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역대학

제35회

일 시｜2017. 9. 24 일 (오전10시)

장 소｜광주전남지역대학

주 최｜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후 원｜  광주전남지역대학

   광주전남 총동문회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

무등



｜CONTENTS｜

선수입장

국민의례  ……………………………………………………………………………………… 사회자

대회선언  …………………………………………………… 이승남 광주전남지역대 총학생회장

학장님 인사말씀  ……………………………………………………… 신현욱 광주전남지역대학장

선수대표 선서  ……………………………………………………………………………… 선수대표

몸풀기  ………………………………………………………………………………………… 사회자

선수단 퇴장

난타공연(식전행사)  …………………………………………………………… 김이향 동아리회장

개회식  ……………………………………………………… 이승남 광주전남지역대 총학생회장

국민의례  ……………………………………………………………………………………… 사회자 

내빈소개  …………………………………………………… 이승남 광주전남지역대 총학생회장

환영사  ……………………………………………………… 이승남 광주전남지역대 총학생회장

축사  …………………………………………………………………… 신현욱 광주전남지역대학장

격려사  ……………………………………………………………………… 장예선 전국총학생회장

격려사  ……………………………………………………………… 류계석 광주전남 총동문회장

격려사  …………………………………………………………… 천정배 국회의원(교육학과 동문)

심사위원 소개  ………………………………………………………………………………… 사회자

장학금 전달식  ………………………………………………………………………………… 사회자

격려금 전달식  ………………………………………………………………………………… 사회자

교가제창  …………………………………………………………………………………… 모두함께

경연  …………………………………………………………………………………………… 사회자

종   목 족   구 400m계주 신발던지기 단체줄넘기 공 튀기기

심   판

법학과 
회장 최정원

국어국문학과
회장 박덕남

컴퓨터과학과
회장 이용진

영어영문학과 
회장 김윤경

환경보건학과
회장 나은주

중어중문학과
 회장 윤정미 

교육학과 
회장 이영미

청소년교육과 
회장 김창실

경영학과 
회장 천진영

농학과 
회장 최상욱

경   기

인   원

한 팀 당(5명)
남자: 4
여자: 1

한 팀 당(4명)
남자: 2
여자: 2

10명
남자: 5
여자: 5

한 팀 당(10명)
남자: 5
여자: 5

한 팀 당(8명)
남자: 4
여자: 4

시   간 행   사   명

10:30 ~ 12:00 족구 예선전 & 단체 줄넘기 예선전

12:00 ~ 13:00 점심 시간

13:00 ~ 14:00 족구 결승

14:00 ~ 15:00 공튀기기 & 단체 줄넘기 결승

15:00 ~ 16:00 400m 계주

16:00 ~ 16:30 운동장 정리 

1부   무등 대동제 (운동장 10:00~17:00)

2부   학장배 가요제 (501호 대강당 17:00 ~ 20:00)



교 가

｜3제35회 무등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



이 승 남
광주전남 지역대학
제35대 총학생회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좋은 가을날 우리 지역 방송대의 대축제인 무등

대동제와 학장배 가요제를 개최하게 되어 회장으로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신현욱  

학장님을 비롯한 내외빈과 류계석 광주전남 총동문회장님이하 모든 동문 선배님

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오전 대동제에 이어 열리는 학장배 가요제는 오는 10월 21일 ~22일까지 

강원에서 열리는 총장배 가요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예선전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마한 실력을 총 발휘하여 작년 경남고성 총장배 가요제에서 획득한  

대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지역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광주전남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리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오신 장예선 전국총학생회장님과 각지역대 

총학생회장님들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준비해주신 각 과회장님들과 학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음지에서 헌신적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하나 챙기고 준비해준 총학 

집행부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오늘 훈훈한 광주의 멋진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내외귀빈 여러분!

동문 선배님과 학우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과에 힘들었던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함께 맘껏 한번 즐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2017. 09. 24

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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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현 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 지역대학

제5대 학장

수많은 단체와 집단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행사들을 통해 ‘대동’(大同)의 

의미를 새겨왔고 또 오늘 우리 역시 ‘대동’의 의미를 새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습

니다. 

우리가 ‘대동’의 의미를 이렇듯 계속 찾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동’의 의미가  

중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대동’이 미치지 

못했고 지금 그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대동’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여  

왔습니다. ‘크게 하나 되자’는 화려한 구호 속에 ‘차이’들이 무시되고 억압되어 

온 양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동’을 위해 작은 차이(‘小異’)들은 넘어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수렴을 통한 ‘대동’이 아니면 진정한 ‘대동’이 되지 못한

다는 점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 왔습니다. 

