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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Library Lg V50
Getting the books Lg V50 now is not type of inspiring means. You could not isolated going in imitation of book addition or library or borrowing from your connections to read them. This is an certainly easy means to speciﬁcally get guide by on-line. This online statement Lg V50 can be one of the options
to accompany you taking into consideration having additional time.
It will not waste your time. endure me, the e-book will agreed broadcast you supplementary situation to read. Just invest tiny times to entre this on-line revelation Lg V50 as with ease as review them wherever you a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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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Noise and Management
Overview from Past to Present
John Wiley & Sons Environmental Noise and Management Selma Kurra,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and dBKES Engineering Ltd, Turkey A comprehensive overview of environmental noise pollution from the standpoint of environmental impact and control Environmental noise is studied, regulated and
monitored by many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forming the basis for a number of diﬀerent occupations due to the adverse eﬀects of noise exposure. Environmental Noise and Management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environmental noise pollution. The book begins by covering
the fundamentals of noise and acoustics, major noise sources and predic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Developments in noise measuring techniques, and mapping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control noise pollution are then discussed,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presented. Technological
advances and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strategy and action plans are also covered in depth. Key features: Summariz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covering nois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practice. Presents technological advances and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strategy and action plans. Covers developments in noise measuring techniques, prediction models, mapping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control noise pollution. Environmental Noise and Management is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involved in noise
pollution from the standpoint of environmental impact and control.

Understanding 5G Mobile Networks
A Multidisciplinary Primer
Emerald Group Publishing Understanding 5G Mobile Networks: A Multidisciplinary Primer oﬀers the ﬁrst manageable overview of 5G for a non-technical audience, and speciﬁcally a broad, multidisciplinary survey of the spectrum and the licensing and launch of 5G networks throughout the world,
distinguishing standalone 5G from non-standalone 5G.

Mentoring Millennials in an Asian Context
Talent Management Insights from Singapore
Emerald Group Publishing This book answers an important question: if mentoring research coming out of Western nation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mentoring millennials brings tangible beneﬁts to the organisation in the areas of job satisfaction, organisational commitment and employee
retention, would such observations be seen in an Asian context?

Why The 5 G RACE Matters
Estalontech US lоbbуing аgаinѕt Chinese ﬁrm Huаwеi, оnе оf thе biggеѕt рhоnе mаkеrѕ аnd tеlесоmmuniсаtiоnѕ kit providers in thе wоrld, hit a new lеvеl thiѕ week during the phone induѕtrу'ѕ big annual соnfеrеnсе. Arоund 100,000 tесhnоlоgу vеndоrѕ, саrriеrѕ, аnd dеviсе makers hеаd to Mоbilе
World Congress in Bаrсеlоnа every уеаr bоth to strike dеаlѕ and to showcase emerging tесhnоlоgiеѕ. This year, the соnvеrѕаtiоn wаѕ dominated аlmоѕt exclusively bу 5G, as саrriеrѕ look tо intrоduсе next-generation, ѕuреrfаѕt mobile nеtwоrkѕ. Thе conference was hеаvilу sponsored bу 5 G companies
as most of these Telco will make their big pitch about their 5G сараbilitiеѕ. But looming in thе bасkgrоund were thе months оf negative рrеѕѕ about whеthеr Huаwеi'ѕ еԛuiрmеnt might to serve as bасkdооr option Thе US iѕ wоrriеd аbоut Chinа'ѕ riѕing military аnd economic роwеr. Amеriса'ѕ lоbbуing
eﬀorts are аbоut mоrе thаn juѕt рrоtесting thе West's nаѕсеnt 5G networks as the recent trade negotiation saw the outbreak of a rapidly escalating trade war which witness conﬂicting events of custom tariﬀs implemenation to a Tit-for-Tat retaliation and now heighten various technological trade
restriction between US and all other competing countries for especially 5 G related technological based products This Trade Conﬂict resemble a рrоxу fоr biggеr US fеаrѕ аbоut China's аmbitiоn. Citing reports on almost every newsmedia who expresses there seem no dоubt Chinа iѕ a ѕigniﬁсаnt thrеаt
for thе Unitеd Stаtеѕ, thеу аrе соmmittеd tо bесоming a lеаd есоnоmiс and militаrу роwеr in thе wоrld." Eventually the 5 G Elite from China could be in thе роѕitiоn whеrе it соuld intеrfеrе with dаtа trаﬃс, sharing usage, or even еngаging in рrоасtivе асtivitу to еxtrасt thаt infоrmаtiоn аnd uѕе it fоr
their оwn bеnеﬁt…US Media Aссоrding tо a leading Telco Statistic report , thеrе will be a tоtаl of 29 billiоn connected dеviсеѕ bу 2022. "Whоеvеr gets to dоminаtе 5G infrаѕtruсturе will become thе owner of thе nеxt gеnеrаtiоn оf thе wоrld'ѕ tеlесоmѕ infrаѕtruсturе," So WHO will come out as the Leader
of the 5 G Race . Will it Matters ?

Technology Trends in Materials Manage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Use of Technology in Materials Management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s
Xlibris Corporation This is a textbook about the key three pillars of Material Management; Warehousing,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and technology trends that being oﬀered to improve these three functions. The book describes all activities and duties of each pillar in detail in order to let readers
be familiar with the basic functions of each of them. After explaining the basic responsibilities of (Warehousing,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the book then moved to focus on the technology applications in each of them, bringing up all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three functions and minimize costs and errors. The author concentrated on the results that directly aﬀect customer service, costs, productivity, quality of work, and achieving strategic objectives by implementing such technologies in Mate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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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International 2021 - Late Breaking Papers: Cognition, Inclusion, Learning, and Culture
23rd HCI International Conference, HCII 2021, Virtual Event, July 24–29, 2021, Proceedings
Springer Nature This book constitutes late breaking papers from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I 2021, which was held in July 2021. The conference was planned to take place in Washington DC, USA but had to change to a virtual conference mod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 total of 5222 individual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industry, and governmental agencies from 81 countries submitted contributions, and 1276 papers and 241 posters were included in the volumes of the proceedings that were published before the start of the conference.
Additionally, 174 papers and 146 posters are included in the volumes of the proceedings published after the conference, as “Late Breaking Work” (papers and posters). The contributions thoroughly cover the entire ﬁeld of HCI, addressing major advances in knowledge and eﬀective use of computers in a
variety of application areas.

Ride Technology Wave for Career Success
Continuous Learning Newer Technologies, Innovating and Integrating are Keys to Success
Notion Press The book is a jargon-free, compact, easy-to-grasp and handy guide for graduating students, young technology professionals, business process analysts, infrastructure engineers, designers and software programmers. It will propel you to equip yourself with newer skills and stay in demand
during the fast-moving industrial revolution (IR 4.0). The impact of growing technologies, job losses due to automation and global uncertainty have been highlighted in the book. A pathway has been shown for riding the technology wave to succeed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your organisation. New
jobs require working smartly using new technical skills, multi-tasking and out-of-the-box thinking. Sustenance of a job in such a scenario needs fast learning and adoption of newer skills, innovation, integration, networking and enduring alliances. The book adequately covers new technology areas related
to IT trends, AI, ML Internet of Things (IoT), robotics, drones, 3-D printing, VR-AR, 5G, big data, cloud computing, cyber security and blockchain. The book recommends the readers quickly acquire new skills and adopt emerging technologies to reap early beneﬁts.

亞洲主要國家5G發展現況分析
資訊工業策進會產業情報研究所 在全球邁向5G網路的潮流底下，許多資訊（IT）相關業者也逐漸踏入通訊領域（CT），漸漸形成一個雲網融合的世代。而在ICT進一步整合的趨勢下，中國大陸三大互聯網企業（阿里巴巴、百度、騰訊科技）也進行相關5G策略布局。 自2019年10月5G商轉開始，累計至2021年4月，中國大陸三大電信商5G用戶數合計達4.2億人，5G基地台建設方面，三大電信商合計建成81.9萬座5G基地台，約占全球5G基地台數量約70%，中國大陸成為在5G發展上為領先國家，其5G發展現況具指標性意義。
在5G資費上三大電信商皆取消了吃到飽服務。在應用服務上，電信商各自拉攏異業結盟，形成自有服務生態系，生態系中包含影音串流平台、串流音樂、雲端遊戲、閱讀平台業者，提供加值服務以吸引消費者。 日本5G發展方面，日本推出5G網路商用服務的時程相較於南韓晚了整整一年，2020年3月，日本三大運營商NTT DoCoMo、Softbank、KDDI相繼推出5G商用服務，自此日本正式進入5G時代；後起之秀Rakuten Mobile原訂於2020年6月啟用5G網路，最終則是在2020年9月底推出5G商用服務，
因5G商用時程相對南韓、中國大陸、美國等國家更短，就當前5G發展來說，相關的部署應用仍處於探索和驗證的階段。 南韓在5G領域中堅持「全球首發」，總統文在寅也將5G定位為任內的「第3座里程碑」，要在起跑線使出全力衝刺，達到全球ICT領先的目標，南韓官方與民間合計投入超過30兆韓元發展「5G+戰略」。 根據南韓科學技術信息通信部（Master of Sci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MSIT）發布的行動通訊服務統計資料，至2020年12月底，南韓5G用戶達到11,851,373人，占
所有網路用戶約16.8％；個別業者占比部分，SK Telecom擁有超過547.6萬的5G用戶數，排名第一；其次是Korea Telecom擁有約361.7萬用戶，第三大業者LG U+則擁有約275萬用戶。三大營運商成功在2020年底前突破千萬5G用戶數目標，尤其月增用戶數在最後一季的表現由每月50餘萬戶增長至每月90萬戶以上。 本書以亞洲主要國家5G發展現況分析為主題，分別彙整中國大陸、日本、南韓之5G發展現況分析，內容涵蓋5G發展現況、主要電信商布局、發展趨勢，供5G產業相關從業者或機構以資參考。

Android 玩樂誌 Vol.128
X Tips 手機播放YouTube影片有不同方法，最基本的原裝YouTube App雖然好用，但是卻有廣告、不容許背景播放等等，讓用戶感到討厭的限制。當然外國有Premium功能，讓你付費解決以上的限制，但沒有這項服務的地區，可嘗試其他第三方應用程式。這次介紹的YouTube Vanced就近乎完美地實現YouTube Premium功能。

Control Engineering
Основы гидравлик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Litres Даны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гидравлики, систе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расчету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насосных станций и сетей. Приведены основы расчета водопроводной сети, элементы систем внутренней канализаци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строитель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но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занимающимся вопросами расчета и эксплуатацией гидравлических систем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TÉCNICO en Guarda Particular de Campo, Caza y Guardapesca Marítimo
José Manuel Ferro Veiga Este curso está dirigido a los profesionales interesados por el mundo de la Seguridad Privada, así como también a todas aquellas personas interesadas en adquirir conocimientos relacionados con este ámbito. Este Curso de Guarda rural con sus dos especialidades tiene los
siguientes objetivos: - Conocer el ordenamiento jurídico español de la Seguridad Privada. - Saber las diferentes leyes, reglamentos y normativas que abordan la Seguridad Privada. - Aprender las medidas a adoptar por el personal de Seguridad Privada. - Conocer los diferentes ámbitos de aplicación del
personal de la Seguridad Privada. - Saber o conocer el derecho penal y procesal, al igual que los derechos del propio ciudadano. - Optimizar los recursos para ofrecer un mejor servicio y profesionalidad ante cualquier situación en colaboración con otros cuerpos y fuerzas de seguridad. - Capacitar al
alumnado para desarrollar de forma satisfactoria las funciones propias de un Guarda de Caza y guarda pesca-marítimo - Facultar a los participantes para reaccionar adecuadamente ante la detección de elementos agresivos o peligrosos en el medio rural, especíﬁcamente, al cuidado y vigilancia de toda
acción referente a la caza y pesca Los guardas rurales ejercerán funciones de vigilancia y protección de personas y bienes en ﬁncas rústicas, así como en las instalaciones agrícolas, industriales o comerciales que se encuentren en ellas. A los guardas de caza corresponde desempeñar las funciones
mencionadas en el apartado anterior para los guardas rurales y, además, las de vigilancia y protección en las ﬁncas de caza en cuanto a los distintos aspectos del régimen cinegético y espacios de pesca ﬂuvial. Corresponde a los guardapescas marítimos desempeñar, además de las funciones previstas
para los guardas rurales, las de vigilancia y protección de los establecimientos de acuicultura y zonas marítimas con ﬁnes pesqueros. Los guardas de caza y los guardapescas marítimos podrán proceder a la retirada u ocupación de las piezas cobradas y los medios de caza y pesca, incluidas armas,
cuando aquéllos hubieran sido utilizados para cometer una infracción, procediendo a su entrega inmediata a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competentes.

