 것 같다.
2. 지갑
3.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고 싶다

이지현 <소디 13>

1.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다.
2. 따로 생각해본 적 없다.
3. 이성친구를 꼭 만나봐라.

이도규 <신소재 09>

1. 하루가 그냥 지난 것 같았다.
2. 키스
3. 이성 친구 사귀기

홍성현 <소디 07>

1. 자유롭다. 간섭에서 벗어난 것 같다.
2. 향수
3. 연락두절 상태로 남자친구와

여행가고 싶다.

정다정 <에융 12>

멋진 시작, 멋진 변화 그리고 멋진 기억

2012년도 하계 리더십 교육 캠프 참가 후기 우수상(대상) - 권백산 학우<정보나노 08>

학술란 원고 모집
신문사에서 우리대학 학우들의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
(원)생과 교수님의 소중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학술관련 내용을 담은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관련 사진
보내는 곳 : kopress@kumoh.ac.kr
문 의 : 054)478-7205~7 



뜻 깊은 기념일이 유난히도 많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교정은 수목으로
뒤덮여 가고 그 빛깔은 짙어만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마에 땀을 맺히게
하는여름도성큼와있습니다. 이러한때에우리대학을사랑하시는분들을
모시고개교33주년기념식을갖게되어무한한 광입니다.
지금까지우리대학의발전을위해교수님, 직원, 재학생여러분께서최선

을 다해 헌신해 오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오 가족 모
든 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 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
안학교밖에서본교의발전을위해여러모로성원과협력을아끼지않으셨
던 동문, 학부형,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찬사
와감사의말 을전합니다. 더불어그간의여러가지공로를인정받아오늘
수상하신교직원여러분및대외인사께도축하의박수를드립니다.
취임사에서도 말 드렸듯이, 우리 대학의 33년 역사는 앞으로의 뜻을 세

운다는‘이립’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개교기념일은 그간
의우리대학역사를되돌아보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다짐을하는시간이
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금오공과대학교의 33년역사는사실그리긴것이아닙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도 산업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설립을재가하시고이듬해인1980년 3월금오학원이라는법인에서운
하는형태로개교하 는데당시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입학정원 320명

이라는, 아주적은규모의학교 습니다. 1990년에는국립대전환이라는격
동기를 거쳐야만했습니다. 당시 많은 난제를해결해 주셨던 분들과국립대
전환에 직접 앞장섰던 금오가족 모든 분이 우리 대학의 국립대 전환이라는
대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은 우여곡절을 겪어 오면서 2005
년 이곳 양호동 캠퍼스로 이전하여 다시 한 번 크게 약동할 발판을 마련했
습니다. 이후오늘에이르는 33년의역사속에서우리금오공과대학교는그
어디에 내어놓아도손색이 없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있으며, 재학생이약
7천 여 명에 이르는, 또한 대학원 석박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명실상부
한국립종합공과대학으로서의위상을갖추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출된 졸업생이 취

업과진학을통해지난수년간전국최상위권수준의취업률을이루어내었
으며, 사회의훌륭한 재원으로서역할을다함으로써우리 대학의 명성을드
높여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 내실화
를 기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대학, 산업체와의 연계 실용교육이 잘되는 대
학, 산학협동을잘하는대학, 최상의행정서비스를하는대학으로사회적평
가를받고있다는점입니다. 
현재 크고 작은 수많은 국책 사업을 거의 모두 유치하 으며, 과감하고도

미래 지향적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대학의 또 다른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
고 있습니다. 더불어 25,000여명의 동문, 40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
관장님의 사랑과 성원은 바로 금오공과대학교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은 너무나도자명한 일입니다. 그 사랑과 성원에감사드리고
또감사드린다해도그마음이부족하다하지않을수없습니다.  
역사를 만든 주체는 바로 사람이며, 그 사람이 행해온 모든 것이 역사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금오의 역사는 금오인이 만들어왔으며, 그 금오
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행해온 모든 것이 곧 우리 대학의 33년 역사일 것입
니다. 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금오인은오늘날우리대학의위상에자축을
하고자긍심을드러내보여도결코부끄럽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금오가족여러분!
오늘 33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자축하는 목소리에 자족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자리에서 말 드렸듯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요인
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이 탈바꿈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금오공과대학교는 지난 33년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
로제3의창학을이루어낼것이라는강한다짐이필요한때입니다. 
취임사를통해, “창의·인성·체험이어우러지는융합형교육체제구현”,

“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용연구 강화”, “지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로
컬 대학”이라는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천 과제를 개
발하고수행해나감으로써우리대학의새로운도약을기해야합니다. 
‘꿈과희망이있는자랑스러운금오!’
그렇습니다. 안주하려는 꿈과 안주하고픈 희망이 아니라, 약진하려는 꿈

과 약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자랑스러운 금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는 도전과, 변화된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극복해 나가겠다는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오가족모든 이
가함께고통을분담하여함께나가야한다는점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녹강균이라는 곰팡이가 침입하면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된 개미가 생기면 튼튼한 개미가 피부에 자리 잡는 이
균의 포자를 핥는‘그루밍(grooming)’행위를 통해 동료의 병을 조금씩 나
누어 가진다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키워 군락의사망률을최소화
하는것입니다. 바로고통분담을통한상생을보여주는것이지요. 미물도이
러할진대 우리 금오인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대학에 다가온 위기와 변화
요구에따른고통을어느특정한금오가족에게만짊어지게해서는안됩니
다. 금오가족 모두가 조금씩 나눈다면 그 짐은 가벼울 것이며 쉬이 떨쳐 버
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신 르네상스를이룩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때라야진정으로‘자랑스러운금오’가될수있습니다.    
존경하는금오교직원여러분!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학