우리의 ‘대동’제는 그냥 ‘대동’제가 아니라 ‘무등’대동제입니다. ‘무등’(無等)  

역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의미가 새겨져온 큰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할 

데 없는’‘대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를 여러 방면으로 깊고 넓은 

뜻으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만, ‘대동’의 참뜻을 구현한 ‘대동’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동’해봐야 ‘보잘 것 없는’‘대동’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이뤄지지 말아야할  

‘대동’이 있을 수 있고, 맞서 극복해야할 ‘대동’이 있을 수도 있다면, 이 ‘비할 데 

없는’‘대동’은 궁극의 ‘대동’, ‘대동’의 참뜻을 구현한 ‘대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

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등대동제’가 진정 ‘무등대동제’를 위해 작게라도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 의미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동학, 동문, 우리 지역의 이웃 주민과 시민들을 좀 더  

존중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09. 24

‘무등대동제’의 참뜻을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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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예 선
제35대 전국총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제35대 전국총학생회장 장예선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여름은 정말이지 유난히도 뜨거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태양의 열기 아래서 우리 모두 견뎌내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계절을 이겨낸 우리앞에는 풍성한 황금들녘이 펼쳐져있고, 온갖  

빛깔의 단풍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 펼쳐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35대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

에서 정성과 열정을 담아 준비한 ‘2017년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가 성황

리에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전남지역대 학우여러분!!

사람냄새 가득히 어우러진 오늘 이 무등대동제를 맘껏 즐기면서 그동안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힘들었던 노고를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대인만의 가슴 가득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그런 다음 화합하고 

하나 된 멋진 방송대인의 모습을 서로 아름답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대를 매개로 맺은 우리 모두의 인연들이 오늘 대동제를 통해 거미줄처럼  

어우러져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이 하던, 서로가 도울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35대 광주전남지역 

대학총학생회 이승남화장님과 임원진들이 화합과 배려를 바탕으로 명품 총 

학생회를 만들고, 또 총학생회가 우리 학우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대동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09. 24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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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총동문회장 류계석입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긴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만큼 모두의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선배들의 노력으로 전통의 맥이 이어져온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축제인  

‘2017년 무등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는 총학생회 주최로 ‘화합하고 서로  

돕는 우정의 방송대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모교에서 재학생, 교직원, 동문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참석해 주신 신현욱 학장님, 교직원, 재학생,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동문을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사랑의 정을 나누고 단합된 모습으로  

방송대인의 자긍심과 기상의 의지를 더욱 함양시켜 지·덕·체를 겸비한 건전한 

정신과 육체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이승남 총학생회장 이하 집행부 임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축제가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승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09. 24

류 계 석
광주전남 총동문회장

격 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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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광주전남 무등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 축하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선선한 가을의 시작인 지금 어려운 일정에 혼신을 다해 

준비하시는 이승남회장님과 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파이팅~~

권 현 민 강원지역대학 총학생회장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가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승남 총학생회장님과 임원 여려분, 그리고 학우분들의 열정과 수고가 빛나는

신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열정 광주전남지역대학!!

이 혜 숙 경기지역대학총학생회장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를 축하드

립니다.

행사준비에 열정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임원분들께 노고를 드립니다. 

대동제 축제에서 총장배가요제까지 열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김 정 기 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장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가요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 두 수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장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새롭게 시작된 9월입니다.

좋은 계절과 함께, 열정 많으신 이승남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광주전남지역대 모

든 학우가 하나 되는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가 되길 기원 드리며

학우님들 가슴에 남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윤 정 희 대전충남지역총학생회장

즐거운 대동제, 행복한 대동제, 함께하는 대동제 광주전남지역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임 세 찬 부산지역대학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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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광주전남 무등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지역대학 학우 여러분! 가을이 오는 길은 하늘빛도 구름도 참 

예쁩니다. 이번 대동제와 학장배 가요제는 광주전남지역대의 열정과 에너지, 도전 

정신과 패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우리대학의 대표행사 중 하나입니다. 대학의 꽃이

요, 젊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다양한 행사에도 주

인으로서 참여하여 광주전남지역대학의 열기를 곳곳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 용 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장

‘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를 위해 언제나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신 이승남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학우여러분 멋진 축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파이팅!