Tecnolandia
El mundo mágico de las tecnologías
Wanceulen S.L. A lo largo de la historia, las revoluciones industriales tuvieron un papel crucial inﬂuenciando el desarrollo de las sociedades y las personas. En el siglo XIX, la revolución industrial marcó a fuego la llegada del hombre entendido como una entidad sociocultural. El autor plantea con
claridad la llegada de la era de las tecnologías y la explosión de un mundo digital , lo cual ha generado un crecimiento sin precedentes, dando lugar a una revolución que dio nacimiento a una sociedad nueva con protocolos universales jamás conocidos, a la que denomina Tecnolandia. Esta obra marca
los detalles de la ingeniería de funcionamiento de la nueva estructura social con un lenguaje sencillo dando cuenta de cómo sobrevino una tecnología que esta al alcance de todos. Molina ofrece en Tecnolandia, una hoja de ruta para descifrar los códigos de una nueva sociedad, en donde la
implementación de estas nuevas tecnologías se está manifestando sobre lo que denominaba el nacimiento de una sociedad intelig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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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eous Dielectrics III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eous Dielectrics, Knoxville, Tennessee, U.S.A., March 7-11, 1982
Elsevier Gaseous Dielectrics III is a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eous Dielectrics, held in Knoxville, Tennessee on March 7-11, 1982. This book is divided into 12 chapters, and begins with the elastic scattering of electrons in gases, particularly the
measurements of diﬀerential cross sections at low energies for electrons in electron-attaching gases. The next chapters deal with the basic mechanism of gaseous dielectrics, particularly the spark formation, corona attenuation and distortion, and examples of gaseous dielectric systems. These topics
are followed by discussions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impulse breakdown, as well as the inﬂuence of gas pressure, gap distance, ﬁeld distribution, and overvoltage on the formative time lag for approximately uniform ﬁeld distribution. Other chapters examine the concept of surface ﬂashover and the
decomposition, aging, and bioenvironmental eﬀects of gaseous dielectrics. The ﬁnal chapters look into their analysis, gas-insulated equipment, and the properties of hexaﬂuorosulﬁde. This book will prove useful to basic scientists, engineers, and users of gaseous dielectrics.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82 UK University of Oxford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도시(College town), 옥스퍼드(Oxford) :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80 km 떨어진 옥스퍼드(Oxford)는 도시 이름이 대학이름과 동일시될 정도로 유서깊은 ‘대학도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은 헨리 2세가 기존의 학교를 통폐합해 1249년 설립한 것으로, 머튼 칼리지(Merton College),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막달렌 칼리
지(Magdalen College), 뉴 칼리지(New College) 등 크고 작은 단과대학을 포괄합니다. 대학의 성장이 곧 도시의 성장일 정도로 영국을 대표하는 40여개의 단과대학이 밀집되어 있지요! 영국 수상만 30여명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만 50여명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연구자, 과학자를 대거 배출하였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인물로는 최근 서거한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을 비롯해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동성애자이자 극작가로 이름을 떨친 오스카 와일드(Oscar Fingal O'Flahertie Wills Wilde), 시인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전투적 무신론자로 분류되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반지의 제왕’ 저자 존 로널드 루엘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 42대 미대통령 빌 클린턴 (Bill Clinton) 등이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버스? 펀팅(Punting)! : 템스강의 지류 처웰 강(River Cherwell)이 구석구석 뻗어있는 옥스퍼드는 지명 자체가 소(Ox)와 개울(Ford)의 합성어일 정도로 수많은 개울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처웰 강은 수심이 그리 깊지도 않고, 항시 잔잔한 편이라 사람의 동력만으로 노저어 가는 펀팅(Punting)이 이동 수단 겸 레포츠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옥스퍼드를 찾는 관광객이 한번쯤 즐기는 체험활동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구글에서는 옥스퍼드에 한해 버스, 자가운전, 도보 외에도 펀팅 노선
을 별도로 검색 노출해 줍니다. 대학 대항전의 원조, 옥스퍼드(University of Oxford) VS 케임브리지(University of Cambridge) :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대 옥스퍼드(University of Oxford)와 케임브리지(University of Cambridge)는 친선과 경쟁의 취지로 벌이는 각종 대항전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는 조정 경기(Rowing, The Boat Race)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을 겨루며, 영국에서는 BBC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주목
받는 스포츠대전입니다! 1829년 최초로 열렸으며, 1856년부터 매년 열리는 정기전으로 정례화되었습니다. 런던보다 5분 늦게, 옥스퍼드 타임(Oxford Time) : 세계의 표준시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Royal Observatory, Greenwich)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Christ Church College)는 영국보다 5분 늦은 옥스퍼드 타임에 맞춰 매일 저녁 21시 5분 통금을 알리는 종을 치는 전통이 있는데요, 런던 못지 않은 ‘옥스퍼드 부심’이 느
껴지는 대목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톰 타워(Tom Tower)의 종(Great Tom, 무려 7톤!!)은 12세기 문을 닫은 오스니 수도원(Osney Abbey)에서 옮겨온 것으로, 옥스퍼드에서 만들어진 종은 아닙니다. 매일밤 101번 종이 울리는데, 이는 대학의 학생 숫자를 의미하며, 본디 100명이였으나, 1663년 1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촬영지 : 크라이스트 처
치(Christ Church)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연회장 촬영지(실제로는 세트장에서 촬영)이며, 해리, 론, 헤르미온느가 책을 찾으며, 대화하는 장면은 보들리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잘 만든 영국작가의 판타지 작품 하나가 옥스퍼드에 수많은 관광객을 선사한 셈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 이름만 보면 교회인 듯 싶지만, 옥스퍼드의 단과대 중 하나로, 1525년 설립할 당시 예비 추기경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의미에서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까지도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Christ Church College)의 학장은 성직자만 선발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요. 학생식당(Great Hall)의 창문에는 그 유명한 ‘앨리스’와 ‘토끼’가 그려져 있으며, 학생들의 식사 시간에는 입장 불가. 역대 옥스퍼드대의 교수와 학장들의 초상화에서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을 찾아보는 것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숨바꼭질이랍니다. 힌트를 한가지 드리자면, 루이스 캐럴은 필명으로 그의 본명은 찰스 럿위지 도지슨(Charles
Lutwidge Dodgson)!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
(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현장학습(Field Trip)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UK
University of Oxford) 캠퍼스투어(Campus Tour) Editor’s NoteⅠ. 16가지 키워드로 읽는 유럽(Europe) Editor’s NoteⅡ. 5가지 키워드로 읽는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01. 빅토리아역(Victoria Station), 빅토리아 버스역(Victoria Coach Station) Editor’s Note. 런던에서 옥스퍼드 가는 2가지 방법 02. 옥스포드 버스정류장(Oxford, Gloucester
Green), Old Fire Station Editor’s Note. 현지인과 옥스퍼드를 여행하는 법 03. 길거리 공연 04. 카팩스 타워(Carfax Tower) 05. Oxford Central Library 06. St Ebbe's Church Headington, County Hall 07. 옥스퍼드 캐슬 & 감옥(Oxford Castle & Prison), The Motte and Bailey 08.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촬영지 :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Christ Church Meadow 09. 레드클리프 카메라(Radcliﬀe Camera) 10. 세인트 메리 교회(The University Church of St Mary the Virgin) 11.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촬영지 : 보들리안 도서관(Bodleian Library) 12. 옥스퍼드 탄식의 다리(Bridge of Sighs) Editor’s Note. 베네치아 탄식의 다리(Ponte dei Sospiri)
와 카사노바(Casanova) 13. St Helen's Passage, Turf Tavern 14. 뉴 칼리지 채플(New College Chapel) 15. 옥스퍼드 운하(Oxford Canal) Editor’s Note. 옥스퍼드의 명물 펀팅(Punting)과 구글맵(Google Map) 16. Angel and Greyhound Meadow 17. Thai Orchid Restaurant 18. 보태닉 가든(University of Oxford Botanic Garden) 19. 뉴 칼리지(New
College)~Linacr'e College 20. 옥스퍼드대 자연사박물관(Oxford University Museum of Natural History), 핏 리버 박물관(Pitt Rivers Museum) 21. 세인트 존스 칼리지(St John's College) 22. 매갈렌 칼리지(Magdalen College), 세인트 메리 매갈렌(The Church of St Mary Magdalen) 23.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 24. 웨스트게이트 옥스퍼드(Westgate Oxford) 졸
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
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
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
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
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
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
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
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
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31 Gachon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가천대학교는 2012년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통합하며 출범하였으며, 이는 ‘국내 최초 4년제 대학 간의 통합’입니다. 통합한 이후 기존의 대학교 부지는 경기도 성남 글로벌캠퍼스(舊 경원대학교 + 경원전문대)와 인천 연수구 메디컬캠퍼스(舊 가천의과학대학교 + 가천길대학), 이원화 캠퍼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려 4개의 대학교가 통합한 가천대학교는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의 통합대학답게 교원과 대학원, 학부생을 포함
한 인원이 3만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성남과 인천 연수구 외에도 가천대학교 길병원(의과대학), 가천창의팩토리(舊 강화캠퍼스), 어학연수를 위한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서울’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강남역까지의 거리가 약 8.6 km, 잠실 롯데월드까지 7 km, 수서역까지 4.5 km에 불과할 정도로 어지간한 서울 외곽 대학교보다 오히려 지리적인 위치가 탁월합니다.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은 학교 건물인 비전 타워(Vision Tower)와
지하공간을 통해 연결된 ‘초역세권 캠퍼스’로 쾌적한 동선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으로 시작한 대학교답게 의과대, 한의과대, 약학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등 의학 관련 대학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남부, ‘수도권의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대학교입니다. 단 서울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와 2012년 통합하며 시작되었다는 짧은 역사로 인한 인지도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가천(嘉泉)은 아름다울 가(嘉)와 샘 천(泉)의 합성어로, 초대 총장 이길여(李吉女)의 호입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캠퍼스에서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 호텔을?! : 2010년 완공된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가천대 비전타워(Vision Tower)는 ‘글로벌 캠퍼스의 랜드마크’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개찰구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최초의 캠퍼스란 진기록과 함께 스타덤 광장까지 불과 65 미터, 1분 안에 연결되며 캠퍼스 동편의 건물로 광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하이면서 지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스카이실링(Sky Ceiling) 공법은 미국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 호텔을 벤쳐마킹한 것으로 내부에서도 바깥 날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분수쇼를 연출한 실내정원과 베네치아 양식의 휴게공간은 물론,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명예술 연출가 알랭 귈로가 연출한 경관조명까지... 이곳은 롯데월드가 아니라, 가천대 캠퍼스입니다! 가천관(舊 기술관) & 잔디광장 : 가천관(舊 기술관)과 제2기숙사는 글로벌 캠퍼스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가천대의 랜드마
크입니다. 기술관을 허물로 신축한 가천관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초대형 건축물로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강의실, 연구실, 체육실습실 등으로 활용되며, 제2기숙사는 원거리 통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가천관(舊 기술관) 앞 잔디광장에는 꽈배기를 닮은 ‘무한대상’과 ‘총장 동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에코순환버스? 무당이! : 교내 순환버스는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학교의 또 다른 상징물입니다.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순환
버스는 총 4대로, 정문부터 기숙사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20분 코스로 운행됩니다. 놀이동산에서나 만날 법한 새빨간 딱정벌레 모양의 디자인은 총장님의 아이디어로, 현대자동차가 손 놓자 중국에 수배해 들여왔답니다. 좌우가 훤히 뚫려 있어 시원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을뿐더러, 전기 충전식 차량으로 환경에도 좋은 에코순환버스랍니다. 인천 연수구 가천대 메디컬캠퍼스(舊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 : “저희는 의대인지라 다른 캠퍼스 투어하고는 달리 ‘매디컬 캠퍼스 투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코스와
캠퍼스 외곽 코스 두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캠퍼스 투어를 하고 나면, 절로 건강해 진다는 속설(?)을 직접 함께 체험해 보아요! 참고로, 가천의대의 건물은 모두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캠퍼스 코스만큼은 비오는 날에도 우산 걱정 없이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문 앞의 대학로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약학대학(舊 봉사관) 인수당(4F) : 인수당은 전통 양식으로 디자인된 ‘전통 차 체험공간’입니다. 전통 차와 다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실습 공간인데요, 대학교에 이같은 공간이 있는 건 흔치 않을 겁니다. 이길
여 회장의 인터뷰 중에 “어느 외국인에게 숭늉을 전통차라고 소개했다는 일화를 전해 듣고, 부끄러운 나머지 병원에 한국의 전통차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간호사의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환자에게 따뜻한 병원’이란 인식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
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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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가천대학교(嘉泉大學敎, Gachon Universit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가천대학교(嘉泉大學敎, Gachon University) 캠퍼
스투어(Campus Tour) A. 경기도 성남 가천대 글로벌캠퍼스(舊 경원대학교·경원전문대) A-1.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A-2. 비전타워(Vision Tower) A-3. 공과대학2(舊 창의관) A-4. 산학협력관(舊 웅지관) A-5. 바이오나노연구원(舊 미래1관) 가천에너지연구원 A-6. 한의과대학(舊 미래2관) 하늘공원 A-7. 가천관(舊 기술관) & 잔디광장 A-8. 바이오나노대학(舊 진리관) & 송광영·천세용 민주열사 추모비 A-9. S동(舊 정의관) A-10. 헐떡고개 & 바람개비 동산 A-11. 교육대학원
(舊 아름관) A-12. 중앙도서관 & 천소룡 추모비 A-13. 학생회관(舊 세종관) A-14. 대운동장 A-15. 학생생활관(제1기숙사) & 제2기숙사(2017) A-16. 에코버스(무당이) 셔틀버스 A-17. 예술체육대학2(舊 예음관) A-18. 예술체육대학1(舊 창조관) & 학생식당 A-19. 키스 해링(Keith Harring) A-20. 야외분수대 A-21. 제151학군단 A-22. 공과대학1(舊 공학관) A-23. IT융합대학(舊 새롬관) & 전자정보도서관 A-24. 셔틀버스 정류장 A-25. 비전타워B(선
큰광장) A-26. 글로벌센터(舊 국제어학원) A-27. 포크포크(Pork Fork) B. 인천 연수구 가천대 메디컬캠퍼스(舊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 B-1. 대학로(大學路) B-2. 운동장 B-3. 간호대학(舊 박애관) B-3-A. 베이커리 카페 OHOO(오후)(1F) B-3-B. 가천의 추억이 대롱대롱(전시회) B-3-C. 중앙도서관(B1) B-4. 약학대학(舊 봉사관) B-4-A. 건강관리센터 B-4-B. 서점 B-4-C. 인수당(4F) B-4-D. 치매통합관리센터(5F) B-5. 구름다리 B-6. 보건과학대학(舊