생들이 창의와인성, 그리고 경험을갖추도록하는 최상의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는각오가필요합니다. 교수님의연구실에밤새불이켜져있을때우리
대학의밝은미래가있지않겠습니까? 
직원여러분들도 최상의 행정지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

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사고로 최고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합
니다.  
사랑하는학생여러분!
여러분은 금오공과대학교에 속해 있는 일개의 학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

리 대학을 대변하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말 한마
디, 행동하나를사회에서는곧금오공대의말과행동으로평가하게됩니다.
‘인간됨으로서의 인성을 갖춘 언행, 땀 흘려 자신을 연마하는 체험과 경험
정신, 그리고우리대학에대한자긍심, 불철주야학업에매진하는모습으로
금오교정을충만시킨다면우리대학은그야말로꿈과희망이넘쳐나는곳
이될것입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금오공과대학교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진과학생, 다양한산학협력인프라가조성되어있습니다. 개교 33주년
을 맞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지역 경제와 문
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
산입니다. 지자체, 지역경제인, 그리고시민여러분들께서우리대학을더욱
사랑해주신다면지역이자랑할수있는대한민국최고의대학이될것입니
다. 큰힘이되어주십시오.  
끝으로, 오늘우리대학의개교 33주년을축하하는자리에참석주신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 큰
행운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취임한 소감은 어떤가
A. 20여년 우리대학 교수로서 소임을 맡아 오던 내가

우리대학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광
으로생각한다. 다른한편으로는그간금오인들과지역민
들의애정어린관심과헌신적인기여로이룩한우리대학
의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어깨가 무겁다. 잘
알다시피, 고(故)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하신 우리대학
은 1980년 개교한 이래 33년의 성상에 이르 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 인생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이립(而立)
의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 우리대학은 앞으로의 발
전방향을분명히세우고나아가야하는중차대한시기에
와있다 할 수 있다.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결코 수행될 수 없다. 금오 가족 여
러분 그리고 지역 인사 및 시민이 함께해줘야 한다. 진실
하고겸손한자세로화합과통합의리더십을발휘해하나
된금오공과대학교를만들겠다.

Q. 앞으로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A. ‘꿈과희망이있는자랑스러운금오’라는비전을선

포하면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세 가지 정도의 대학 운
계획을가지고있다. 
첫째, 창의·인성·체험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교육체

계를구현하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교육은 Fast follower(추격자)시

대의 교육방식을 취해왔다. 그로 인해 단순 지식 전달 중
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은 소
홀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First mover(선도자)시대의
교육방식을통해국가및세계를견인할인재를양성해야
한다. 미래 인재교육의 핵심 가치인 창의인성 및 체험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줘야한다. 따라서학생들이입학후취업·창업·학업의
3-up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Brains-on, Minds-on, Hands-on(창의, 인성, 체험)의
3-on 융합형교육체계를구축하고정착시키겠다.
둘째, 우리대학의특성에맞는실용연구를강화하겠다.
그동안우리대학은ACE 사업, LINC 사업등일련의국

책사업을 통해 교육과 산학협력 부문의 경쟁력을 확인하
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적극적인

실용연구의강화가필요하다. 
진리 탐구와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가 교육과 함께 대

학의기본임무이고공과대학발전의초석이라는것이나
의생각이다. 하지만우리대학에서기초에서응용을아우
르는 모든 연구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대학의 특성에 맞
는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성과가 지역산업과 국가발

전에연동되는연구, 가치를만드는실용연구를지원하고
육성해 진정한 R&BD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
를만들계획이다.
셋째, 지역과함께세계를리드하는 로컬대학으로의

발돋움하는것이다.
우리대학은 세계 최대의 IT 산업단지를 지역적 배경으

로 하고 있다. Glocalization! 지역화를 통한 세계화, 바로
우리 대학에 딱 들어맞는 국제화 추진전략이다. 구미는
지금 생산중심의 공단도시에서 생산, R&D, 비즈니스가
선순환하는 ICT융합의 명품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
의시기를맞이하고있다. 지역사회, 산업체, 그리고지방
자치단체와의전방위적협력을강화해지역중심대학으로
서역할을수행할것이다.   

Q. 우리대학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A. 대학구성원이변하면대학은무한한발전의원동력

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더 나
아가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핵심이라는 믿음으로 업무 수
월성과미래희망의공감대를이끌어내도록할것이다.