조 계 희 울산지역대학총학생회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광주전남대동제와 학장배가요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승남회장님과 집행부임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성황리에 

축제행사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윤 수 흠 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전남 학우여러분~ 

하늘은 높고 오곡백과 풍성해질즈음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가요제 개최하게됨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가요제에

소통과 화합하여 여러분들의 끼와 열정을 발휘하여 무등에서 부는 바람이 한국방

송대학교 모든 재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모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원히 굳건한 세계 최대의 국립대학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 경 갑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장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이승남회장님! 무등대동제와 학장배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학우와 총학, 학교가 하나 되어 서로 상생하는 멋진 

축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변 현 경 제주지역대학총학생회장

높고파란 가을 하늘이 내리쬐는 맑은 햇살에서 어느덧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절에 

광주시민들과 학우님들이 함께하는 제35대 무등대동제 및 학장배 가요제를 진심

으로축하드립니다.

광주전남 지역대학 파이팅!!

남 용 우 충북지역대학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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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광주전남 무등대동제및학장배가요제 축하합니다.

세무사  김    경    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24 (쌍촌동)
Tel. 062-714-2120
Fax. 070-4009-6550
Mobile. 010-8999-8226
E-mail. down0530@chol.com

기장대리 세무상담 조세불복 양도 상속 증여

김 경 화 세무회계사무소

하늘땅 공인중개사
토지·경매 전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지부장

이  승  남
Mobile. 010-3093-7772
Tel. 062)941-2000
Fax. 062)571-3328
E-mail. lsn81163093@hanmail.net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3번길 49(용두동 119-3)

금보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부지부장

지  용  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85번길 74(백림약국 건너편)

Tel. 062)261-8949             Fax. 062)265-1425
H·P. 010-3602-8309
광주은행 139-121-067934 / 농협 302-0335-7543-91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

유은굴비

박  영  길 요한

원장 김  재  길

대표이사 박  미  정

직판장. 광주광역시 북구 두리봉길 10, 1층(두암동)

Tel. 062)233-9289         Fax. 062)572-9280
공   장.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2-14
사무실. 061)356-4422
E-mail. ykpark5816@naver.com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3-3 참빛타워 5층, 
용두주공아파트 입구
Tel. 062)575-0123       Fax. 062)261-7528

농협 601137-52-398525  예금주 : 김재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63번길 23(매월동)
Tel. 062)716-7709    Fax. 062)973-9007
Mobile. 010-5791-6060
E-mail. hshs201306@naver.com
네이버 bokyungfood.allofthat.kr

Mobile. 010-4900-9289

특산물 영광굴비 법성은해굴비(주)직가공

NEW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



MENU

후라이드, 양념치킨
반반치킨, 간장치킨

+ 무료서비스
똥집 + 떡살 + 무우 + 소스 + 소금 + 콜라

전통가마솥 통닭의 자존심!! 
옛날 튀김방식 그대로 튀겨내어 바삭한 맛이 일품!!

생맥주배달
학교, 어린이집, 급식 및

단체 예약주문 환영신속배달 972-9300

“가마솥 통닭의 진수를 맛보여 드립니다.”

 양 촌 리 통 닭
가마솥 통닭

원조 

제35대 광주전남 무등대동제및학장배가요제 축하합니다.

비앤비는 36년간 부식방지와 관련해 세라믹계 방수/방식/보수제, 코팅제를

꾸준히 연구 및 개발, 제조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 산업통산자원부 신제품인증, 부품소재신뢰성 인증을 받았고,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아 전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식방지 최고의 기업입니다.

제주지사｜제주시 노연로 37-1 1층
본사｜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96번길 56
 Tel: 031-543-2223
 E-mail: bnb@atometal.co.kr

(주)BNB 제주지사

대표 변현경  제주지역대학 총학생회장

010-2695-0033 / 010-9504-9876
E-mail. jangkum9876@hanmail.net



(주)스카이장례식장
고객을 하늘같이 섬기겠습니다.

수완동 자동차 매매단지 입구
Tel. (062)  951-1004(천사)

호남 최대 규모 호텔급 장례식장
- 400여명 동시 수용 가능한 접객실 2곳 운영

- 광주최초 2실의 입관시설 도입으로 고객편의제공

- 연건평 6,000㎡의 호남지역 최대시설 최대면적

- 1,000여대 동시 주차 및 각종 편의시설 보유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6(지산동)

Tel. 062-226-0889      Fax. 062-226-5453

대표변호사  이   승   채

담당변호사  추   장   훈

송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부동산컨설팅, 법률자문

개인회생, 파산, 주택재개발, 재건축, 의료소송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