가천관) B-6-A. 오죽헌(烏竹軒)(4F) B-6-B. 건강검진상담실(4F) B-6-C. Barista Patissier(4F) B-6-D. 간호학과 실습실(4F) B-6-E. 치위생학과 실습실(12F) B-6-F. JOB Cafe(1F) B-7. 학생회관(舊 애국관) B-7-A. 홍보대사 가천美 206호(동아리실) B-7-B. 실내 체육관 & 약초원 B-7-C. 학생식당 B-8. 함박마을 하네돈까스 C.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의과대학) C-1. 여성전문센터 C-2. 뇌과학연구소 C-3. 암센터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가천대학교(嘉泉大學敎, Gachon Universit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가천길재단과 이길여 회장 02. 가천대의 축제 03. 가천의대? 가천의과대? 가천대?(메디컬 캠퍼스) 04. 死단지? 함박마을!(메디컬 캠퍼스) 05. 벚꽃길(메디컬 캠퍼스) 06.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박물관 07.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BRC연구소(Bio Research Complex)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
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
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
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
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
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
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
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84 Turkey Istanbul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터키의 서울대,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y) : 이스탄불 대학교는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Mehmet II)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을 정복한 1453년 후 세운 메드레세(Medrese)를 모태로 하는 유구한 역사의 교육기관입니다. 메드레세는 1846년 Darülfünûn(다문화 과학원)을 거쳐 1933년 현재의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y)로
발전하였으며,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부생만 10만 명에 달하는 메가 유니버시티입니다. 본교 베야지트 캠퍼스(Beyazıt Campus)를 비롯해 Vezneciler Campus, Avcılar Campus, Çapa Campus, Kadıköy Campus까지 5곳의 멀티 캠퍼스 체재로 17개 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 없으면, 입장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추천할만한 ‘이스탄불 관광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터키와 이슬람의 캠퍼스라이프를 엿보는 것
또한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묘미일 것입니다. 교내에 85미터에 달하는 높다란 바예지드 탑(Beyazıt Kulesi)이 전망대 역할을 하고, 수많은 작가를 배출한 문과대 박물관을 비롯해 정문 앞의 베야지드 모스크(Beyazıt Camii) 등 볼거리가 쏠쏠합니다. 특히 이스탄불 대학교의 정문(Gate)은 500리라 뒷면(1971~1984년)에 새겨진 유서깊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느긋한 이스탄불 여행자에게 ‘일반 관광객은 찾지 않을 특별한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노벨상 수상자만 2명! : 201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아지즈 산카르(Aziz Sancar)는 이스탄불 대학교 의학부(the Faculty of Medicine of Istanbul University) 출신으로, 국내에도 ‘내 이름은 빨강’ 등이 번역출간된 바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페리트 파묵(Orhan Ferit Pamuk)에 이은 ‘터키의 2번째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오르한 파묵 또한 이스탄불 출신의 세계적
인 작가로 이스탄불 공과대학교(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건축학과와 이스탄불 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the Institute of Journalism at the University of Istanbul)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압둘라 귈(Abdullah Gül)을 비롯해 5명의 총리(Reﬁk Saydam, Yıldırım Akbulut, Sadi Irmak, Mehmet Naim Talu, Suad Hayri Ürgüplü, Nihat Erim), 2명의 장관(Mehmet Ali
Şahin, Turhan Feyzioğlu) 등 고위 정치인은 물론 과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키를 대표하는 인물을 대거 배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출신?! :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2대 대통령 이츠하크 벤즈비(Yitzhak Ben-Zvi)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 모셰 샤레트(Moshe Sharett) 또한 이스탄불 대학교 출신이란 것입니다. 이츠하크 벤즈비는 1952년부터 63년까지 무려 12년을 집권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 길진 않
습니다만)이며,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1~4대, 7~10대 총리를 역임한 전무후무한 정치인으로, 이스라엘 최대 공항 벤구리온 공항(Nemal HaTe'ūfa Ben Gurion)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셰 샤례트가 5~6기 총리였으니, 이스라엘의 1대부터 10대까지 총리를 모두 이스탄불 대학교가 배출한 셈입니다. 타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그것도 종교와 문화가 상이한 터키(오스만 제국)에서 배출하였다니, 흥미롭고도 놀랍네요! 이스탄불 대학교 최고(最高)! 바예지드 탑(Beyazıt Kulesi)
: 학교에 전망대가?! 1749년 85미터 높이로 건설된 바예지드 탑(Beyazıt Kulesi)은 ‘이스탄불 대학교의 공식 전망대’로 화재 감시,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인 고층 건축물입니다. 야간에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통해 일기와 화재 유무 등을 신호로 발신합니다. 최초 건설될 당시 나무 소재의 건축물이였으나, 이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1756년과 1826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28년 현재의 근대식 건축물로 복원하였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의 입구, 베야지드 광장(Beyazıt
Meydanı) & 베야지드 모스크(Beyazıt Camii) : 오스만 술탄 바예지드 2세(Bayezid II)의 명으로 건설된 베야지드 모스크(Beyazıt Camii)는 1506년 완공된 17미터 높이의 고풍스러운 종교 건축물입니다. 바예지드 2세(Bayezid II)와 그의 딸, 오스만 제국 외교관 Mustafa Reşid Pasha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882년 기존의 주방을 개조해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였으며, 현재 십 만권 이상의 서적과 각종 자료를 소장한 이스탄불 시립 도서관(Istanbul
Municipal Library)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의 남단의 베야지드 광장(Beyazıt Meydanı)을 경계로 대학교 정문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인 동시에 이스탄불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학문의 전당’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
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
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현장학습(Field Trip) :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Turkey Istanbul Universi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16가지 키워드로 읽는 유럽(Europe) 02. 터키 여행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02-1. 20가지 키워드로 읽는 터키 02-2. 아시아인가, 유럽인가? 터키의 딜레마(09) 02-3. 터키의 종
교·이슬람(11) 02-4. 터키의 문화·예술(18) 02-5. 터키의 인물(08) 02-6. 대한민국과 터키의 관계(08) 02-7. 애거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가 오리엔트 특급 살인(Murder on the Orient Express)을 집필한 411호의 비밀 03.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y) 03-1. Faculty of Literature(문과대) 03-2. 문과대 고양이 03-3. 문과대 박물관 03-4. 중정(中庭) 03-5. 교내 카페 03-6. 대회의실 Konferans
Salonu 03-7. İstanbul Üniversitesi Açık ve Uzaktan Eğitim Fakültesi(AUZEF) 03-8. Erol Büfe 03-9. CAPTAIN SADRAZAM DERYA BASMACI ZADEN Ibrahim Pasha Mosque 03-10. Gate(Central) 03-11. İstanbul Üniversitesi Rektörlüğü 03-12. 바예지드 탑(Beyazıt Kulesi) 03-13. 학생식당 03-14. İstanbul Üniversitesi
Profesörler Evi 03-15. 베야지드 모스크(Beyazıt Camii) 03-16. 베야지드 광장(Beyazıt Meydanı) & Gate 03-17. Calligraphy Museum(Türk Vakıf Hat Sanatları Müzesi) 03-18. İstanbul Üniversitesi Avrasya Enstitüsü(유라시아 연구소) 03-19. Istanbul University Faculty of Fisheries(İstanbul Üniversitesi Su Ürünleri Fakültesi)(어업학부)
03-20. YUMNİ İŞ MERKEZİ(고서점가) 03-21. March 16th Martyrs Marker 03-22. Ziya Baba Turk Mutfagi(레스토랑)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
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
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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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
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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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電子 綠色運具商機蠢蠢欲動 電動車產業鏈蓄勢待發 電動車帶動交通工具百年一遇的典範轉移，在節能、減碳的大旗下，ICE車輛的發展空間越見壓縮，同時也為電動車與新能源車開闢了寬廣的發展大道。電動車發展過程有許多商機與產業機會應運而生，電動車產業鏈逐漸成形也帶動相關廠商積極卡位。 已經奔馳超過百年的內燃機(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車輛，最近幾年將出現產業發展的重大轉折，背後更是一場人類交通工具從內燃機轉換到電動馬達的革命。2019年3月，電動車領導廠商特斯拉(Tesla)宣布大幅降價，
引發「特斯拉之亂」，深入觀察可以發現電動車即將進入高速成長階段，不僅許多新興新能源車廠殺進市場，傳統車廠電動車的量產計畫更是磨刀霍霍，特斯拉主動降價背後有其龐大的產業競爭壓力。 依照各國政府近年宣布的時程，最快5~6年後，全球各國家地區就將陸續進入電動車時代，由政策帶動淘汰燃油車，電動車成為主流已是定局。然而從技術發展角度來觀察，電動車三大系統：馬達、電池、電控，同時也還面臨不少問題須要克服，「天下大亂，形勢大好」面臨交通工具百年一遇的典範轉移，克服問題的同時，也有許多商機與產業機會應運而生，如何發現與
掌握，該是關心此領域廠商最大的重點。 電動車主流勢不可擋 電動車趨勢已是眾望所歸。從整體汽車產業的發展來看，工研院產科國際所智慧車輛與系統研究部經理謝騄璘(圖1)指出，ICE車輛市場成長已接近飽和，2017年全球整車出貨成長率約3.1%，2018年僅1.6%，預計2021年左右純ICE將步上負成長之路(圖2)；反觀電動車2017年出貨量約310萬台，年成長率27.7%，2018年約370萬台(圖3)，年成長率18.3%，未來幾年將維持高度成長趨勢，2022年電動車總銷售量將跨越1,000萬門檻，並持續壓
縮ICE車輛的發展。 ※新電子科技雜誌簡介 新電子科技雜誌於1986年創刊，以台灣資訊電子上下游產業的訊息橋樑自居，提供國際與國內電子產業重點資訊，以利產業界人士掌握自有競爭力。雜誌內容徹底執行各專欄內容品質，透過讀者回函瞭解讀者意見，調整方向以專業豐富的內容建立特色；定期舉辦研討會、座談會、透過產業廠商的參與度，樹立專業形象；透過網際網路豐富資訊的提供，資訊擴及華人世界。更多資訊請參考：http://www.mem.com.tw 出版社 新電子 (城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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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37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拿撒勒大學校, Korea Nazarene University)는 1954년 개교한 나사렛신학원(Nazareth神學院)을 모태로, 1992년 나사렛신학대학을 거쳐 1996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문을 연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유지재단의 신학원이였으며, 1980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1965년 창립한 ‘개신교계 신학교육기관 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全國
神學大學協議會, Korea Association of Accredited Theological Schools)에 속한 40개 대학 중 하나로, 충남 아산 호서대와 함께 충남의 유이(有二)한 회원교입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믿음관(Faith Hall)(22) : 1층 재활보조공학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나사렛대의 다양한 보조기구와 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08학번 나비(Na-Be) 1기 박지환
군은 키보드의 기능을 마우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통합한 대체키보드, 머리와 소리압으로 조종하는 헤드 지 마우스, 일정 주기 간격으로 자세를 바꾸어 주어 혈액 순환 촉진을 돕는 자세변환 매트리스 등을 강추하더군요! 학생들의 실습실을 겸한 간호실 또한 깔끔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답니다. 나사렛대의 랜드마크, 나사렛관(Nazarene Hall)(02) :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나사렛관은 명실상부한 ‘나사렛대의 랜드마크’로 교목실,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비롯해 강의실, 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사렛대 캠퍼스맵에는 ‘도서관’을 찾을 수 없는데, 나사렛관 3층과 4층이 바로 도서관이랍니다. 나사렛관 6층 패치홀 또한 윌리엄 패치(William H. Patch) 명예총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한국명 백위열입니다. 제2창학관(Jubilee Hall)(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교내에 마련된 카페 와플은 재활자립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그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취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살
포시 품은 와플과 생과일주스가 인기 만점! 카페 또한 깔끔하고 조용해서 스터디 공간이나 미팅 공간으로도 북적거립니다. 나사렛대에 오셨다면 꼭 한번 들러서 재활자립학과 학생들의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 유일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1995) :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신설한 학과로 나사렛대에는 이 외에도 재활공학, 언어치료, 수화통역, 심리재활, 특수체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에 특화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활복지대학원(1999)과 ‘국내 유일 학습
장애인 학과과정’인 재활자립학과(2009)가 개설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장애인 재활복지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사렛대는 세계 각지에 형제자매가 있다?! : 교회에서 형제자매란 칭호를 쓰는 건 교인이 아니더라도 알만한 상식입니다만, 아니 세상에 대학에 형제자매가 있다니?! 미국 나사렛 교단 고등교육부 산하에 전 세계 53개의 대학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각지에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맥도널드나 스타벅스를 연상케 하네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종교의 힘이 아니라
면 5대양 6대주의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같은 이름의 대학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국가를 초월한 나사렛대의 네트워크 덕분에 나사렛대 학생들은 형제자매 대학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캐리비안, 중남부 아메리카까지! 할렐루야!! 나사렛대가 ‘장애인의 천국’인 6가지 이유 : 첫째, 정신장애학우가 입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 단순히 입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 마련된 제2창학관 카페 와플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
까지 제공합니다. 둘째, 장애물 없는 학교. 건물과 건물 사이마다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오은수 국제관은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로부터 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습니다. 셋째,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는 학교. 청각장애아에게는 수화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농인통역사가 지원된다는 점만으로도 헬렌 켈러는 나사렛대에 입학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수업에 수화통역사가 참석해 교수님의 강연을 동시통역하는 장면은 나사렛대에서는 흔한 광경인데요, 심지어
축제 무대에도 수화 통역사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온몸으로 통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홍보실의 명함을 받아보니 점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런 디테일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아니 전국에서 점자가 새겨진 명함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
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
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나사렛대학교(拿撒勒大學校, Korea Nazarene Universit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나사렛대학교(拿撒勒大學校, Korea Nazarene
Universi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정문(正門, Main Gate)(01) 02. 사랑관(Love Hall)(11) 03. 축제 : 대한적십자헌혈서포터즈 & 홍보대사 나비 04. 믿음관(Faith Hall)(22) 04-1. 재활보조공학센터 04-2. 간호실습실 05. 랏드리지2관(Lotridge 2 Hall)(21) 06. 나사렛 동산 & 운동기구 07. 정남수 기념관(Jung Namsoo Hall)(14) 08. 오웬스 국제관(Owens International Hall)(05) 09. 나사렛
관(Nazarene Hall)(02) 10. 경건관(Holiness Hall)(08) 11. Re-本 총여학생회 초청강연(2010) : 세계견문록 조명화, 배장환, 김도형 12. 시계탑 13. 나무계단(07) & 조경실습장(06) 14. 수도권 전철 1호선 쌍용역(雙龍驛)(나사렛대) 15. 브리지관(Bresee Hall)(4) 16. 제2창학관(Jubilee Hall)(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7. 랏드리지1관(Lotridge 1 Hall)(13) 직업정보검색대 18. 자립통합학습생활관(Self-Reliance
Integrated Dormitory)(16) 노천무대 19. 샤론관(Sharon Hall)(12) 20. 평생교육원 21. 어머님 항아리 손칼국수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나사렛대학교(拿撒勒大學校, Korea Nazarene Universit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캠퍼스에서 세계 각지의 성인을 만나다(08) 02. 전국 유일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1995) 03. 나사렛대는 세계 각지에 형제자매가 있다?! 04.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2012) 05. 나사렛대에 미소 천사가
많은 세 가지 이유 06. 나사렛대가 ‘장애인의 천국’인 6가지 이유 07. 나사렛대 캠퍼스스토리 08. 캠퍼스개더링(Campus Gathering) in 충남 천안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
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
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
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
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
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13 Sejong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부산 태종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명승 17호로 지정된 명승지로 조선의 3대 임금이자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太宗)과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나, 대학교는 분명 아니지요. 하지만, 세종의 묘호를 딴 세종대학교(世宗大學校, Sejong University)는 엄연히 실존합니다. 세상 세(世), 으뜸 종(宗) ‘세상의 으뜸’이란 뜻도 ‘학문의 전당’과 찰떡궁합이지요! 그러나, 세종대의 세종(世宗)은 수백 개에 달하는 제품을 비롯해 기관, 기업, 재