1.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인성·체험 융합형 교육방식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예산확보

2. 실용연구방향 전환에 대한 구성원들 간 공감대 형성과
연구인프라및제도개선

3. 구성원이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아신명나게일
할수있는공정한인사시스템및행정체제구축

4. 교원들이 편안하게 본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연봉제
평가제도재설계

5. ‘지역과 함께 세계로의 금오’구호에 걸맞게 산학협력
인프라구축을위해필요한‘산학기술창조관’구축

6. 낙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구미산업단지의 교육·경
제·문화가살아숨쉬기위한산업체, 대학, 연구소, 구
미시, 경상북도와의산·학·연·관협의체구축

Q.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대학의 자랑거리는
A. 고(故) 박정희대통령의지시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1980년에 설립된 금오공과대학교는 실천적
이며 창조적인 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왔다. 지난
2010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오인재상을‘참사
람’, ‘든사람’, ‘난사람’, ‘큰사람’으로 제정했고, 2013년
대학비전을‘꿈과희망이있는자랑스러운금오’로설정
해창의인재를양성하는데모든역량을쏟고있다.
2005년에 이전한 현 양호동 캠퍼스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2016년까지 학생 생
활관수용률을대폭확대해대다수의학생들이편하게학
업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계획이다.
구성원의 노력으로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주해 1인당 1

년 평균 등록금의 40%인 약 150만 원 정도로 대학에 다
닐 수 있다. 반값 이상의 등록금이 실현되는 효자대학인
것이다. 
또한 2012년 금오공과대학교의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인 55.9%보다 훨씬 높은 70%를 달성해 대구·경북
지역 4년제 대학 중 1위, 전국 국립대학 중 3위를 실현했
다.  
우리대학은 로벌 역량 강화에도 주력해 현재 18개국

43개 외국대학과 MOU를 체결했으며, 교환학생 및 어학
연수생을지속적으로보내고있다. 학생들의꿈이실현되

도록세계로의길을열어주는통로로우리대학은최선의
노력을다하고있다.  
2008년부터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고

지역선도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광역경제권 선
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및 공학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공학
교육혁신사업에 선정돼 학생 역량향상과 활발한 산학연
계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것을 통해 다양한 평가기
관으로부터‘취업이 잘 되는 대학’, ‘잠재력이 있는 대
학’, ‘산업체와 연계한 실용교육이 잘 되는 대학’으로 평
가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2년 ACE사업에 선정됨
으로써 선도적인 학부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책 관련 사업에 도전하여 선정됨으로써 실천적
인인재양성과공학교육혁신에매진하게되는구미의핵
심대학교로서있다. 

Q. 임기 마칠 때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A. 가장 중요한 것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총장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민 및 국민들로부터 지금까
지의 획일화 된 대학이 아니라“지역과 함께 세계로의 금
오“ 구호에 맞는 금오공대만의 특성화를 잘 구축한 총장
이고 싶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과 더 나아가 지역민들과
소통과화합을잘한총장으로도기억되고싶다.

Q.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A. 그 동안 지역 산업체 및 구미 시민이 일구어 놓으신

구미발전은실로대단하다. 여기에더하여구미시민과함
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 산학연관 협력 및 지역
문화발전도모를우리대학이나서서자임하겠다. 우리들
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인 그
리고시민여러분께서우리대학을더욱사랑해주시고성
원해주시기를부탁한다.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제6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으

로서의 책무를 맡겨 주신 금오가족 및 지역 관계자 여러
분의성원에다시한번감사의말 을드린다. 그와같은
성원과감사에부응하는역할과책무를다할것을약속드
리겠다.  

< /사진 : 기획협력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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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대학제6대김 식총장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고파
개교제33주년기념식사

금오공과대학교 개교 33주년 기념

지휘 / 김지환

■협연
안성국, 권민지

■곡명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Overture’, ‘Think of me’, ‘All I ask of you’

뮤지컬「지킬 앤 하이드」中‘지금 이 순간’

뮤지컬「맘마미아」中‘주제 모음곡’

몬티 노먼「제임스본드」007주제곡
Main theme from ‘The James Bond’- Monty Normann

랄로 시프린「미션 임파스블」주제곡
Main theme from ‘Mission Impossible’- Lalo Schifrin

존 윌리엄스「슈퍼맨」주제곡
Main theme from ‘Superman’- Williams

존 윌리엄스「스타워즈」주제곡
Main theme from ‘Star wars’- John Williams

한스 짐머「캐리비안의 해적」주제곡
Main theme from ‘Pirates of The Caribbean’- Hans Zimmer

■티켓가격
- 전석 무료

■공연문의
- 금오공과대학교 054-478-7047
- 대구MBC교향악단 070-7518-8476

Soft Concert

2013. 5. 21. TUE PM 7:30
금오공과대학교 대강당
주최_ 금오공과대학교 주관_ 대구MBC교향악단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오는 31일까지 여름방학에 실시하는‘tech+ 리더십 캠
프’의참가신청을받는다.
우리대학 기획협력처에서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ACE)지원사업의일환으로진행하는이번프로그램은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명의 학우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
다. 저학년인 1~2학년 학우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부족한
경우 고학년인 3~4학년을 선발한다. 개별적으로 [원스톱서
비스] - [리더십 캠프 참가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교육경비 전액은 우리대학에서 부담한다. 단, 50,000
원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리더십 캠프를 이수하면 예
치금과참가기념품을지급받을수있다. 미이수하거나중도
포기하는 경우의 예치금은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예치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을 판별하며, 기수 변경은 교육기
간을 변경한 후 재접수하면 된다. 취소는 신청기간 내 유선
전화(기획협력처 기획평가팀, ☏054-478-7076)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후 취소사유를증빙할수 있는 자료를제출
해야한다. 
리더십 캠프는 지난 2010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에 변화를 주는 리더십 교육과
인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도 동계방학 중
처음으로 시범으로 실시됐다. 시범실시 결과 교육에 대한
호응도및만족도가높은데다대학생활에올바르게적응하
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성 교육의 선행이 필요해짐
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리더십 캠프를 확대 실시해왔다.
이번에도 학우들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고, 인생 목표에 도
전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신뢰성을 키우며,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더십 캠프가 열린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리더십 캠프는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운 됐던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에 인성, 창의, 예절, 팀워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특화해 발
전시켰다. 또한 모든 교육대상자가 생활관에 입사해 3박 4
일 동안의 집중교육을 통해 단체생활의 이해 및 교육의 효
율성을 증대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주도의 워크숍 형태
로 전 과정을 운 하며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습, 토의, 발
표, 게임 등의 창의적이고 체험형 중심의 교수법 활용(오감
자극)으로 학습자들의 과정 참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
육생의편의를위해조식, 중식, 석식, 간식등을제공한다.
이번 행사는‘잠재력을 찾는 4일, 희망찬 미래설계’라는

