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직원 퇴임식」 송별사
(`19.6.26<수>, 11시, 글로벌경영관 AMP컨퍼런스홀)

❍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 어느새 2019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분주하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 오늘 이 자리는 반평생을 대학에 근무하시면서 학교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공적을 기리고, 학교를
떠난 후 맞이하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
다.

❍ 오늘 퇴임을 맞이하시는 진상용, 이보희, 함춘식 선생님과 공로연
수에 들어가시는 최승화 과장님을 비롯한 열 분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대학에서 근무하며 대학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보다 직장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긴급한
업무나 근무 등으로 무수한 날들을 밤을 지새우기도 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오직 굳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오늘 영예로운
정년퇴임과 공로연수를 맞이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의 명예로운 자리에 서기까지 한 평생 반려자로서 묵묵
히 인내하고 내조해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평생을 몸담은 직장을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 직장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떠난 퇴직자들이
15~17%이고,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7%라고 합니다. 7% 안에
들어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입니다.

❍ 여러분들이 과거 24시간 불철주야 어려운 세월을 극복하며 보다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기에, 후배들이 지금처럼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날 우리대학이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평가받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여러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일구어놓은 결실을 이어받아 남아있는 우리들도 좀
더 나은 강원대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에 계셨다는 것이 대학에 큰 행운이었고, 저
역시도 총장직을 수행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 흔히들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동안 몸 담아왔던 학교에서의 생활을 마치게 되지만 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젊은시절 열정을 불태운 공직생활을 떠나시며, 그동안 하고 싶었
던, 또 업무적으로 바쁘셔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리운 친구나 친지분들도 만나시며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여는 희망의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캠퍼스를 떠나 있어도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후배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높은 경륜과 지혜는 후배 직원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끝으로, 오늘 정년퇴임을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
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