단명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고려대의 경우 조치원 서창 캠퍼스를 세종시 선정 이후 세종 캠퍼스로 변경하였고 세종대와 법적 분쟁까지 갔으나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세종이 특정 재단, 특정 학교, 특정인의 소유가 되기엔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이거니와 지명(地名)이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고려대 이외에도 세종시에 분교를 둔 모든 대학교가 ‘세종 캠퍼스’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보물을 닮은 대학교 정문?! : 1974년 10월 준공된 정문은 보물 제385호 창경궁 정문 명정문(明政問)과 같은 양식으로 지어져 ‘세종’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세종대학교의 랜드 마크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을 품은 성균관대조차 정문만큼은 전통 스타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 세종대의 정문은 ‘가장 대한민국 대학교다운 입구’이자 한글로 새겨진 간판을 내걸어 한국과 세종이란 두 가지 코드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학생회관(새천년관) : 2010년 신설된 학생회관은 푸드코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공연장과 세미나실, 총학생회와 동아리실 등의 있는 공간으로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로 새천년관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학생회관 푸드코트는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맛집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학식특집 등 TV에서도 절찬리 방영 중! 육해공을 아우른다! 광개토관 : 광개토관은 세종과 더불어 한국의 대왕으로 존경받는 광개토대왕을 기념하
는 공간으로, 1만 6천여 평의 넓은 공간에 호텔관광대 실습실, 수영장, 카페 등을 갖춘 매머드급 종합강의동입니다. 아웃백을 담은 레스토랑 제우스그릴, 투명한 잔의 향연 칵테일바 실습장, 그리고 드라마 올인에서나 보던 카지노실습실까지... 전국 캠퍼스 건축물 중 육해공을 아우른 곳은 광개토관 뿐이더군요. 장쾌한 규모의 건물 앞 잔디밭은 졸업사진의 배경지로 활용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쉽지만 수영장은 2017년 철거되었습니다. 광개토관의 세종컨벤션홀은 ‘국내 대학교의 유일한 컨벤션홀’으로 결혼식부터 세미나까지 다
양한 내외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종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 소원을 말해봐♬ 애지헌 : OO교회, OO성당이 아닌 애지헌이라는 이름으로는 언뜻 기독교나 개신교를 연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세종대에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캠퍼스 커플의 사랑이 시작된 애지헌에서는 SBS 드라마 행복합니다(2008)서 남녀 주인공의 러브신이 촬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남학생들이 프러포즈를 하는 장소로 애용될 만큼 세종대 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죠! 프로포즈하면 이루어진다는 애지헌의 전설, 당신의 소
원도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세종대학교박물관(舊 수도화랑) : 현재의 세종대학교박물관은 1959년 충무로에 있을 당시 수도화랑을 모태로 준공한 것으로 크리트 건축물이지만 한옥의 아름다운 색채를 입혀 한국적인 미학을 드러냅니다. 1500여 평의 백제탑 양식의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1층에는 민속관련 소장품, 2층은 세종대 역사 및 민속 소장품, 3층은 의상류, 4층은 반상류와 소품 그리고 5층에는 대형 목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종황제가 입은 곤룡포, 순정효황후의 황원삼 등이 대표 소장품으로 꼽힙니
다. 연인과 함께 걷지 말라, 아사달못 : 박물관 앞 계단은 아사달못을 조망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데이트코스로 애용합니다. 경주 무영탑의 전설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아사달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만나지 못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 때문일까요? 세종대 아사달못에도 연인이 함께 거닐면 헤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반대로 사랑에 빠진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세종대학교(世宗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현장학
습(Field Trip). 세종대학교(世宗大學校)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 02. 정문(正門) 03. 학생회관(새천년관) 04. 대양홀 05. 집현관 06. 군자관, 중정(中庭), 군자관 토끼(군토가족) 07. 광개토관 & 세종컨벤션홀 07-1. 스카이 레스토랑 찬(15F) 07-2. 새날관(現 대양AI센터) 07-3. 서울장안초등학교 & 세종초등학교 07-4. 제우스 그릴(513호) 07-5. 카지노 실습실(513호) 07-6. 칵테일바실습실(514호) 07-7. 객실실습
실(516호) 07-8. 광개토 카페(광타벅스) 07-9. 전시실 08. 애지헌 09. 세종대 회화과 벽화 10. 세종대학교박물관(舊 수도화랑) 11. 아사달 연못 & 세종오리 12. 고인돌 잔디밭 & 시계탑 13. 우정당, 우정당 별관(복사실), 대학원 14. 학술정보원(동천관) 15. 진관홀 & 용덕관 16. 영실관 & 천문대 17. 율곡관 & 충무관 18. 센트럴파크 19. 대양타워(주차타워) 20. 운동장 & 세종관 21. 세종원(舊 만강홍)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세종대학교(世宗大學校) 대학
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세종대왕과 세종대의 5가지 연결고리?! 02. 세종대가 여자대학이였다?! 03. 명동 세종호텔이 세종대 꺼?! 04. 세종시 세종 캠퍼스는 세종대와 무관합니다. 05. 세종대 학생이 한글날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에 참가한 이유는? 06. 예수상은 셋이지만 세종대왕 동상은 없습니다. 07. 카이스트에는 오리가, 세종대에는 ○○이 산다?! 08. 자판기 랜덤 버튼?!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
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조명화(趙明和, Jo MyeongHwa)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편집장(2013~) 국내 1호 대학문화해설사(大學文化解說師)(2013~)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여행레져관광 멘
토(2015~2017) editor@themetn.com 수상(Awards) : TBS 교통방송·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제3회 중국 여행 수기 공모전 동상(2019), 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관광학과), 2017 서울 전통시장 이야기 공모전(우수상), 방송대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이 공부할래요?" 우수상(2017, 홍보방안 부문) 외 다수 방송(TV) : 아리랑TV Artravel(영어, 2016), KBS2 세상은 넓다 벨기에 & 오키나와편(2015), skyTravel 여행의
기술 몬테네그로 & 일본 호쿠리쿠편(2015), tvN 쿨까당(2015), YTN 브레인파워를 키워라(2014), KBS 행복한 교실(2011) 사진전(Exhibitions) : 《Korea Fantasy》(Texas, USA, 2014), 《대학교는 드라마다》(Seoul, 2013) 여행작가 아카데미(Academy) : 인천시 계양구청(2017), KBS방송아카데미(2015~2016), 청운대 스마트관광기획가 양성과정(2015), 연세대 미래교육원(2015), 한겨례 문화센터(2014), 롯데백화
점(2013), 마이크임팩트(2013) 외 강연(Lecture) : NH투자증권(2017), 서울시청(2017), 롯데면세점(2015), 삼성SDI(2015), 제일모직(2013) 외 여행작가(Travel Writer) : 대학 시절 오직 해외 공모전만 20번 선발된 ‘공모전여행’을 엮어 2010년 첫 책 《캠퍼스 밖으로 행군하라》를 출간했습니다. 여행의 매력을 전달하는 여행강사로 서울대 새내기학교(2013~2015)부터 제주대까지 전국의 대학가는 물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OVAL Japan(2012)의 무
대에 섰습니다. 2013년 하나은행 와삭바삭글로벌대학 심사위원을 비롯해 2015년 청운대 관광학부와 국내 최초로 기획한 ‘스마트관광기획가’ 등 전국 각지의 여행작가 아카데미를 통해 미래의 여행작가와 만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Startup CEO) : 버진 아틀란틱(Virgin Atlantic Airways) GSA부터 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s) 한국 지사까지 외국계 항공업계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 여행 전문 디지털콘텐츠 퍼블리셔(Travel Digital Contents
Publisher)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를 창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경기도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09 프로그램 등에 선발되었으며,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콘텐츠 박람회 SXSW(2014)에 참가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 출판사’입니다. 여행 편집장(Travel Editor) :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50여 개국을 여행한 현장 경험에 더해 관광통역사(영어), 투어컨덕터(Overseas Tour Escort License), 국내
여행안내사 등 관광 분야 전문 자격증을 겸비하였습니다. 2014년 4개 국어(국영중일)로 서울 고궁과 조선왕릉에 관한 콘텐츠를 글로벌 퍼블리싱하고 ‘한글 여행’이란 테마로 아리랑TV Artravel(2016)에 출연하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학문화해설사(大學文化解說師) : 경영정보학(2000~2008), 관광학(2009~2011), 문화교양학(2011~2017), 일본학과(2017~2020)을 마치고, 국문학과(2020~)에 재학 중인 20년차 대학생입니다.
전국의 대학교를 취재해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2013, 프레임북스)를 출간한 후 국내 1호이자 국내 유일한 대학문화해설사(大學文化解說師)로 활동 중입니다. 영상문화콘텐츠학 석사(2012~2015) 논문으로 국내에 출간된 여행도서 722권을 분석한 ‘여행도서 콘텐츠에 반영된 여행 트렌드(Analysis of Travel Trends as revealed in Travel Public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출간(Books) 원코스 인도네시아(1 Course Indonesia) 60부작(2019) 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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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 Course Seoul) 32부작(2017~2020) 원코스 유럽(1 Course Europe) 156부작(2017~2018) 원코스 성(性)(1 Course Sex) 15부작 원코스 호주(1 Course Australia) 13부작(2017) 여행작가 바이블(Bible of Travel Writers) 4부작(2016) 석사논문 여행도서 콘텐츠에 반영된 여행트렌드(Travel Trends Analysis reﬂected in Travel Books)(2015) 바이럴 마케팅을 이기는 언론홍
보Ⅰ·Ⅱ(2014, 2016)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2013, 프레임북스) 1박2일 가족여행 시티투어(2011, 성하books) 캠퍼스 밖으로 행군하라(2010, 성하출판) 외 다수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66 Museong Seowon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전북의 소도시 정읍(井邑)은 신라와 조선이 낳은 두 인물의 선정(善政)을 경험한 고장입니다.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은 태산태수(泰山太守)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을 배향한 태산사(泰山祠)를 모태로 태인 현감 신잠(泰仁 縣監 申潛)을 모신 생사당(生祠堂)과 합사한 사당(祠堂)입니다. 신잠은 중국에서부터 명성을 떨친 최치원과 비교하면 다소 낯선 인물일 수 있으나, 태인 현감 신잠 선정비(泰仁 縣監 申潛 善政碑)는 전북문화재자료 제105호로,
태인신잠선생영상(泰仁申潛先生影像)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정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무성서원 태산사(泰山祠)는 불우헌 정극인(不憂軒 丁克仁), 눌암 송세림(訥菴 宋世琳), 묵재 정언충(默齋 鄭彦忠), 성재 김약묵(誠齋 金若默), 명천 김관(鳴川 金灌)이 추가되어 총 7인을 배향하고 있습니다. 불우헌 정극인(不憂軒 丁克仁)은 불우헌집(不憂軒集)을 통해 39행, 79구, 매행 4음보의 정형 가사 상춘곡(賞春曲)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나옹화상(懶翁和尙) 서왕가(西往歌)와 함께 ‘최초의 가사
문학, 최초로 형식을 갖춘 시’로 여겨지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무성서원 뒤편에 조성된 상춘공원은 정읍9경 중 4경(4景)으로 꼽힙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잡귀여, 물렀거라! 홍살문(紅살門) : 이름 그대로 ‘붉게 칠한 문’입니다. 속세와 신성한 공간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써 민가가 아니라, 궁전·궁궐, 관청·관아, 그리고 지체 높은 이를 매장한 능, 원, 묘 등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살’은 순우리말로 한자로 홍살
문(紅箭門), 홍문(紅門)이라고도 씁니다. 서원과 향교 또한 성현을 배향한 사우가 있기 때문에, 참배객에게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의미를 담아 입구 앞 켠에 홍살문(紅箭門)을 세웁니다. 문이라고는 하지만, 좌우 2개의 기둥에 사롱(斜籠)을 얹은 간소한 형태의 구조물로, 여닫는 문, 손잡이 등의 장치는 없습니다. 지붕이나마 있는 사찰 일주문(一柱門)보다 간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롱(斜籠) 한복판에는 2태극 혹은 3태극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직사(庫直舍)(문화해설사의 집) : 고직사(庫直舍)는 서원의 수업, 제사 등
에 필요한 기물을 준비하고, 수학하는 이들을 돕는 관리인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담장 내부에 모든 건축물을 몰아 넣는 여타의 서원과 달리, 무성서원은 명륜당(明倫堂)과 태산사(泰山祠)같은 핵심시설을 제외한, 강수재(講修齋), 고직사(庫直舍) 등의 부대시설은 담장 밖에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서원 내부는 한층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요 당시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서원에서만큼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학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외삼문(外三門) 현가루(絃歌樓) : 현가루(絃歌樓)는 논어 양화
편(陽貨篇) 자지무성 문현가지성(子之武城 聞絃假之聲), ‘공자께서 무성에 가셨을 때, 현악과 노랫소리를 들으셨다’에서 따온 이름으로, 주민에게 예약(禮樂)을 받아들였음을 은유합니다.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의 무성(武城)과 현가루(絃歌樓)는 한 쌍의 패물처럼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요! 7인을 배향한 무성서원 사우(祠宇) 태산사(泰山祠) : 문묘에 최초로 배향된 한국인이자 해동 18현 중 일, 태산태수(泰山太守)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908?), 태인 현감(泰仁 縣監)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
1491~1554), 최초의 가사 문학 상춘곡(賞春曲)의 저자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1401~1481), 눌암(訥菴) 송세림(宋世林, 1479~?), 청백리(淸白吏) 태용(太容) 김약묵(金若默, 1500~1558), 옥이(沃而) 김관(金灌, 1575~1635), 임란 의병장 신숙(藎叔) 정언충(鄭彦忠, 1706~1772) 무성서원 비각영역(碑閣領域) : 무성서원은 특이하게도 담장으로 둘러 쌓인 비각영역(碑閣領域)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강학영역(講學領域)이나 제향영역(祭享領域)과도 담장으로 구분
되어 있는 ‘제3의 공간’이지요. 남쪽에 통정대부 전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 前秘書監丞 申瑢熙 不忘碑)가, 북쪽에 현감 서호순 불망비(縣監 徐灝淳 不忘碑)가 비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현감 서호순(縣監 徐灝淳)은 현재의 강당(講堂) 명륜당(明倫堂)을 세우고, 채용신(蔡龍臣)에게 고운 영정(孤雲影幀)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호남 최초의 의병’ 태인의병 거병지,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 서원(書院)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방의 유림이 ‘정치적 의견을 모으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
鉉)은 을사늑약(乙巳勒約)(1905)이 체결되자,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조약의 부당함을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수십 여명의 지역 유림과 ‘호남 최초의 의병’ 태인의병을 거병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성서원이지요!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최익현 선생은 대마도로 유배되어 순국하셨습니다만,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현장학습(Field Trip) : 전북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 Museongseowon Confucian Academy, Jeongeup)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무성서원 주차장 02. 홍살문(紅箭門) 03. 고직사(庫直
舍)(문화해설사의 집) 04. 강학영역(講學領域) 04-1. 외삼문(外三門) 현가루(絃歌樓) 04-2. 강당(講堂) 명륜당(明倫堂) 04-3. 무성서원 강당 주련(武城書院 講堂 柱聯) 05. 제향영역(祭享領域) 05-1. 은행나무 05-2. 내삼문(內三門) 05-3. 사우(祠宇) 태산사(泰山祠) 05-4. 고운 영정(孤雲影幀)(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06. 비각영역(碑閣領域) 06-1. 통정대부 전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 前秘書監丞 申瑢熙 不忘碑)(1925) 06-2. 현감 서호순 불망비(縣監 徐灝淳 不忘
碑)(1894) 07. 비석군(碑石群) 07-1. 사인 김인기 불망비(士人 金麟基 不忘碑) 07-2. 무성서원 중수기념비(武城書院 重修紀念碑) 07-3. 무성서원 사적지기념비(武城書院 史蹟地紀念碑) 07-4. 영상 이공최응 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1882) 07-5. 사적지정 제166호(史蹟指定 第百六十六號) 07-6. 무성서원 묘정비(武城書院 廟庭碑) 07-7. 무성서원 묘정비(武城書院 廟庭碑) 창건의원방명록(創建義捐芳名錄) 07-8. 전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 李慶熙 不忘碑)(1925) 07-9. 현감
이정식 불망비(縣監 李定植 不忘碑) 07-10. 전참봉 주찬형 기공비(前參奉 朱燦馨 紀功碑) 08. 협문(挾門) 09. 강수재(講修齋) 10. 기계실(機械室) 11. 진사 최영대 영세불망비(進士 崔永大 永世不忘碑) 12.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 監役 丁汶述 重修 義助碑)(1937) 13.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1992) 14. 태인 방각본(泰仁 坊刻本) 전시관(2018) 15. 원촌문화역사마을 두부 가공공장 16. 송덕비(頌德碑) 17. 은석천(銀石川) 18. 전북 정읍시(井邑市)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
18-1. 정읍 무성리 석불입상(井邑武城里石佛立像)(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18-2. 태산선비문화사료관(泰山선비文化史料館)(1998) & 상춘곡(嘗春曲) 둘레길 18-3. 필양사(泌陽祠)(국가보훈처지정현충시설) 18-4. 정읍 무성리 삼층석탑(武城里三層石塔) 18-5. 정읍 피향정(井邑披香亭)(보물 제289호), 상연지제(上蓮池堤), 하연지제(下蓮池堤) 18-6. 태인향교(泰仁鄕校) 18-7. 정읍 김명관 고택(井邑 金命寬 古宅)(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향교
(鄕校)·서원(書院)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5가지 키워드로 읽는 향교(鄕校)·서원(書院) 02. 최초의 향교(鄕校), 인천 교동도 교동향교(喬桐鄕校)(1127) 03. 최초의 서원(書院), 경북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1543) 04. 사액서원(賜額書院)이란? 0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1871) 06. 향교(鄕校)·서원(書院)의 공간구성 07. 현존하는 향교(鄕校), 서원(書院)은 몇 곳? 08. 사적(史蹟)·유형문화재에 등재된 향교(鄕校)(06) 09.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 한국의 서원(書院,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2019) 10. 사적(史蹟)·기념물(記念物)에 등재된 서원(書院)(07) 11. 서울에도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있다?!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
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
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
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
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