주제를 갖고 1기와 2기로 나눠 3박 4일 동안 진행한다. 1기
의교육기간은방학직후인다음달25일부터 28일까지며, 2
기는 계절학기 MSC기초반이 종료된 이후 8월 6일부터 9일
까지실시한다. 교내지정강의실에서교육이진행되며주간
에는리더십교육프로그램이 1일 7시간, 야간에는인성, 창
의, 예절 교육이 1일 1분야 2시간으로 리더십 교육 전문기
관에위탁해진행된다.

<박종현 기자>
wlsrur75@kumoh.ac.kr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우리대학에서도 시행됐다. 우리
대학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에근거해지진및
취약분야 등 재난대응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이번훈련을진행했다.
1일차인 지난 6일에는 재난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직

장훈련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본
간대강당에서90분가량진행된교육은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설명, 재난 관련 동 상 시청, 자동 제세동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사용법 교육, 심폐
소생술시연및실습으로이뤄졌다.
2일차와 3일차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학우들도

훈련을 함께했다. 7일 오후 2시에는 전국단위 재난경보 발
령과 연계해 실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대

덕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됐다는 상황을 설정해 재
난경보 발령에 의한 실제대피 훈련을 벌 다. 20분간 지진
대피 훈련을 했으며, 교직원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대피
하고학생들은각강의실에서대기했다. 같은날오후3시에
는인체유해화학약품에의한실험실오염사고대응훈련이
로벌관 1층 홀 및 147호(일반화학실험실)에서 실시됐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누출에 따른 부상자 응급구호 및
오염 방재 훈련을 진행했다. 부상자 응급구호 및 호송 조치
와화 약품방재시연을병행해실시했다.
훈련 3일차인 8일에는 생활관 화재 대피 훈련이 있었다.

전체 교직원 및 생활관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1시 40
분부터 푸름관 1동에서 실시된 훈련에서는 소방관서와 자
체 자율소방대의 합동 응급구호 및 화재 진압 훈련이 진행
됐다. 생활관화재사고로인해부상당한학우를응급구호하

고후송하고, 화재진압시연을실시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후변화이상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최근복잡하고다양해진인적재난등사회적재
난에 대비해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점검과 시민들의 재난대
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다. 또한 현
장 중심의 훈련방법 적용을 통한 훈련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교육과 홍보 및 문화 활동을 통한 정책현장의 재난 안전의
식을고취시키고자하는목적도가지고있다.

<박종현 기자>
wlsrur75@kumoh.ac.kr

지난 13일 디지털관 시청각실(DB127호)에서‘2013 음악
사랑으로의초대’연주회가열렸다. 
이번 공연은 교양교과목인‘음악의 이해’수업과 연계해

음악을 마음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학우들의
정서적 함양을 높이고, 음악 감상의 소양을 갖추는데 목적
을뒀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공연은 우리대학 클래식 동아

리‘C.O.K(Classic of Kumoh)’의 현악 4중주팀‘아르스노
바’의‘Serenade Op.13 Allegro(W.A.Mozart)’, ‘Por una
Cabeza(Carlos Gardel)’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의 독
주가 이어졌다. Piano Solo 연주‘Beethoven Sonata No.20
in G major(L.V.Beethovan)’<전창헌 학우, 응수>와 Guiter
Solor 연주‘Stair way to Heaven(Led Zeppelin)’, ‘It's all
about you(Mcfly)’, ‘Canon n D major(Pachelbel)’, ‘고백
(델리스파이스)’<이의천 학우, 기계>, Trombone Solo 연주

‘You Raise Me Up(Rolf Lovland)’<허준호 학우, 기전> 등
이 차례로 계속됐다. 잠깐 동안 독창 (Vocal Solo) 공연‘거
짓말 하는 법(먼데이키즈)’<박세열 학우, 경 >이 있었으
며, 다음으로 Clarinet Solo 연주‘Torna a Sorrento(Ernesto
De Curtis)’<이진주 학우, 컴공>, Brass Duet 연주

‘Entertainmet’<허준호 학우 & 김빛나 학생, 경북대 관현악
과>이진행됐다. 또한태평소연주로‘아리랑’과‘천안삼거
리’, ‘오나라’<김성진 학우, 기계>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기
도 했다. Piano Solo 공연으로‘Piano Sonata No.8 in C
minor(L.V.Betthovan)’<이혜진 학우, 응화>, Sop Solo 공연
으로가곡‘내맘의강물(이수인곡)’<강은구, 구미성악협회
회원>, Bartion Solo 공연으로‘청산에 살리라(김연준 곡)’
<김유환, 남대 외래교수>, Duet 공연으로‘O Sore
mio(Edwardo Di Capua)’<강은구&김유환>이 잇따라 무대
에 올랐다. 마지막으로‘봄처녀’, ‘나물캐는 처녀’를 함께
배우며이날연주회는마무리됐다.

