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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학장 신현욱 교수입니다. 
이번 이메일은 예비신편입생, 재학생, 졸업생 동문 모든 분들께 보내는 소식입니다. 
2017년 2학기 신편입학안내 행사와 함께 2017년 1학기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입학안내 및 성공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설명회

소박하지만 지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우리사회 전체의 중요한 관
심사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있
느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가 너나없이 공부
길에서 새롭게 만나고 있는 듯합니다. 

재학생 여러분들, 이번 학기도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기말시험까
지 잘 끝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
금의 보람, 혹은 아쉬움까지도 이후의 
공부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졸업생 동문 여러분들, 우리 사회 어디를 들여다보든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알고 보니 우리 졸업생이신 것을 확인하는 때가 많아 정말 반갑고 기쁠 때가 많습
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광주전남지역대학 소식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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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에 진행된 행사들입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학위전수식·입학식>

열심히, 그리고 즐겁
게 공부하신 시간들이 
진정 보람된 결실에 
이르러 588명의 학우
분들이 졸업하셨습니
다. 한층 업그레이된 
역량으로 자신의 발전
과 더불어 우리 지역
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선배들 못
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지닌 1,733명의 신편입생 학우분들이 채웠습니다.   

<스카이장례식장과의 업무협약> 

스카이장례식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
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가족이 분향소 및 
접객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
(단 상조회사로 치를 경우 30%)를 할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만 4천 3백 명의 재학생, 약 4만 명의 
졸업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
당하는 경제활동 인구들로서 위로는 부
모세대, 아래로는 자식세대를 모두 아우
르는 중간세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경제
와 연계할 지점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쁘거나 슬픈 일을 포함해서 우리 재학생과 동문들의 제반 삶의 영역에서 도움이 될 만
한 관련 업무들을 지역사회에서 찾아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멋진 평생 학습·생
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이나 졸업생 분들 중에서 우리 광주전
남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서로 도움이 될 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
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김재영선생님 email: jyoung@mail.knou.ac.kr  전화: 062-97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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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 삶속에서 동화읽기>

왕성한 지역공동체활동을 해온 ‘까망이협동조합’
에서 운영하는 한옥북카페 ‘도란도란’에서 4월부
터 6월까지 10회에 걸쳐 ‘도란도란: 삶속에서 동
화읽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강연을 진행하였습
니다. 특히, 비아동의 한옥북카페 ‘도란도란’은 문
재인대통령부인 김정숙여사, 박원순서울시장, 이
재명성남시장 부인 김혜경여사 등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곳이기도 해서 또하나의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고: 비아마을신문, http://cafe.daum.net/bianews). 

이 강연은 광산구소식과 함께 방송대신문 특집호
에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방송대 신문은 유료구
독자 3만 명가량 되는 보통 전국규모 경제지와 
비슷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와 MOU> 

‘광주디자인센터’(http://www.gdc.or.kr/)는 ‘디자인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서남권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전통
산업 및 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왕성히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잘 알
려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격년으
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며 공
적자금을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하
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설이용 상호협력 및 프로그램 홍
보협력 등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왼쪽이 광주디자인센터의 멋진 박유복원장님이십니다. 오른쪽이 저, 신현욱 학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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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학습관 학우들 ‘바다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봉사단(단장 윤병일. 방
송대 여수학습관 학생
회장)은 방송통신대 재
학생 및 동문이 하나가 
되어 국제 해양 관광 
중심도시인 여수의 아
름다운 연안을 지키는 
활동을 합니다. 

여수시 만성리 검은 모
래 해수욕장에서 발대
식과 함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30)

<5·18 그 울림 속으로: 5·18민주화운동 37주기 추모행사>

신현욱 광주전남지역대학 학
장, 장예선 전국총학생회장, 
이승남 광주전남지역대학 학
생회장 및 전국학생회 회장
단이 민주묘지를 찾았습니
다. 전국에서 모인 회장단들
의 깊은 마음들이 느껴진 시
간이었습니다.  

<방송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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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걷기대회’ 성공적으로 끝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방송대인이 함께하는 ‘어
울림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학우 임원들이 당일 일찍 5·18 마라톤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사: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76)

<광산마을라디오인터뷰>

‘2017 전국마을론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가 느닷없이 광산마을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
니다. 학장인 저를 먼저 알아
본, 지역자치·마을공동체 활동
에 적극적인 이분들이 알고 보
니 방송대 재학생, 혹은 동문들
이셔서 무척 기뻤습니다. 
(광산마을라디오 팟빵홈:
http://www.podbbang.com/ch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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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지’를 소개합니다. 

‘광전지’는 광주전남지역대학 블로그 (www.ctl.kr)
의 약자이면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제각기 타
고난 재능을 닦아 빛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
니다. 영문주소 www.ctl.kr의 ‘ctl’은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가르치고 배우는 중심자
리)입니다. 우리 광주전남지역대학이 크고 작은 다
양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심
지 있게 해가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학사일정, 출석수업 등 주요 공식 정보들은 
광주전남지역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http://wgwangju.knou.ac.kr). 여기에 실리기 어려
운 소식들은 이미지, (유튜브와 연계한) 동영상과 
함께 다채롭고 말랑말랑한 블로그 형식으로 소개하
고자 합니다. 

우리학교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닦아가며 열심히 또 재밌게 활동하는 재학생, 동문들이 엄
청 많습니다. 소개하고픈 인물, 단체활동, 행사의 제목, 사진, 설명 등을 보내주세요. 방송대와 
닿은 귀한 인연들을 차곡차곡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정병필 조교선생님 이메일: bsknight@mail.knou.ac.kr  전화: 062-973-5102)

광.전.지. 구경하기 ☞ (www.ctl.kr)

긴 소식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열심히 하시는 일들에서 두루 좋은 결실들 이루시길 

깊이 기원 드립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학장 신현욱 교수 드림.
email: hester@knou.ac.kr 

<ctl.kr 캡쳐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