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
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
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
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26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동인관에서 학생회관까지! 동덕공법 : 지방에 비해 땅값 비싼 수도권 대학은 산자락을 깎아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거나,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과 건물을 연결 통로, 구름다리, 지하 등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동덕여대는 캠퍼스 부지 자체가 그리 넓지 않기는 하지만, 숭인관으로 향하는 언덕길이 ‘숭인산’이라 불릴 정도로 월곡산 자락의 캠퍼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정문 바로 앞 동인
관은 거대한 운동장 지하를 통해 학생회관과 여성학센터로 직행할 수 있는 ‘동덕공법’을 선보이는 게이트랍니다. 길 잃을 수 있으니 꼭 홍보대사 언니누나들 따라다니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학생관 : 동인관과 지하로 연결된 학생관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밀집한 공간이자, 드넓은 운동장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로비에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정문과 가깝다보니 수업을 전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게 되는 요충지이기도 하지요. 여대생의 입맛을 사로 잡은 샐러드, 방울토마토, 바나나 등을 판매하는 교내매점부터 다양한 심리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생생활연구소 심리상담실, 비오는 날 우산과 드라이어 등을 빌려주는 학생서비스센터, 공학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파우더룸 + 샤워실 + 수면실 3종 세트까지! 무엇보다 학생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수십여 곳의 동아리방도 학생관에 있습니다. 60만권 이상의 장서는 기본! 춘강학술정보관, 여성학도서관, 백주년기념관 동덕ICC : 춘강학술정보관은 다양한 전자책과
저널, DB, VO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실(Electronic Information Room)을 비롯해 4개의 자료실(자료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 및 악보자료실, 구간서고)을 갖추고 있습니다. 춘강(春江)은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趙東植) 박사의 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1995)로 개관한 ‘여성학 전문 도서관’ 여성학도서관이 여성학센터에 있으며, 2012년 취재 당시 백주년기념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2016년 개관한 백주년기념관에는 전자정보검색실, 북카페,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
자료실, 멀티미디어제작실, 스마트열람실 등이 완비된 동덕ICC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학센터 : 동덕여대 여성학센터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산학협력을 통해 여성인권과 복지 등 여성문화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여대입니다. 여성학전공과정이 개설된 여대는 동덕여대 뿐이 아닙니다만, 동덕여대는 좀 더 전문화된 관련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의 파우더룸, 수면실, 샤워실 3종 세트는 기본이거니와 여성학에 특화된 여성학박물관과 여성학도서관이 대표적이
죠! 등록문화재 제384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同德女子義塾 太極旗), 동덕여대 박물관 : 공식 명칭은 ‘동덕여대 박물관’으로 도자기, 서화, 탁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콜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조선 시대 여성용품’에 특화된 ‘여성학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77년 발족한 이래 민속 공예품, 의상, 바느질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해 오고 있으며 화려한 빛깔의 노리개를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춘강 조동식 선생 유품과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덕여대의 상징으로 교과서에도
실린 등록문화재 제384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
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
강(Opening) : 동덕여자대학교(同德女子大學校, Dongduk Women's Universit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현장학습(Field Trip) : 동덕여자대학교(同德女子大學校, Dongduk Women's Universi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6호선 월곡역(月谷驛) & 상월곡역(上月谷驛) 02. 정문(正門) 03. 동인관(체육관) 04. 학생관 04-1. 매
점, 학생생활연구소 심리상담실, 학생서비스센터 04-2. 파우더룸, 샤워실, 수면실 04-3. 홍보대사 동그라미 05. 춘강학술정보관 05-1. 연속간행물실(Periodicals Room) 05-2. Audio·Visual Room 05-3. 전자정보실(Electronic Information Room) 06. 율동기념음악관 & 국제회의실 07. 예지관 & 비만연구센터(304) 08. 목화관(Cotton House) & 후문(後門) 09. 숭인관(숭인산), 학생식당, 멀티미디어 어학교육센터(605),
DEBS(708) 10. 인문관 & 튀렝(Turin) 11. 인문관 계단, 여신 부조, 상징탑 12. 대학원 & 야외 쉼터 13. 벚꽃길, 연못, 분수, 쉼터 14. 인덕관 & 중문(中門) 15. 여성학센터 15-1. 로비(Robby), PC실, 미술관(1F) 15-2. 여성학도서관 15-3. 춘강기념관(3F) 15-4. 동덕여대 박물관 & 여성학박물관 16. 본관, 율동(栗東) 조용각(趙容珏) 박사상, 학보사(209) 17. 약학관 & 춘강(春江) 조동식(趙東植) 박사상 18. 운동장 19. 예술관 20. 백주년기념관(百周年記
念館) 21. 진각문화전승원 22. 동덕여대 맛집 : 디에이피자, 화덕과 베토벤, TRIPLE C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동덕여자대학교(同德女子大學校, Dongduk Women's Universit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대한민국의 4년제 여대는 몇 곳? 02. 동인관에서 학생회관까지! 동덕공법 03. 12시엔 모두 나가주세요~ 04. 동덕후냐, 월곡커냐 당신의 선택은?! 05. 건국대 일감호(一鑑湖)에 빠진다?! 06. 디자인연구센터(청담동), 공연예술센터(동숭동), 동덕아트
갤러리(인사동), 약초원(강북구 번동)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
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
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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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
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
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
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
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09 Korea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교 지하 상업시설, 고대 중앙광장 : 고대 중앙광장은 대학교육개발원, 학사지원본부, 건강센터 등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교 지하 상업시설’로 부지가 좁은 수도권 대학교 지하시설 개발(서강대 곤자가 플라자, 이화여대 ECC, 한양대 행원파크, 한국외대 미네르바 컴플렉스, 가천대 비전타워 등)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중앙광장에는 고려대 공식 기념품샵 유니스토어가 있습니다. 최저가를 자랑하는 포카리
스웨트와 다른 곳에선 만날 수 없는 고대 참기름 강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개교 100주년! 백주년기념 삼성관 : 백주년기념 삼성관은 고대 캠퍼스 투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주년기념관에 삼성 브랜드를 붙이기 위한 기부금은 무려 400억!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2005년 5월 5일에 완공했으며, 박물관과 중앙 아트리움 그리고 학술정보관(CDL, Centennial Digital Library)이 나란
히 연결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상징하는 박물관과 현재를 상징하는 아트리움,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학술정보관이 백주년기념 삼성관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누드엘리베이터를 통해 아트리움이 있는 중정을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대학박물관(1934)으로, 대학박물관 최초 해외 전시(1996, 미국)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보급 유물만 해도 1969년 자연캠퍼스 조성 중 애기능에서 발굴한 국보 제 177호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粉靑沙器 印花菊花文 胎
壺), 만 원 지폐에 등장하는 국보 제230호 혼천의(渾天儀), 김정호가 제작한 보물 제853호 수선전도 목판(首善全圖木板),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 LG 포스코 경영관 : 현대건설 사장·대통령 이명박 라운지,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 라운지, 신정차 큰길 회장 108호 큰길 강의실,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자·회장 210호 유상옥 강의실, 정장호 LG정보통신 부회장 216호 마루 강의실, LIG 손보 회장 218호 구자훈 강의실, 강현송 화진화장품 회장 301호 화진 세미나실, 수당(秀堂) 김연수 삼양사 설립인
328호 수당 학술정보관... 학교 건물을 비롯해 강의실과 세미나실에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업의 후원을 적극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자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기업과 기업인이 구설수에 오르면 대학 또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결코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호상(虎像) & 조지훈 시인의 호상비문(虎像碑文) : 고대하면 호랑이!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답게 고대 캠퍼스에는 큼지막한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지구 위에 올라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는 호
랑이는 고대 호상(虎像)이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뒤편에 조지훈 시인의 호상비문(虎像碑文)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북 영양 출신의 조지훈 시인은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靑鹿派)란 시집을 발표한 문인으로 경기여고, 동국대, 고려대 국문학과 등에서 교편을 맡았습니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 호상비문(虎像碑文) 탁본을 떠서 아쉬움을 달랜다고 하네요. 중앙도서관(대학원)(사적 제286호), 기당 현상윤 선생상, 충숙공 이용익 선생상, 공자상 : 본관을 설계한 박동진(朴東鎭) 건축가가 설계 당시 미국 듀크대학교 도서
관을 벤치마킹했다는 중앙도서관(대학원)은 본관과 함께 사적 286호로 지정된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것으로 보성전문학교 설립자 충숙공 이용익 선생상과 초대 총장 기당 현상윤 선생상, 중국 산둥대학이 해외 대학에 최초로 기증한 공자상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공사 당시 인부로 근무한 정주영 씨는 훗날 현대그룹을 창업, 회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주영 회장의 고대에 대한 애정은 자연캠퍼스 ‘아산’이학관 건축비 기부로 이어졌으니, ‘인부에서 회장까지’ 성장한 한 인물의 인생역전
을 고대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는 셈입니다. 여학우의 파라다이스, 동원글로벌리더십홀 : 일명 동글리 혹은 참치홀, 참치관 등으로 불리는 동원글로벌리더십홀은 여학생회관이 있던 자리인 만큼 여성복지시설 도들마루, 여성학 자료실, 양성평등센터, 파우더룸, 샤워실 등 오직 여학우를 위한 시설이 충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원 그룹 김재철 회장은 부산수산대(現 부경대) 출신으로, 부경대 대연캠퍼스에도 근사한 ‘동원장보고관’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부경대의 연결고리는 바로 참치?!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
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1학기(1st Semester) :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인문캠퍼스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6호선 고려대역 02. 정문(正門) & 중앙광장(Central Plaza) 03. 본관(사적 제285호) & 인촌 김성수 동상 04. 중앙광장 05. 사랑해 벽 06. 백주년기념 삼성관(Centennial Memorial Samsung Hall) 06-1. 아트리움 & 시인 고은 '가슴 벅차도다‘ 06-2. 백년사전시실(1F) 06-3. 학술정보
관(Centennial Digital Library)(B1~2F) 06-4. 역사·민속전시실(2F) :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 06-5. 일민박물관 & 일민 김상방상 06-6. 현대미술전시실 & 기증자기념전시실(3F) 06-7. 옥상 정원(4F) 07. LG 포스코 경영관 08. 경영본관, 분수대, 현대차경영관 09. 호상(虎像) & 조지훈 시인의 호상비문(虎像碑文) 10. 교우회관 : 결혼식장(2012) & 자유, 정의, 진리(LIBERTAS, JUSTITIA, VERITAS) 동상 11. 중앙도서관(신관) & 사
범대학 12. K 버스정류장 & 호랑이 맨홀 뚜껑 13. 사색(思索)의 동산 14. 중앙도서관(대학원)(사적 제286호), 기당 현상윤 선생상, 충숙공 이용익 선생상, 공자상 15.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6. 해송법학도서관 & CJ법학관 17. 다람쥐길 18. 문과대학 서관(시계탑), 의암 손병희 선생상, 조지훈 승무(僧舞) 시비(寺婢) 19. 국제관 20. 타이거플라자, 정경관, 폭풍의 언덕 21. 舊 KU Cinema Trap 22. 학생회관, 민주광장, 진혼비 23. 우당교양관 : 캠퍼스투어 오리엔테이션(2012)
24. 대강당 & 인촌로 빌딩 25. 4·18 기념관 26. (닭장) 농구장 27. 미디어관 28. 고려대로 & 고대앞 멸치국수(만화 식객) 29. 의생명캠퍼스·녹지캠퍼스 화정체육관 & 아이스링크 2학기(2nd Semester) :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자연캠퍼스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의생명캠퍼스·녹지캠퍼스 : 안암병원, 의대, 간호대 02. 하나스퀘어, 아산이학관, 과학도서관 03. KU Bakery, 유니스토어, 하나피트니스센터 04. 구름다리 & 제2공학관 05. 애기능(애기陵) & 애기
능학생회관 06. 노벨광장 & 원숭이길 07. 참살이길 & 영철버거 본점 08. 6호선 안암역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막걸리 한뚝배기 하실래예? 고려대 사발식 02. 석탑 대동제 &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 03. 고려대 도서관 04. 고려대 전설 총집합!(08) 05. 연고전일까, 고연전일까? 그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 06. 신촌과 안암이 불타오르네♬ 연고전·고연전 07. 우리 학교 총장님이 친일파?!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
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
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
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
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
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
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16 Yonsei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연세대의 전신 연희전문학교는 신촌 캠퍼스부지에 있었던 연희궁(延禧宮) 터에서 따온 교명입니다. 영빈이씨(暎嬪李氏)의 묘역 수경원(綬慶園)을 조성하며 사라졌으나, 연희궁은 ‘조선의 3대 별궁’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궁이였다고 합니다. ‘연세역사의 뜰’에서 그 흔적이나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자씩 따온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는 병원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한 미국 사업가 루이
헨리 세브란스(Louis Severance)의 이름을 딴 것이니 연세대 교명에 미국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셈이지요. 교명 뿐 아니라 연세대 자체가 미국인 북장로교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이니만큼 교내 곳곳에 미국과 북장로교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중앙도서관(301) & 연세삼성학술정보관(302) : 연세대 도서관은 1979년 완공된 중앙도서관(301)과 삼성그룹의 지원으로 2008년 완공
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302) 두 곳입니다. 1992년 증축된 중앙도서관과 연세삼성학술정보관은 각각 약 6천평, 1만평으로 190만권에 달하는 장서를 비롯해 수만 종의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학술DB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3층 멀티미디어교육실과 자료실을 비롯해 5층 과학기술참고자료실, 6층 법학도서관 등의 전문도서관을 겸하며, 8층에는 옥상정원과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퍼스투어에서는 신축한 연세삼성학술정보관을 중심으로 관람하며, 8개층 중 1층의 User Services Center,
Global PC Island, 박삼구 회장이 기부한 금호아시아나 U-Lounge 등을 둘러봅니다. 캠퍼스에 천문대가?! 전파천문대(403) : 교내에 천문대가 있는 대학교는 천문우주학과, 물리천문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KVN연세전파천문대의 KVN은 Korea VLBI Network의 약자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약자인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주도로 2008년 신촌 연세대를 시작으로 울산의 울산대, 제주의 탐라대에 설치한 전파간섭계의 일원입니다. 특히 KVN연세전파천문대는
국내 최초로 설치된 전파간섭계로 직경만 21미터에 달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반지름만 무려 500 km!! 한국을 넘어서 중국 Seshan, 일본 VERA 등 인접국가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블랙홀 제트의 초기 속도 등을 관측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우주전파관측망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교내에 천문대가 있는 대학교 : 성균관대 호암관, 연세대 신촌캠퍼스 KVN연세전파천문대 & 삼애캠퍼스, 세종대 영실관 대양천문대, 경희대 국제캠퍼스(경희천문대), 충북대, 울산대, 탐라대 이양하 수
필가의 신록예찬(新綠禮讚)(1947) : 평안남도 출신의 이양하 작가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국내에서 연희전문학교 강사,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니, 연세대는 물론 서울대란 캠퍼스와 여러모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품 곳곳에 수업과 수업 사이의 여유를 즐기는 현직 교수의 생생한 경험담이 잘 녹아 있습니다. 소나무를 듣는다는 의미의 청송대(聽松臺)는 이름 그대로 ‘소나무 숲을 헤메이는 바람 소리’로 가득한 연세대의 정원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돼 친
숙한 이양하 작가의 수필 신록예찬(新綠禮讚)(1947) 배경지이자, 캠퍼스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는 산책로죠. 현재까지도 청송대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았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5월 연세방송국 방송제 ‘숲속의 향연’이 개최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5월에 연세대 청송대로 힐링하러 가자구요~ 언더우드관(501) & 동상, 스팀슨관(502), 아펜젤러관(503) : 연세대 신촌 캠퍼스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1920년대 준공된 석조 건물이 둘러싼 사각형의 정원과 중심에 서
있는 설립자 언더우드 동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2001), 클래식(2003), 드라마 아이리스(2011), 응답하라 1994(2013) 등 연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촬영된 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건설된 순서대로 각각 사적 275호 스팀슨관(Stimson Hall)(502), 사적 276호 언더우드관(Underwood Hall)(501), 사적 277호 아펜젤러관(Appenzeller Hall)(50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뒤져봐도 3개의 사적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은 신촌