<박종현 기자>
wlsrur@kumoh.ac.kr

‘2013 리더십캠프’참가자모집해
톨스토이는『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서 기독교

적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묘사하 다. 사랑과 더불어 희망도 사
람이 살아갈 힘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희망이 있다
는것은환언하면꿈이있다는말이다. 꿈과희망은현실의어려움
을견디게해주고, 고난도극복할힘을준다. 그러기에메테르링크
는『파랑새』에서‘꿈꾸는것자체가행복’이라는메시지를전하기
도하 다.
한국은 1960년대의가난속에‘우리도한번잘살아보세’라는

꿈을꾸고노력한결과세계 7위의제조강국이되었고, 미국의흑
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대의 극심한 인종차별 속에서‘피
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기’를 꿈꾸었기에 현
재와같은흑인대통령이탄생할수있었다.
금오공대가 개교 33주년을 맞는다. 금년은 33주년을 맞은 기쁨

과 더불어 제6대 김 식 총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학교의 발전과
도약에 큰 희망을 갖게 된다. 30년이면 한 세대이고, 사람도 33세
면 장년의 나이이다. 공자도 논어에서‘三十而立’이라고 하여 나
이 30이면뚜렷한인생관이서야할것으로말했으니, 33세면개인
이나학교나나아갈방향이정립되어야할것이다. 
개교 33년을 맞은 금오공대의 뉴 비전은 무엇인가? 금오공대가

어떤비전을갖는가에따라30년후의학교모습이달라진다. 지난
33년간금오공대는국가산업단지가있는구미의국립대학으로학
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의 학교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캠퍼스 이
전 등을 통해,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한 세
대는지나갔고, 이제도약의새로운30년을위해뉴비전을선포할
때이다. 이를 위해 금오공대의 구성원인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와
교직원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조사하고, 수렴해서 단
기·중기·장기의계획들을세우고, 구성원들이공감하는뉴비전
을 선포하여, 구성원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되어
야 한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 신임 총장님께서는‘꿈
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금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이
제 그 꿈과 희망을 학생들 개인과 학교가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
야겠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사명도 변하는 것 같다. 진리를 탐구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대학의 본령이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결과로서 취업이 잘되는 대학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두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바람직한 대학상이라면 학문을 통한 인격도
야와 취업이 잘되는 대학,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대학
일것이다. 그동안도우리는예절교육을통한인성교육, 산학협력
을 통해 취업이 잘되는 대학을 만들어 왔는데, 다행히 우리대학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장점과 산학협력의 권위자이신 신임 총장
님을 모셨기에 미래가 밝다. 더 나아가 금오공대는 구미지역의 발
전에 공헌하고, 구미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어야겠다. 지역에 대학
이 있다는 것은 학문적·경제적·문화적인 면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미 시민들이 구미의 자랑거리를 말할 때,
금오산과 더불어 금오공대를 자연스레 말할 수 있기를 꿈꾸어 본
다.

뉴비전

오는 22일 우리대학 개교기
념일이다. 개교 33주년을 맞은
우리대학이 건학이념을 고취
하고, 나아가 재도약을 위한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한 개교기념
식을개최한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개교
기념식은 교내행사로 간소하
게 진행하며, 대학발전에 공이
큰 교직원과 대외유공자를 표
창한다.
기념식은 사회자의 개식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표창장
수여, 기념사, 폐식 순으로 진
행된다. 개교기념포상은 정부
포상, 근속상, 학술상(교육상,
연구상, 산학협력상), 공로상,
협조상이다. 근속상은 30년,
20년, 10년 근속자 47명을 대
상으로, 학술상은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교
직원 8명에게 포상한다. 또한
공로상은 대학발전에 공이 큰

교직원 8명 내외, 협조상은 본
교 발전에 협조한 외부인사 2
명 내외로 정해 포상할 예정이
다.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개교 33
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Soft
Concert’는우리대학이주최하
고 대구MBC교향악단이 주관
한다.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
하다. 공연은 1부‘Broadway
Romance’, 2부‘Cinema
Music Night’로 나눠서 꾸며진
다.
화려한오케스트라의연주와

함께 친숙한 뮤지컬의 감미로
운 명곡들로 꾸며진 감동의 무
대
웅장한오케스트라의사운드

로 주옥같은 화 으악의 세계
로떠나는여행

<박종현 기자>
wlsrur@kumoh.ac.kr

오늘‘성년의 날’을 맞이해, 오후 3시에 우리대학
디지털관시청각실에서특별한기념행사가치러진다. 
‘전통 성년례’기념행사는 이번에 성년이 되는 595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대학 총장을 비롯한 성
년이 되는 학우 40명과 학부모 1명이 대표로 참가한
다.
이번 행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를 마친 후

본격적인‘전통 성년례’를 거행하게 된다. 전통 성년
례는 구미 야은예절교육원에서 맡으며, 조욱래 예절
지도사가오늘행사를이어간다. 
전통 성년례는 거례선언, 문명의 절차, 선서, 초례

의식, 수훈 순으로 진행된다. ‘거례선언’은 예비성년
자가 큰손님에게 절(경례)하는 절차이며, ‘문명’은 큰
손님이 예비성년자의 이름을 묻는 절차다. ‘선서’는
큰손님이 예비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는 다짐을 받고,
성년 선언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진행되는‘초례 의
식’은 제사와 성인의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술을 성년
의례에서 내려줌으로써, 성년자에게 술 마시는 예법
을 가르치는 절차다. 이후 큰손님이 성년자에게 성년
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일깨워주는‘수훈’을 끝
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의 큰손님으로
는 김 식 총장이 자리하며, 초례의식에 사용되는 술
은차로대신한다. 
이렇게 전통 성련례가 끝나면 학부모 대표의 축사

와대표학우인사를가진다음폐식으로행사를마무
리할계획이다.

