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입학식 식사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강원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 교직원, 재학생, 그리고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신입생의 뒷바라지에 모든 정성을 쏟아 오신 부모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학교가 개교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14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춘천, 삼척, 도계 3개의 캠퍼스에 학부 신입생 4,500여명이 입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이며,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신입생들이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2017년은 강원대학교의 미래 계획서인 KNU 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선포한 해입니다.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고하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릴 때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교육의 패러다임도 혁신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교육은
실사구시형 창의·협동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경험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 인성, 창의, 협동, 실천 역량들을 개발하고
배가되도록 전 방위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올바른 마음, 열린 정신으로 실재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아가 삶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학생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시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입학과 동시에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지만,
미래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새로운 전공 분야를 배우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는 미래융합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율설계연계전공, 융복합연계전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대학생활은 물론 본인이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이며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입학식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저마다의 각오를 다짐하고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모두가
탐내는 최고의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꾸는 사람만이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
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회나 개인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나 기업가들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꿈을 설계하는데 그치지 말고 매일 실천해 나가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뚜렷하게
세우고, 행동에 대한 책임과 자율을 스스로 실천하며,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대학생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신입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늘 보람되고 알찬 결실
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