이 아니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상까지 마련된 설립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미국 북장로파 선교사로써 연세대의 설립에 막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거니와 건물에 이름이 붙은 언더우드의 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John Tomas Underwood), 찰스 스팀슨(Charles S. M. Stimson) 등이 초기 건물 준공 비용을 기부하여 공헌한 바가 큽니다. 언더우드 동상은 일제의 공출과 6·25전쟁으로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동상은 1955년 재건한 것입니다. 당시의 흔적은 ‘연세역사의 뜰’ 한 켠에 위치한 당대 조
선 총독 미나미 지로의 친필로 새긴 흥아유신기념탑(興亞維新記念塔)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
강(Opening) :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현장학습(Field Trip) :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신촌역(新村驛) 02. 정문(正門) & 백양로(白楊路) 03. 광복관(308) & 강수창기념홀 04. 연세삼성학술정보관(302) 05. 연세역사의 뜰, 광혜원(廣惠院), 흥아유신기념탑(興亞維新記念塔) 06. 신촌 세브란스병원 07. 남북
공동선언(碑) 08. 루스채플(208) & 원일한 홀 09. 교훈비(校訓碑) 10. 음악관(213) 계단 11. 학생회관(207) 12. 대강당(211) 13. 노천극장(401) 14. 전파천문대(403) 15. 청송대(聽松臺) : 이양하 수필가의 신록예찬(新綠禮讚)(1947) 16. 성암관(506), 유억겸기념관(507) & 위당관(527), 연희관(511) 17. 언더우드관(501) & 동상, 스팀슨관(502), 아펜젤러관(503) 18. 윤동주 시비(詩碑) & 핀슨관 윤동주기념관(521) 19. 중앙도서
관(301) 20. 용재(庸齋) 백낙준(白樂濬) 박사상 21. 연세한글탑 22. 독수리상 23. 백주년기념관(201) & 박물관 24. 연세공학원(102), 취업박람회, 학생식당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문교부 대학설립인가(1945) 02. 우리나라 최초의 의대는 어디? 03.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누구? 04. 연고전일까, 고연전일까? 그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 05. 신촌과 안암이 불타오르네♬ 연고전·고연전 06. 우리 학교 총장님이
친일파라면?! 07. 윤동주 시인의 한일캠퍼스투어(11) 07-1. 영화 동주(2016) 07-2. 서울 누상동(樓上洞) 윤동주(尹東柱) 하숙집 터 07-3.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윤동주 기념관 & 시비(詩碑) 07-4. 서울 청운동 윤동주문학관(尹東柱文學館)·카페 별뜨락 07-5. 서울 청운동 청운공원(靑雲公園)·윤동주 시인의 언덕 07-6. 일본 교토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学) 윤동주·정지용 시비(尹東柱·鄭芝溶詩碑) 07-7. 일본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下鴨警察署) 07-8. 일본 교토 교토예술대학(京都芸術大学)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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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교사(高原校舎) 07-9. 일본 우지(宇治) 기억과 화해의 비(記憶と和解の碑) 07-10. 한글여행길 : 윤동주 서시(序詩) 07-11. 대구 한국 현대시 육필 공원 ‘시인의 길’ : 윤동주 ‘봄’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
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
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
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
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06 Sungkyunkwan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금잔디 광장(Golden Lawn Square) & 호암관 : 금잔디 광장(Golden Lawn Square)은 성대 캠퍼스 광장의 이름인 동시에 성균관대 학내정보화사이트의 명칭(GGS, Golden Grass Square의 약어)입니다. 축제나 날씨 좋은 날이면, 수위 아저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여 짜장면을 즐기는 낭만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금잔디하면 KBS2 꽃보다 남자(2009)의 여주인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
시겠지만, 이름 그대로 ‘황금빛으로 물든 색깔’ 때문에 붙여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인근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금잔디 정식’은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이 아니랍니다. 지상 14층 규모의 호암관은 율전 캠퍼스의 삼성학술정보관과 함께 성균관대가 ‘삼성의 후원을 받는 대학’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건축물입니다. 옥상의 둥그런 돔은? 우주의 별을 조망하는 천문대랍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중앙학술정보관(Central
Library) & 돌다방 : 도서관(圖書館)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면, 정보관(情報館)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갖추었다는 의미겠지요? 최첨단 설비를 갖추거나, 신설된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아니라, 정보관이란 명칭을 채택해 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은 성균관 내 도서관 존경각(尊經閣)의 맥을 잇는 곳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존경각의 수많은 장서는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과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으로 이전되었거든요. 장서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최초
의 대학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00주년기념관과 정보관 사이에 ‘성대생들의 노천식당’ 돌다방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기 전부터 성대생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배달의 기수가 달리던 곳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끄아아! 다산경제관, 퇴계인문관, 원곡정원 : 경영관은 다산경제관과, 다산경제관은 퇴계인문관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비싼 땅값과 효율적인 건축 공법의 교집합이랄까요, 언덕빼기에 자리잡은 서울 각지의 캠퍼스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양대에서는 이를 ‘한양공
법’이란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성대에는 성대공법이 있는 셈이지요! 덕분에 퇴계인문관에는 1층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탓는데, 1층이 없어?! 놀라지 마세요, 이 곳은 퇴계인문관이니까요. 퇴계인문관 옥상에는 원곡정원이라는 아름다운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다산, 퇴계처럼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이 붙은 건물은 봉명재단이, 호암, 수선과 같은 ‘현대 경영인’의 이름이 붙은 건물은 삼성재단이 후원해 건설하였습니다. 수선관 & 수선관 별관 : 수선봉, 수선베레스트라... 별칭만 들어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수선봉이나 수선베
레스트라는 성대 캠퍼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오르막길을 자랑하는 수선관의 별칭입니다. 수선관의 수업이라면, 수강표 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선관 수업이 여럿 있다면? 등산복과 등산복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선은 수선화(水仙花)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아내 박두을 여사의 호입니다. 전국의 캠퍼스에서 남편(호암관)과 아내(수선관)의 이름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성대 뿐! 수선관과 수선관 별관은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율
전캠 기숙사 :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는 교시(校時)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신(信)을 붙여 각각 기숙사 인관(仁館), 의관(義館), 예관(禮館), 지관(智館), 신관(信館)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서문(후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기숙사 신관입니다. 신설된 기숙사이니만큼 깔끔한 내외관은 물론 최신식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B동에는 국내 캠퍼스 유일! 도미노 피자가 입점해 있다고 하네요. 도미노 피자는 성대 사회학과 출신의 오광현 회장님, 아니 선배님이 운영하는 회사랍니다. 성대생이라면
누구나 방문 포장시 40% 할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은행잎?! 삼성학술정보관 : 성균관대 율전 캠퍼스에는 다빈치 코드를 뛰어넘을 S Code가 숨겨져 있답니다. 캠퍼스 정중앙에 있는 삼성학술정보관을 보세요. 우주선 같기도 한 모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성균관대의 상징인 은행나무 잎이랍니다. 특히 그 앞에 펼쳐진 시원한 잔디밭과 아름드리 나무가 멋을 더해 주죠. 삼성학술정보관은 하늘에서 보면 책장이 넘어가는 형상을 구현한, ‘건축물 자체가 거대한 한 권의 책’이 되는 건축물이랍니
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규모 또한 동아시아 최대! 의학관 : 1999년 3월에 완공된 의과대학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하를 포함해 무려 9층 규모의 단일 건물입니다. 초고속 전송망을 통해 교내는 물론 삼성의료원과도 모든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지요. 건물 앞의 동상은 메스와 심장을 형상화한 것으로, 의과대 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의예과 공부를 하고 그 후에는 삼성의료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MBC 뉴 하트(2007~2008)에서 조재현이 열연한 흉부외과 최강국 신임과장의 실제 모델은
성균관대 의대 출신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이영탁 교수님이랍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성균관대
학교(成均館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1학기(1st Semester) :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 인문사회과학캠퍼스(명륜캠)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혜화역 4번 출구 대명(大明)거리(碑) 02. 혜화역 1번 출구 셔틀버스 03. 대성문(大成門), 정문(2009), 정문(2019) 04. 하마비(下馬碑) 05. 탕평비각(蕩平碑閣) 06. 경학어린이공원 청룡상(靑龍像) 07. 유
림회관(儒林會館) 08. 뽀글뚝배기 냠냠비빔밥 09. 108계단 or 엘리베이터(중앙학술정보관) 10. 중앙학술정보관(Central Library) & 돌다방 11. 교수회관 & 경영관 12. 다산경제관, 퇴계인문관, 원곡정원 13. 홍보대사 알리미 동아리실 14. 수선관 & 수선관 별관 15. 내리막길 & 쉼터 16. 대운동장 & 농구장 17. 법학관 & 영원의 시계 18. 노천극장 & 셔틀버스 정류장 19. 금잔디 광장(Golden Lawn Square) & 호암관 20. 학생회관 21. 600주년 기념관 & 성
균관대학교박물관 22. 국제관 23. 비천당(丕闡堂) 24. 신삼문(神三門)(전면) 25. 영문 교명비(校名碑) 26. 기숙사 2학기(2nd Semester) :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 자연과학캠퍼스(수원캠·율전캠)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성균관대역(成均館大驛) 02. 서문(후문) 03. 기숙사 신관(信館) A동, B동 도미노피자, 헬스장 04. 산학협력센터 05. 북문 & 기숙사 지관(智館) 06. 제2공학관, 제1공학관, 구름다리 07. 제2종합연구동 08. 화산 어린이 공원 09. 석천 대형
구조물 시험동 10. 제2종합연구동 쉼터 11. 반도체관 & 화학관 12. 약학관 13. 삼성학술정보관 14. 테니스장(現 N센터) 15. 의학관 16. CC동산 17. 자연과학대학 : 제1과학관, 기초학문관, 생명공학관 18. 시계탑 19. 고향 뚝배기 피자 & 치킨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성균관·성균관대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 자연과학 캠퍼스 02. 대학로는 왜 하필 혜화역에 있나요? 주변에 대학교도 없던데요? 03. 성균관에 북소리가 울리면?! 04. 성균
관 유생의 자격 & 특권 05. 대한민국 화폐 모델은 모두 성균관 동문?! 06. 천원 짜리 지폐에 성균관이 있다?! 07. 성균관대 상징이 ‘은행나무’인 이유는? 08. 은행나무가 상징인 대학교가 일본에도? 09.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동상 & 기념관 10. 공자탄신일을 기리는 대학교가 있다? 그게... 언젠데요? 11. 성대 졸업식에서는 한복을 입나요? 12. 서태지가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은퇴했다?! 13. 성대에는 은행잎을 닮은 건물이 있다?(자과캠) 14. 성대에는 DNA 모양의 건물이 있다?!(자과캠)
15. 북한에도 성균관이 있다?!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
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
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
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
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
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
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
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3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카이스트(KAIST)는 1971년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을 모태로 성격이 상이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1966)와 한국과학기술대학(KIT)(1984)은 물론 심지어 사립대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韓國情報通信大學校,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ICU)(2002)와 통합한 매우 특이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대덕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
전 문지 캠퍼스와 서울의 홍릉 캠퍼스(舊 홍릉과학기술연구단지, 경영대학, 고등과학원), 도곡 캠퍼스 총 4곳의 멀티 캠퍼스 체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문지 캠퍼스는 카이스트와 2009년 통합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韓國情報通信大學校,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ICU)가 있던 곳으로 대덕 캠퍼스에서 버스로 약 7 km, 40분 거리. 서울의 홍릉 캠퍼스는 한국과학원(KAIS)이 있던 곳으로 카이스트 경영대학과 고등과학원이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과학과 기술의 융합, 정문(正門)(E1) : 카이스트의 정문은 정말 알쏭달쏭하게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평범한 2개의 화강석 기둥이지만,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운데가 정확하게 ‘철(凸)’자로 뚫려 있거든요. 전국의 대학교 정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파격적인 디자인이죠. ‘과학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과 같은 형상입니다. 단 서울과기대는 양각, 카이스트는 음각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는 ‘학교 전체에 담장이 없는 오픈 캠퍼스’인데요, 캠퍼스에 입장하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자구요! 장영실상, 타임광장, 뉴턴의 사과나무 : 대한민국이 배출한 과학자 장영실 동상을 보면 측우기를 짚고 있는 왼손에 비해 오른손이 허전해 보입니다. 본디 오른손에 측정 도구인 ‘자’를 들고 계셨으나, 축제 때 흥에 겨운 어느 학우가 자를 뽑고 대신에 소주를 한 병 선물로 드렸다는 카더라가... 동상 발밑에는 카이스트 백주년인 2073년 개봉할 타임캡슐이 파묻혀 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영국 켄싱턴 사과나
무 후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번외적으로 뉴턴의 사과나무는 부산 부경대 용당 캠퍼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리연못{舊 석림지(碩林池)} & 석림(碩林)의 종(까리용) : 카이스트 캠퍼스의 동쪽(E)과 서쪽(W)을 잇는 오리연못은 공중에서 보면 오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입니다. 본래 명칭은 석림지(碩林池)입니다만... 잔디밭 곳곳에 오리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 이곳에서 낮잠 자는 것은 삼가세요. 비공식적으로 총장님보다 높은 카이스트 서열 1위라는 카더라가... 오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모든 차량이 멈
춰야 합니다. 석림지(碩林池)에는 빨강, 파랑 그리고 녹색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구불구불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형물 상단부에 원형으로 여럿 종이 매달려 있는데요, ‘석학들의 숲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란 의미를 담아 ‘석림(碩林)의 종’이라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저 까리용(불어 악기 이름)이라고 부른다는... 오리연못과 오리광장을 가로지르는 건널목에는 오리 조심?!(Geese Crossing)에 해당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Geese가 오리 맞죠?! 인류 역사
상 최초에 도전한다, 정문술빌딩(E16) : 정문술빌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미래산업 정 회장님이 기탁한 60억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 회장님 또한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완공식 때도 참석하지 않으셨답니다. 기탁자의 이름이나 기업명의 붙여진 건물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스토리가 가장 돋보인 건물로는 카이스트의 정문술빌딩을 꼽고 싶네요. 정 회장님이 언제 오실지는 이제 바이오 및
뇌공학과 학생들의 손에 달렸겠죠? 빌딩 상단부에 설치된 시계는 태양열 에너지로 작동하는 2억 원 상당의 물건이니 꼭 본인의 시계와 시간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대덕 캠퍼스는 사실 대덕에 없다?! : ‘대덕 캠퍼스’는 사실 대전 대덕구가 아니라, 유성구에 있습니다. 대덕 캠퍼스의 대덕은 ‘대덕구’가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밭대학교 대덕신학융합캠퍼스,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등 대전의 적지 않은 유성구 소재 대학교가 ‘대덕 캠퍼스’란 지명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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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대덕대학교도 주소지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가 있던 (대전군과 회덕군을 합친) 충남 대덕군(大德郡)은 1983년 대전직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
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
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캠퍼스
투어(Campus Tour) 01. 대전1호선 월평(한국과학기술원)역{Wolpyeong(KAIST) Station} 02. 정문(正門)(E1) 03. 응용공학동(W1-3) 04. 산업경영학동(E2-2) 05. KI빌딩(E4, Chunghi & Byiung Jun Park KAIST Institute) 06. 자연과학대동 수리과학과(E6-1) 07. 자연과학대동 물리학과(E6-2) 08. 궁리실험관(E-5) 09. 학술문화관(E9) 10. 장영실상, 타임광장, 뉴턴의 사과나무 Editor’s Note. 한국과학기술한림
원(韓國科學技術翰林院,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장영실상 11. 오리연못{舊 석림지(碩林池)} 11-1. KI빌딩(E4), 산업경영학동(E2-2), 전산학과(E3-1) 11-2. 긴급교내전화 11-3. 석림(碩林)의 종(까리용) 11-4. 응용공학동(W1-3) 12. 오리 조심?!(Geese Crossing) 13. 학생회관(W2) & 인터내셔널센터(W2-1) 14. 기계공학동(N7-1) 15. 본관(E14) 16. 창의학습관(E11) 17. 카
이스트 조형물(포토존) 18. 정문술빌딩(E16) 19.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N3) 20. 카이스트 딸기축제 in 구성동산 21. 대강당(E15) 22. 행정분관(N2)(舊 본관) 23. 동문창업관(N22) 24. CC동산 25. 기초실험연구동(N5) 26. 오층석탑(五層石塔) 27. 인문사회과학부동(N4) 28. 산업디자인학과동(N25) 29. 상애동산 30. 교양분관(N10) 31. 태울관(N13) 32. 학생식당(N11) 카이마루 33. 대전시민공영자전거 타슈 34. 조각공원 35. 정보전자공학동 전기및
전자공학부(E3-2) 던킨도너츠 36. 정보전자공학동(E3) & 산업경영학동(E2-1) 37. 전산학과(E3-1) & 나노종합팹센터(E19) 38. 갑천(甲川)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카이스트 대덕 캠퍼스는 사실 대덕에 없다?! 02. 카이스트에서 공부한다? 산다! 전원 기숙사제 03. 공부도 크런치 모드(Crunch Mode)로?! 04.