‘2013학년도여름계절수업’수강신청을오는27일
(오전 10시)부터 30일(오후 6시)까지 4일간 받는다. 수
강신청은 2013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를 포함한 휴
학생을 제외한 우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과목 6
학점이내에서신청할수있다. 24일부터 [원스톱서비
스]-[학사관리]-[수강신청]-[개설강좌조회]에서
개설과목과수업시산표, 강의계획서를조회할수있으
며, 신청은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
청]-[(계절)수강신청입력]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학점당 25,000원이며,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농협과우체국전지점을통해납부할수있다.
학사운 규정 제154조를 근거로, 상대평가로 성적

을 부여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A’를 초과할 수
없다. 여름학기는 1학기 선정으로 반 되지만 학년석
차, 장학금, 학사경고등에는반 되지않는다.

성년의날맞아, 전통성년례거행해
오늘오후3시, 디지털관시청각실에서열려

27일부터30일까지, 계절수업수강신청가능해
신청은재학생대상, 2과목6학점이내로내일, 우리대학

개교기념식열려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열려

지난9일소설‘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로잘알려진김진명소
설가가우리대학을방문해, ‘대학생활의이해’교과목의강연자로
나섰다. 로벌관 시청각실(GB109호)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강연은유난히많은학우들이좌석을가득채운가운데진행됐다. 
그가 2시간 남짓 학우들에게 전달한 강연 내용은‘쓸데없는 것

의쓸데있음’이다. 그는지금우리가살고있는시대를‘과학과공
학의 시대’로 정의했다. 과학과 공학의 바탕은 수학인데, 이 수학
이 과학과 공학을 쓸데없는 감정의 치장 없이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론내리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우리사회에
서우려하고있는이른바‘인문학의위기’는실용적이고경제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문제 탐구가‘과학적’으로 뱐
해버렸기때문이라고덧붙 다. 계속해서‘인간’이 살아가는사회
에서도 같은 논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실은‘쓸데
없는 것’은 안 되고, ‘쓸모가 있는’성과만을 내기를 요구하고 있
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모와 같은‘외면의 힘’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보다는‘정직’을 비롯해 진지, 성실, 순수, 효도, 검소 등과 같은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는‘힘’이 생길수록 내면의 자신을 잃게 마련인데,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바탕으로 한‘내면의 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전
했다. 나아가‘내면의 힘’은 어디선가 발휘되기 마련이라며, 꾸준
하게 인생의 또다른 시각을 살펴보고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또한
그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
가훨씬중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 결국빨리라는생각은결국짧
은생을만들것이라며, 어렵더라도약간의생각을바꿔인생을길
게살수있도록하기를바란다는조언도잊지않았다.
한편‘대학생활의 이해’강의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산하의 청

소년위원회 고문변호사와 대구광역시청 무료법률상담위원, 대구
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준호 변호
사가‘대학생이 알아야 할 벌률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
늘은 이경숙 수(繡)박물관 관장이 학우들에게‘유물 속의 과학 이
야기’를주제로강연한다.

<취재부>
kopress@kumoh.ac.kr 

스승의날이었던지난15일, 우리대학생활협동조합
과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특별한행사를열었다. 이날
9시부터 진행된‘내 마음의 카네이션 만들기’행사는
학우들이직접만든카네이션으로감사의마음을전달
하게 해,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품위가 있
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학생회관 지하 학생
식당출입구앞에행사장소를마련하고, 200명의학우
들에게선착순으로카네이션을만들기위한재료를무
료로제공했다.

소설가김진명, 강연펼쳐
쓸데없는것의쓸데있음을말하다

사설

학습자주도의워크숍형태로운 될예정

‘201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해

‘2013 음악사랑으로의초대’연주회개최

각종교육과시연함께진행

각종교육과시연함께진행

서기 2013년 5월 20일(월요일) 보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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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혜택제공

지난 9일 우리대학 본관 대강당에서‘제6대
총장 김 식 박사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오
후 2시부터 진행된 취임식에는 안병만 전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인선 경상북도 정무부
지사, 남유진구미시장, 심학봉국회의원, 함인
석 경북대학교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
협의회회장), 홍덕률대구대학교총장, 정창주
구미대학교 총장 등 지역인사와 국회의원, 대
학 총장, 언론인을 비롯해 우리대학 교직원과
학우들 800여명이 참석해 새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은 개식으로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소개, 우리대학연혁보고, 총장약력
소개, 총장취임사, 축사, 꽃다발증정, 축가, 교
가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는 리셉
션행사로이어졌다.
김 식총장은취임사를통해“개교이래33

년의 성상에 이른 우리대학은 공자의 말을 따
르자면 자기 인생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이립
(而立)의시기”라며, “우리를둘러싼상황은결
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우리

대학의 신 르네상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 창의·
인성·체험이어우러지는융합형교육체계구
현 ▲ 우리대학 특성에 맞는 실용연구강화 ▲
지역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는 로컬 대학으
로서의역할수행을약속하며‘꿈과희망이있
는자랑스러운금오’라는비전을강조했다. 또
한 학우들에게는“우리대학에 자긍심을 가지
고 학업에 열중할 있도록 하겠다”며“원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며 학업에 열중하여 금
오공대상의 자존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
붙이기도했다. (☞ 관련기사 10면)한편취임사
에 앞서“취임식을 앞두고 우리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이 1차년도 연차평
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선물을
받았다”며좋은소식을전하기도했다.
내빈축사에서안병만전교과부장관은“국

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김 식 총장의
교육과 과학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느꼈다”고
말하며“이는 여러 창업 관련 거대 조직을 이
끄는 리더십과함께 총장 역할을 잘 수행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함인석 경북대 총
장은“대학이가장어려운시기에놓여있는데,
총장 혼자서는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구성원모두마음을모으고지혜를합해야한
다”고 언급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금오공
대와 구미시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학 발전을 돕도록 하겠다”는 의

사를밝히기도했다.
지난달 25일 우리대학 제6대 총장으로 임명

된 김 식 총장은 오는 2017년 4월 24일까지
임기를수행한다.

<취재부>
kopress@kumoh.ac.kr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대동제가 10일 끝을
맺었다. 
여러행사가우리대학곳곳에서진행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행사는 명사 초청
특강과 매일 저녁 본판 무대 진행된 행사가 단
연으뜸이었다. (☞관련기사 6~7면)
이번에 총여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는 각

각 구성애 박사와 최일구 전 MBC뉴스데스크
앵커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8일 오후 5시,
로벌관 시청각실(GB109호)에서 진행된 구

성애 박사의‘푸른 아우성 - 건강한 성, 자유
로운성행복한’특강은통로계단까지학우들
이가득찰정도로많은학우들이참석했다. 그
는 특유의 솔직한 말투와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 학우들을 웃게 하면서도 진심어린 조언
을 섞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성 문제를 접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9일 오후 6시에
는본관대강당에서최일구앵커의‘굳이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특강 역시 대강당을 가
득 메운 가운데 시작됐다. 그는 본인을‘아저
씨’라 칭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끝까지 자신
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동안‘Self-leadership’
을 강조하며, 학우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가야한다는메시지를전했다. 그러나 8
일오후7시부터예정된권혁철초록우산경북
지역본부장의‘나눔’을 주제로 한 강연은 강
연참여율의저조로취소됐다.
여는 날인 8일에는 총여학생회 주최로‘My

Man Can’이 진행됐다. 여학우가 자신의 남자
친구의 능력을 믿고 사탕을 배팅하는 방식으
로시간내에콜라빨리마시기, 요구르트빨리
마시기, 건빵빨리먹기, 여자친구앉히고팔굽
혀펴기많이하기, 풍선많이터뜨리기, 입으로
색종이많이옮기기, 몸에붙은스티커많이떼
기 등의 게임을 이어갔다. 잇는 날인 9일에는
총학생회주최로‘LABEN ROCK FESTIVAL’
이 열렸다. 슈퍼키드, 트랜스픽션, 예리밴드,
노브레인 등이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공연
을펼쳐, 학우들의호응을이끌었다. 특히이날
저녁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많은 학우
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출했다. 닫는 날인 10일에는‘KUMOH'S
GOT TALENT!’가 열렸다. 예선을 거쳐 본선
에 진출한 8명의 학우가 노래, 댄스, 마술 등의
자신의 끼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우리
대학 출신으로 DJ로 활동하고 있는 LOBO를
초청해‘Rock the EDM’파티를가졌다.
한편 10일오전에예정돼있던10km 마라톤

‘마라도네이션’은우천으로취소됐다. 이에행
사를 주관한 총학생회측에서는 2학기에 실시
하는 공학제 행사 때 코스와 일정 등을 철저하
게 준비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
을밝혔다.

<취재부>
kopress@kumoh.ac.kr

2013 봄대동제행사끝나

꿈과희망이있는자랑스러운금오를만들겠다

각양각색의행사펼쳐져

제6대총장김 식박사취임식열려

요즘 들어 우리대학을‘다니기’가 무척
힘들다는 생각이 부쩍 들고 있다. 지난해 9
월에는대구도시철도2호선연장공사가마
무리돼 남대역이 생겼다. 지금은 대구도
시철도 1호선 연장을 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에 홍철 대구가톨
릭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구도
시철도연장 추진위원회가 대구도시철도의
하양 구간 연장을 염원하는 경산시민 25만
명의서명을받았다. 그리고지난13일최
조 경산시장을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조속히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했다.
‘새옹지마’가 뼈저리게 와 닿는다. 불과
몇년전만하더라도경산지역에위치한대
학보다 지리적으로는 좀 더 떨어져있지만
우리대학이 좀 더 다니기가 수월하다는 결
론을 내린 적이 있다. 그 결론을 이제 뒤집
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그러한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입
학할 때부터 우리대학을 둘러싼 교통 인프
라(Infrastructure)가 열악하다 느꼈던 탓이
다. 처음구미를방문했을때받았던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버스가 다니는 시간
표에 맞춰서 다닌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듣지못했던탓이다. 만약이곳이산이야들
이야 허허벌판으로 이뤄진 곳이었다면 납
득이 갔을지도 모른다. 또한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30분은 족히 기다려야
시내버스를 탈 수가 있으니 경악할 일이다.
구미시에 살고 있다는 학우가 대구에서 통
학하는 학우보다 통학시간이 훨씬 더 걸린