무(無)학과 & 무학년 제도 05. 카이스트에 김장훈 학과가 있다?! 06. 끝이 없는 길(Endless Road) 07. 대전하면 딸기, 딸기하면 카이스트 딸기축제! 08.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 09. 남학생이 더 많은 대학교는 어디? 10. 졸업생 평균 학점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가장 낮은 학교는? 11. 대한민국 대표 공대전쟁! 포카전·카포전 11-A.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1-B. 포스텍(포항공대)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
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
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
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
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
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
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2 Eulji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을지대학교(乙支大學校, Eulji University)은 경기도 성남시의 서울보건대학과 대전의 을지의과대학교가 2007년 통합한 대학교입니다. 두 대학 모두 을지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전문대와 4년제가 통합해 4년제 사립대로 승격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을지(乙支)는 을지문덕(乙支文德)에서 따온 교명이자 재단명입니다. 교명을 보면 서울보건대학보다 을지의과대학교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간호대보다는 의대가
더 영향력이 큰 건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1967년 설립된 서울보건대학이 1997년 문을 연 을지의과대학교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서울보건대학은 이름에서처럼 서울 충무로에서 개교한 전문대로 1990년 현재의 성남시로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 의정부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으로 간호, 임상, 중독재활복지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창의관(舊 건향관) : 유아교육학과, 아동학
과 등 비보건의료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동방과 여학생 휴게실 ‘여휴로와’를 비롯해 취업지원센터, 헬스클럽, 심리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총학생회실, 학보사사무실, 제증명자동발급기 등 학생편의시설이 대거 입점해 있습니다. 본디 ‘보건인의 고향’이라는 뜻의 건향관이라 불렸으나, 2013년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함께 현재의 창의관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비상광장, 선구자상, 야외공연장, 쉼터 : 정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천관(체육관)과 범석관 사이에 꽤 넓지 막한 광장이 있습니다. 을지대 UI가 바닥에 새겨
진 광장은 ‘비상광장’으로 두 팔을 활짝 펼친 ‘선구자상’이 이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구자상 뒤로는 반원형의 야외공연장이, 야외공연장 뒤로는 아담한 야외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구자상은 독특한 자세로 “나 완전 새됐쓰~”를 연상케 하다보니 일명 싸이상으로 불린다는... 멀티스포츠코트(舊 성실관) & 국제 규격의 인공 암벽장 : 본관과 을지관 뒤편에는 과사무실과 교수연구실 등으로 쓰이던 성실관이 있었으나, 2012년 범석관을 신설하며 허물로, 인공 암벽장을 비롯한 멀티스포츠코트(舊 성실관)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을지대 옛날 캠퍼스 지도를 보면 성실관이 있습니다. 2014년 개장한 인공 암벽장은 높이 17미터, 길이 15미터로 국제표준규격보다 높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한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학과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대회도 유치 가능한 수준이지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 : 을지대는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으로 캠퍼스 외에도 금산을지병원, 을지대학병원, 을지병원, 강남을지병원, 을지생명과학연구소, 을지인력개발원 등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산학연계 체재를 운영 중입
니다. 특히 95%를 자랑하는 취업률은 수업부터 현장까지 완비된 시스템 덕분에 배출되는 우수인재들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 을지대병원은 학생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 심지어 지인에게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을지여대?! : 의료보건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을지대 성남 캠퍼스는 을지여대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5년에는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 을지대 성남 캠퍼스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학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기준) 그나
마(?!) 의료공학, 의료경영관련 학과가 남학생이 많은 학과로 꼽힙니다. 을지대 박물관 : 을지대 성남캠퍼스 본관에 범석의학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석은 을지대 설립자 古 박영하 박사의 호입니다. 강남을지병원 화석박물관은 200여점의 화석, 광물이 전시 중입니다. 특히 매머드와 코끼리의 조상인 동남아 스테고돈 두개골, 어룡 화석 트라이아스기 어룡, 180만년전 발생한 털코뿔소 등의 진기한 화석이 대거 전시되어 있어 의료기관으로써 생명의 신비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교는? : 4년제 대학 연 평균 등록금(1학기 + 2학기) 672만 6,600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을지대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입니다. 물론 문과보다는 이과가, 일반대학보다는 의료·보건학과가 등록금이 비싸기 마련인데요, 을지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유독 등록금이 비싼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전문대와 4년제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등록금이 고공행진했다는...높은 등록금이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 특성화 종합대학’
이란 강점 덕분에 취업률에서는 강세를 보입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
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을지대학교(乙支大學校,
Eulji Universit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을지대학교(乙支大學校, Eulji Universi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A. 경기도 성남 캠퍼스(舊 서울보건대학) 01.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南漢山城入口, Namhansanseong Station) 02. 정문(正門) 03. 창의관(舊 건향관) 04. 박애관(舊 진리관, 실천
관) 05. 108계단 06. 범석관(학술정보원) & 구름다리 07. 지천관(체육관) 08. 비상광장, 선구자상, 야외공연장, 쉼터 09. 대운동장 & 농구장 10. 본관 10-1. 설립자 동상 10-2. 을지대 슬로건 10-3. 박석원作 積 93 10-4. 수족관 10-5. 범석의학박물관(8F) 11. 을지관~본관 구름다리 12. 멀티스포츠코트(舊 성실관) & 인공 암벽장 13. 을지관 14. 쪽문 15. 뉴밀레니엄센터(새천년관) 16. 동상 17. 인애학사(기숙사) 18. 을지대 맛집 : 엔담닭갈비 19. 걷고 싶은 거리
B. 대전 캠퍼스(舊 을지의과대학교)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을지대학교(乙支大學校, Eulji Universit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 02. 을지대학교는 을지여대?! 03. 국내 최초의 장례지도과(1998) 04. 을지대 축제 & ‘예쁜 방’ 선발대회 05. 클래쓰가 다른 을지대생의 봉사활동 06. 응급차가 사이렌을 끈 이유는?! 07. 을지대 박물관 : 올드스토리뮤지엄 & 을지대 범석의학박물관 08. 졸업하려면 심폐소생술자격증이 필수?!
09. 등록금은 비싸지만, 취업률은 단연! 10. 을지재단 홍보대사 안성기 위촉(2012)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
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
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
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
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
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7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정보와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방송(放送)과 통신(通信)은 닮았습니다. 그러나, 통신(通信)이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일대일에 국한된 매체를 활용한다면, 방송(放送)은 TV와 라디오란 대중 플랫폼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와이파이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현재의 세대에게는 TV로 공부한다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일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대의 웹과 앱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정은 반세기
가 넘는 시간 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2020년, 방송대는 어쩌면 팬데믹(Pandemic)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대학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방송대인가, 아닌가? : 대한민국의 모든 원격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인가,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방송통
신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원격대학은 ‘사이버대학’이지요. 국립대인 방송대와 달리 타대학의 사이버대학은 학비도 백 만원대로 3배 이상 높은 반면 ‘방송대에 없는 학과’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생증을 발급해 도서관과 같은 본교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대의 경우 매년 수천명의 졸업생이 ‘다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평생학습의 고수’들일수록 사이버대의 ‘방송대에 없는 학과’에 매력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방송대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교육과
학대학까지 4개의 단과대학과 23개의 학과와 사회복지연계전공, 그리고 대학원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박사를 위한 커리큘럼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된 원격대학 : 방송대는 1972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립원격대학’이기 이전에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된 원격대학’으로써 세계의 교육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격대학’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는 영국에서 방송대보다 3년 빠른 1969년 개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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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립대이자,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일본의 방송대학(The Open University of Japan)(1983)과 비교하면, 무려 11년이나 앞선 것으로 대한민국은 원격교육은 ‘아시아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가 개교함에 따라 영국의 오프라인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존의 우편 학습에서 한 단계 진보해 TV, 라디오 등의 방송(放送)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유니버시티의 성공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
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교도소에서도 배울 수 있다?! : 여주교도소(2004)를 시작으로 전주, 포항, 청주여자교도소에는 방송대 분교가 설치되었습니다. 방송대 분교가 마련된 위의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도 얼마든지 방송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졸업을 위해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일부 학과는 제한되며, 과제물 또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재소자의 여건을 감안해 일반인용과 재소자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간 졸업생은 100명~ 규모로, 2019년에는
무기수형자가 수석졸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간호학과의 경우 미국 LA와 뉴욕에 마련된 학습관(한국교육원 내)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인이 많은 LA에서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자 뉴욕까지 확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는 한국에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미동포 간호사라면 한국까지 올 필요없이 미국에서 간호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요! 흔치는 않지만, 아니 매우 드물겠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험 때 입국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루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동문도 있습니다. 출석수업을 과제물로 대체하면 일체의 오프라인 수업 없이 수강할 수 있는 방송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큼은 오프라인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 또한 2020년 현재에는 코로나로 인해 100% 과제물 제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펜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면 이제는 오프라인 시험 대신 과제물만으로 학위를 이수할 수 있
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
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한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한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A.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舊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01. 혜화역 2번 & 3번 출구 02. 대학로 학림다방(서울대 문
리대 25강의실) 03. 마로니에 공원(舊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 법과대학) 03-1. 서울특별시 지정 제2호 문화지구 & 서울대 문리대 터 03-2. 서울대학교 유지기념비(遺趾記念碑) & 서울대학교 터(碑) 03-3. 예술가의 집(舊 서울대학교 본관) 03-4. 서울대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舊 서울대 법과대학) 04.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舊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04-1. 대학본부 본관 & 본관 337호 소강당 04-2. 카페 락앤락(1F) 04-3. 배움관(이화장 정류장) & 구공업전습소본관(舊工業
傳習所本館)(사적 제279호) 04-4. 출판문화원 B. 캠퍼스 라이프(2008~현재) i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1. 조명화 편집장의 이력서(履歷書) 01-1. 조명화 편집장의 인물정보(네이버/다음) 01-2. 조명화 편집장의 학적(學籍) 01-2-A. 한국외대 경영정보학과(2000~2007) 01-2-B. 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2008~2011) 01-2-C.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2011~) 01-2-D.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2012~2015) 01-2-E. 방송통신대학
교 정보통신학과(2015~자퇴) 01-2-F.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2015~2017) 01-2-G.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2017~2019) 01-2-H. 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2020~재학 중) 01-3. 조명화 편집장의 강연/특강/인터뷰 01-4. 조명화 편집장이 출연한 방송(07) 01-5. 조명화 편집장의 사진전(국내 및 해외) 01-6. 조명화 편집장을 ‘소개’한 도서(04) 02. 방송대 기네스상 2017 : 공모부터 수상까지 02-1. 방송대 기네스상 2017 공모(170512)
02-2. 조명화의 방송대 기네스상 제안서Ⅰ : 최다 출판 부문(365권) 02-3. 조명화의 방송대 기네스상 제안서Ⅱ : 최다 자격증 취득 부문(12건) 02-4. 방송대 기네스상(Guinness償) 역사상 ‘최초’의 2개 분야 동시 수상 03. 방송대 학보사의 ‘방송대 기네스상 2017’ 인터뷰 03-1. 서면 인터뷰(171208) : 방송대 기네스상 기타부문 수상 인터뷰 03-2. 현장 인터뷰(171211) : 아티제 분당 서현점 03-3. 인터뷰 기사(171228) : ‘여행과 출판’이 인생의 화두예요 03-4.