다고 하니 우리대학은 교통 인프라는 없는
것이마찬가지다.
양호동 캠퍼스 시대가 10년이 다 되어 가

는데도 번번한 대학로 하나 형성하지 못하
고 있다. 그렇다고 대체할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아니다. 융합의 시대, 창조경제의시대
다. 이는 고립된 환경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는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혈안
인 시기다. 누가 감히 시간을 빼앗고, 택시
를 강요하고, 인프라하나 제대로 갖추기 못
한 지금의 우리대학에 도전하려 하겠는가.
우리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연구소를 구
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면한 시급한 과제
다. 어느 세대보다 하루가 짧다는 대학생들
에게 쓸데없이 통학시간을 소비하라 전하
는 것은 무척 안일한 일이다. ‘노력해봤지
만…’은 우스운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도시철도 연장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 아니다. 논의와 재논의, 거듭된 논의를
거쳐이뤄진일이라는것을인식해야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

다. 단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
는것이세상만사다. 대신장점이크면단점
을 덮을 수가 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 문
제는절대가려질수없는부분이다. 나날이
좋아지는 타 대학의 접근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커지기만할뿐이다. 힘든일이라짐작
한다. 그래도해결해야하는일이다.

<류병수 편집국장>
uhoobsoo@kumoh.ac.kr

학교가는길, 힘들다금 오 산

우리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
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차년
도 연차평가 결과‘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
다.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이번

연차평가는 전국 51개 대학의 지난 1년간 사
업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대학별 1차년도
사업실적은 정량평가(35%), 정성평가(60%)
및 학생·기업 만족도 조사(5%) 토대로 실시
됐으며,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을 차등 지원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
다.
이번 평가결과 우리대학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본 예산 30억원에서 17억원이 증대
된 45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됐다. 여기에 경
상북도비, 구미시비 등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가족회사 지원과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활용하게된다.
또한 우리대학은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일

하게 교육부로부터‘후진학 선도대학 지원대
학’으로 선정돼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
상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정규 주간학과인 IT
융합학과를 신설해, 올해부터 무시험으로 신
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LINC사업비와
별도로 5년 동안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추가

지원을받는다.
LINC사업은 대학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취
업및창업교육내실화, 새로운기술개발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
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로의 개편과 지역맞춤형 산학협력 모델을 창
출하고 확산해 지역의 대학과 사업이 동반성
장할수있도록한다. 해당사업은대학원이참
여해 원천기술개발과 연구성과 사업화까지 지
원할 수 있는‘기술혁신형 대학’과 학부를 중
심으로 현장중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현장
착형 대학’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현장 착형 대학’으로 선정됐
다. 내년에는지난해부터올해까지2년동안의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대학
은 탈락시키고 신규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
획으로알려졌다.
우리대학 채석 LINC사업단장은“앞으로도

가족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
로 뛰며 찾아가는 산학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가족회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소감을밝혔다.

<박종현 기자>
wlsrur75@kumoh.ac.kr

1차년도연차평가결과로인센티브부여받아

신록이짙어가는5월은단연카네이션의계절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 마련한‘내 마음의 카네이션 만들

기’행사장이시작부터분주하다. (☞ 관련기사 11면)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고마움이 꽃 한 송이로 대신할 수 있겠나
마는 직접 만든 정성어린 마음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다.
다른꽃들과어우러져아름다워진카네이션다발은사랑
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가슴에 꽂힐 때 더욱 돋보이리라
믿어의심치않는다.

<사진부>
kopress@kumoh.ac.kr

감사의마음을담아

우리대학LINC사업, 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

01┃개교기념화보

* Happy Birthday To kit

02┃대학기획

* 금오를 논하다(Ⅰ)
·교훈(건학이념)
·교육목표
·교목, 교화
·교가
·UI
·대학 소속감&자긍심

03┃대학 / 사진기획

* 금오를 논하다(Ⅱ)
·공학교육혁신센터
·국제교류교육원
·상담지도센터
·취업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 금오를 논하다(Ⅲ)
·대학건물의 과거모습

04┃사회기획

* 금오인을 말하다(Ⅰ)
·연애관
·결혼관
·성 의식

05┃사회기획

* 금오인을 말하다(Ⅱ)
·양성 평등
·kit의 여성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
(유관순, 박근혜, 잔 다르크)

06┃사진기획

· 대동제

07┃인물기획

* 대동제 명사특강
·구성애 박사
·최일구 앵커

08┃대학기획

* 금오를 논하다(Ⅳ)
·우리대학 홍보포스터와 발전방향

09┃여론

· 2012 리더십 캠프 후기 우수작(대상)
· 말달리자

10┃대학보도

·총장 인터뷰
·개교기념사

11┃대학보도

·리더십 캠프 참가자 모집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2013 음악사랑으로의 초대’연주회
·대학생활의 이해
·사설
·단신

12┃종합

·총장 취임식
·LINC사업단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봄 대동제
·내 마음의 카네이션 만들기
·금오산

지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