2017 방송대를 빛낸 인물 시상식(171226)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한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대학로는 왜 하필 혜화역에 있나요? 주변에 대학교도 없던데요? 02. 방송대인가, 아닌가? 03. 국내 최초?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된 원격대학! 04. 졸업 못하는 대학이 어딨어? 방송대 졸업률은 20%! 05. 방송대 동문은 100만?! 06. 교도소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07. 미
국에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08. 방송대생은 구글드라이브가 무료?! 그것도 평생?!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
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
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
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
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
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
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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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1 Korea Military Academ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화랑대(花郞臺)란 별칭은 일제강점기 지원병 훈련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195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사의 화랑대(花郞臺) 외에도 육ㆍ해ㆍ공군 3군의 계룡대(鷄龍臺), 육군3군사령부의 선봉대(先鋒臺), 육군군수사령부의 칠성대(七星臺), 육군훈련소의 연무대(鍊武臺), 육군 병과학교 상무대(尙武臺), 육군종합행정학교의 남성대(南城臺), 육군3사관학교(陸軍三士官學校,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AAY)의 충성대(忠誠臺),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Korea Air Force Academy)의 성무대(星武臺), 육군학생군사학교(陸軍學生軍事學校, Army Cadet Military School)의 문무대(文武臺), 국군간호사관학교(國軍看護士官學校,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KAFNA)의 자운대(紫雲臺) 등 주요 군사시설과 군사학교마다 지명 대신 활용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
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육사는 학교다! : 육군사관‘학교’가 대학교 과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사관학교설치법이 공포된 1955년으로 이 때부터 졸업생에게 이학사(理學士)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와 달리 육사는 ‘서울의 유일한 사관학교’입니다. 이 덕분에 육사는 전국의 인재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남초 학교이기는 하나, 1998년부터 여성 생도의 입학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는
여대와 달리, 남대는 아닙니다. 2013년 선발한 여학생은 30명으로 남학생 280명의 1/10 수준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주말 여행 갈래? : 육사는 지도 앱 위성사진이나 스트리트 뷰도 지원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1997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관광 목적으로 부분 유료 개방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지역에 한해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육사 내의 박물관은 육사박물관이 아닌 육군박물관으로, 박물관 여행객이라
면 한번쯤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춘선 화랑대역(現 화랑대 철도공원) & 간성교(干城橋) : 육사 제2정문(正門) 간성문(干城門)은 2010년 12월 폐선된 경춘선 화랑대역(現 화랑대 철도공원)과 가깝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제 제300호이자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으로 숱한 연인들이 육사 앞에서 만나고 헤어지던 추억의 명소이기도 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여대와 육사는 서로 가깝기도 유명한 여대와 남대(?!)인데요, 서울여대 정문(正門)과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正門) 간성문(干城門)의 거리는 화랑로(花
郞路)와 경계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0여 미터! 육사의 체육시설 : 행정안내소(종합안내실) 뒤편의 양지관을 비롯해 육사에는 육사체육관, 관창체육관, 서애관, 종합체력단련장, 육사야구장, 갈매리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종목별로 세분화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도가 졸업 전에 1단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태권도를 비롯해 농구, 배드민턴, 기계체조,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핸드볼, 헬스장, 수영, 탁구, 인조잔디 축구장, 폴리우레탄 육상트랙, 멀리뛰기, 야구, 테니스... 이정도면 태릉
인지, 육사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네요!! 교훈탑(敎訓塔)·육사기념관 : 교훈탑을 겸한 기념관은 故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으로 건축학과 학생들의 건축투어 탐방지로 꼽힐 정도로 의미있는 건물입니다. 육사답게 64미터인 교훈탑은 이름 그대로 건물 외벽에 교훈 지인용(智仁勇)을 새겨 놓았습니다. 취재 당시 육사를(서울여대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는 ‘고장 수리중’... 기념관은 육사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기념탑 1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좌측으로 한 바퀴 돌면서 학교역사실, 교육변천사실, 복식변천사실, 전사자순직실
등 7개의 테마관을 순서대로 관람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수별 동기회 명칭이 유난히 재미있더라고요. 7기 칠성, 22기 쌍둘, 24기 육사이사… 육사박물관? 육군박물관!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게 수학한 김중업 건축가는 박물관 자체가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거대한 열쇠’를 상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육사박물관이 아닌, 육군 전체를 대표하는 육군박물관이자 ‘국내 군사박물관 중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방문 가치가 높습니다. 제1전시실(2층)은 선사시대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제2전시실(3층)은 광복부터 현재까지의 유물 만여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특성상 단순한 유물, 유적보다는 무기류와 방어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야외에도 박정희 대통령 의전용 세단(국가등록문화재 제398호)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가 옥외 전시 중입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Korea Military Academy)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Korea Military Academy)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경춘선 화랑대역(現 화랑대 철도공원) & 간성교(干城橋) 02. 제2정문(正門) 간성문(干城門) 03. 행정안내소(종합안내실), 면회실, 식당(2F) 04. 육사의 체육시설 05. 교훈탑(敎訓塔)·육사기념관 06. 통일탑(統一塔) 07. 성화대(聖火臺)? 승화대(承火臺)! 08. 미 웨스트포인트 6·25참전기념비(1996) 09. 불멸탑(不滅塔) 10. 제정러시아 요새포 11. 안중근 장군 동상 & 충의비(忠義碑) 12. 화랑관(花郞
館) 13. 육사의 종교시설 14. 육사박물관? 육군박물관! 15. 故 강재구 소령 동상 16. 화랑대(花郞臺) & 국기게양대 17. 삼군부(三軍府) 청헌당(淸憲堂)(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6호) 18. 학교본부 19. 호국비(護國碑) : 내 생명 조국을 위해 20. 흥무관(興武館)(강당) & 육사회관 21. 충무관(忠武館) & 도서관 22. 야외무기전시장 23. 참전생도상 24. 화랑상(花郞像) 25. 탄약운반 장갑차 & L-19 연락기 26. 미8군 사령관 제임스 올워드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 동상 27. 범무천 쌍사자상 & 생도회관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Korea Military Academy)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사관학교 설치법 02. 학교냐, 군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03. 육사생도의 4가지 특전 04. 육사 군악대가 앨범을?! 소년64 05. 화랑대학교(花郞大學校)? 화랑대(花郞臺)! 06. 사랑의 오작교, 소라분식 07. 서울여자대학교(서울女子大學校) 08.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泰陵) & 강릉(康陵) 09. 삼육대
학교(三育大學校, Sahmyook University) 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科學技術大學校, SeoulTech) 11. 광운대학교(光云大學校, Kwangwoon University) 12. 인덕대학교(仁德大學校, Induk University)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
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
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
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
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
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
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
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
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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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8 K-Arts(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한국예술종합학교(韓國藝術綜合學校, K-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일명 한예종은 1990년 정부의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표에 따라 1992년 문화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설립한 실기 중심의 교육기관입니다. 타학교와 달리 한예종은 6개의 학과가 아닌, 독자적인 6개의 OO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3년 예술의 전당 한 켠에 음악원을 개원한 이래 연극원(1994), 영상원(1995), 무용
원(1996), 미술원(1997), 그리고 1998년 전통예술원이 문을 열면서 현재의 6개원과 ISA(Inter school division) 체제로 진화하였습니다. 석관동 캠퍼스는 1996년 2월 안기부(舊 국가안전기획부, 現 국가정보원)가 철수한 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의릉(懿陵)이 석관동 캠퍼스 본관과 별관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영문명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엄연한 ‘4년제 국립대학교이자 특수대학교’입니
다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의해 설립되었기에 교명에 ‘대학교’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교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한예종 예술사는 학사, 예술전문사를 졸업하면 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단 문예창작과에 해당하는 문학원과 박사 과정은 없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캠퍼스에 세계유산이?! 석관동 캠퍼스(6호선 돌곶이역) : 舊 안기부 건물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캠퍼스인 덕분에 음지못(안기부
부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을 비롯해 현재까지 사용하는 미술원·전통예술원동(I), 실습장(체육관), 천장관(기숙사) 등에서 그 흔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입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부지가 좁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의릉(懿陵)이 석관동 캠퍼스 본관과 별관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20대 임금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계씨가 묻힌 의릉(懿陵)(사적 204호)을 포함한 40기의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캠퍼스라는 점 또한 ‘예술학교’답지 않나요? 석관동캠퍼스는 2022년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태릉(泰陵)과 인접한 선수촌이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 영상원 :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예종의 스타는 아무래도 영상원과 연극원 출신일텐데요, 그 현장 또한 신기롭기만 했습니다. 영상원은 크게 직접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대형, 소형의 스튜디오, TV 스튜디오와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부조정실, 국내 상업영화 장비 수준의 촬영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실, 편집/전환/마스터링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편집실/TR실/음향편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내부 시설 못지 않게 현대적인 갤러리 등에서나 볼법한 회색 톤을 배경으로 노란색을 포인트로 디자인된 영상원의 건물 자체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같더라구요! 끝없이 긴 복도와 노출 공법으로 드러난 배기관이 이색적인 매력을 뿜어내다보니 실제 영화사에서 촬영 섭외도 많이 들어오지만 학생들의 작품 촬영 이외에는 거의 불허하고 있답니다. 모든 공연 예술의 출발이자 완성, 연극원 : 한국의
유일한 종합연극교육기관으로 연출, 연기부터 극작, 무대미술, 경영까지 연극의 전 분야를 망라한 실기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공연 예술의 출발이자 완성’으로의 연극을 배울 수 있는 연극원에는 학생공연이 진행되는 실험무대/상자무대, 연기실기 및 공연제작을 할 수 있는 연습실(AV 시스템, 피아노, 발레 바, 거울 등 구비), 직접 의상과 무대 장치 등을 만들 수 있는 의상실습실/디자인실기실,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는 극작연구실과 공통강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예종을 거닐다가 유난히 훈남훈녀가 많다 싶으면
연극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국내 최고가 세계 최고! 전통예술원 : 한예종의 6개원이 모두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지만,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는 원이 있으니 바로 전통예술원입니다. 전통 예술의 3대 요소가 악(樂), 가(歌), 무(舞)인데 이를 한 곳에서 모두 가르치는 곳은 국내에서(즉 세계에서) 한예종이 유일합니다. 한예종 전통원은 각 지역의 전통연희를 가르치는 국내 유일의 연희과와 전통예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국예술학과까지 4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간문화재 정재국(피리), 안숙선(판소리),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등이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전통예술의 경우 동아국악콩쿠르(동아일보), 온나라 국악경연대회(국립국악원), 전주대사습놀이 등에서 매년 30여명의 전통원 남학생들이 수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학로 캠퍼스(4호선 혜화역) : 창덕궁 월근문(月覲門) 바로 옆 국립어린이과학관(舊 국립서울과학관)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한예종 대학로 캠퍼스는 ‘대한민국 연극 1번지’ 대학로와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연이 가능한 대형 강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라고 하기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시기는 매우 짧으며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등의 부속 기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
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한국예술종합학교(韓國藝術綜合學校, K-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한국예술종합학교(韓國藝術綜合學校, K-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캠퍼스투
어(Campus Tour) A. 석관동 캠퍼스(6호선 돌곶이역) A-1. 본관 지역(舊 정보부 수송대) : 연극원·영상원동(B) & 예술정보관(A) A-1-01. 필름 스튜디오(소)(LB121) A-1-02. 필름 스튜디오(대)(LB122) A-1-03. 영화과 기자재 보관실(Film Equipment)(LB114) A-1-04. TV 세트실(TV Set)(LB124) A-1-05. 락커룸(Locker Room) A-1-06. TV ST 부조정실(TV ST. Master Control Studio)(L123)
A-1-07. 디지털 편집실7(Oﬄine Edit7)(L124-7) A-1-08. 상자무대 A-1-09. 예술극장(C) A-1-10. 예술정보관(A) A-1-11. 예술정보관(A) 극장동카페(Theater Coﬀee) A-1-12. 음지못 A-1-13. 야외 무대(Outdoor Stage) A-1-14. 무대제작실습장(G), 학생회관(H) A-2.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2009) 의릉(懿陵)(대한민국 사적 204호) A-3. 울랄라 빈대떡 A-4. 별관 지역(舊 국가정보대학원) A-4-01. 정문(正門) A-4-02. 미
술원·전통예술원동(I) A-4-03. 전통음악실습장(J) A-4-04. 미술원·전통예술원 별관동(K) A-4-05. 유리·도자·디자인 공방(O)(舊 송추공방동) A-4-06. 철공·목공공방(N) A-4-07. 미술원·전문사동(M) A-4-08. 무용·연희공동실습장(L) A-5. 천장산 산책로 B. 서초동 캠퍼스(3호선 남부터미널역, 2호선 방배역) B-1. 서초동 캠퍼스 B-1-01. 입구(Gate) B-1-02. 로비(Robby) B-1-03. 이강숙홀{舊 크누아홀(KNUA Hall)}(4F) B-1-04. 합주
실(Rehearsal Room)(403) B-1-05. 타악기실(Percussion Studio)(401) B-1-06. 도서실(Library(B145) B-1-07. KNUA Lounge & 락커룸(Locker Room)Ⅰ B-1-08. 렛슨실(Private Teaching Studio)(B102) B-1-09. 오르간(Organ)(B218) B-1-10. 색소폰(Saxophone)(B217) B-1-11. 플룻(Flute)(B207) B-1-12. 호른(Horn)(B210) B-1-13. 락커룸(Locker
Room)Ⅱ B-1-14. 클라리넷(Clarinet)(B267) B-1-15. 리코더(Recorder)(B255) B-1-16. 트럼펫(Trumpet)(B258) B-1-17. 중정(中庭) B-1-18. 체력처방실(221) B-1-19. 요법실(Movement Therapy Room)(221) B-1-20. 무용실기실(Dance Studio)Ⅰ B-1-21. 무용실기실(Dance Studio)Ⅱ(105) B-1-22. 무용실기실(Dance Studio)Ⅲ B-1-23. 락커룸(Locker Room)Ⅲ B-2.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B-3. 오페라하우스(Opera House) B-4. 예술의 전당(藝術의 殿堂, Seoul Arts Center) B-5. 숙자네 B-6. 서울교육대학교(서울敎育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 대학로 캠퍼스(4호선 혜화역)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한국예술종합학교(韓國藝術綜合學校, K-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02. 한예종 3대 미스테리 03. 한예종 in 안기부 04. 한예종 캠퍼스 이전(2022) 05. 영상원 10학번 박지인이 말하는 영상원(석관동 캠퍼스) 06. 연극원 07학번 장원형이 말하는 연극원(석관동 캠퍼스) 07. 미술원 09학번 함금엽이 말하는 미술원(석관동 캠퍼스) 08. 전통예술원 07학번 권설후가 말하는 전통예술원(석관동 캠퍼스) 09. 음악원 10학번 이혜림이 말하는 음악원(서초동 캠퍼스) 10. 무용원 12학번 김보송이 말하는 무용원(서초동 캠퍼스)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
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
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
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
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
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
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11 SeoulTech(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서울과기대는 1909년 순종황제의 실업학교령(칙령 제56호)으로 설치되었으며, 당시 교명을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이라고 한 이유는 조선 정부 소유인 서울 종로구 어의궁(於義宮) 터(現 효제동)에 학교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명으로 설치한 학교니 개교부터 국립학교였던 셈이죠. 서울과기대는 1910년 4월 15일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을 모태로 하는 종합대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경성공립직업학교(1931), 경기공립공업학
교(1944), 경기공업고등학교(1953),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1963), 경기공업전문학교(1974), 경기공업전문대학(1979), 경기공업개방대학(1982), 서울산업대학(1988), 서울산업대학교(1993) 등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90년대 학번이라면 서울산업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대학을 거쳐, 비교적 최근인 2012년 현재의 종합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개명한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서울과기대 외에도 칙령 제56호에 의해 설치된 경
남과학기술대학교(1910, 공립진주실업학교), 전남대학교(1917, 광주농업학교), 한국교통대학교(1905, 철도이원양성소) 등은 현재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양성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다빈치관·신다빈치관(39), 미술관(2F) : 다빈치관은 다산관과 창학관(舊 전기전자관)(등록문화재 12호), 대륙관(등록문화재 제369호)과 달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덕에(?!) 허물고 새롭게 지은
것으로 2012년 완공된 신상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오랜 건축물인 덕에 유난히 괴담이 많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신다빈치관은 237억을 투자해 조형대 학생들의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통합한 최첨단 건물로 스튜디오식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빈치관에 비해 5배 넓어진 작업공간은 물론 화약약품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 야간작업이 많은 과 특성상 마련된 샤워실, 작업도구가 많은 학생들을 위한 사물함 등으로 인해 한층 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빈치관 2층은 조형
대 학생들의 작품 전시장을 겸한 미술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다산관(2) & 창학관(3)(등록문화재 제12호) : 두 건물은 일제강점기 수용소, 경성제대와 서울대 공과대(이학대) 부지로 활용된 ‘서울과기대의 시작’이자, 서울과기대 로고에 등장하는 ‘서울과기대의 랜드마크’입니다. 등록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외관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하기 위해 오히려 신규 건축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네요. 두 건물 모두 직사각형의 외벽 중앙이 텅 빈 중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 S 다이어리
(2004) 촬영지! 다산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총탄 자국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철거된 시계탑은 수동식이라 전담 직원이 돌려줘야 하는데, 그 분이 은퇴하시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철거했다는 카더라가... 서울대와 서울과기대의 연결고리?! : 노원구 공릉동은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 공과대학이 활용했던 부지입니다. 서울과기대 캠퍼스에서 일제강점기의 근대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때문에 당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산관과 창학관
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본관으로, 대륙관은 경성광산전문학교에 이어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가, 다시 서울대 공과대학이 사용했습니다. 각각 등록문화재 제12호와 369호로 지정되었으며, 다빈치관은 등록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헐고 신다빈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미 2곳의 학교가 거쳐 갔을 정도로 대학교 캠퍼스로는 최적의 입지, 면적, 녹지 등을 자랑합니다. 캠퍼스 면적 52만㎡로 일감호를 포함한 건국대 서울캠퍼스보다 약간 큽니다. 무엇보다 캠퍼스 전체가 평지이며, 녹지가 풍부해 ‘서울과기대공원’이라고 불러도 손
색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어의천(如意川)·공대천(工大川)은 기본! 웹툰 치즈인더트랩(2010~2019) & 드라마 tvN 치즈인더트랩(2016) : 평범한 여대생 홍설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부터 휴학 후 복학하며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캠퍼스라이프를 그린 네이버 웹툰 치즈인더트랩은 큰 인기를 누리며 드라마로 제작, 2016년 tvN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건대 출신의 원작자 순끼는 작품 곳곳에 모교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에 반해 드라마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건국대와 서
울과기대, 두 캠퍼스로 치즈인더트랩, 아니 치인트 투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
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
강(Opening)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科學技術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현장학습(Field Trip).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科學技術大學校)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정문(正門)(13) 02. 어의천(如意川)·공대천(工大川) 03. 100주년기념관(51) 04. 해태상(獬豸像) 05. 대륙관(56)(등록문화재 제369호) & 축구장(63) 06. 대학본부(1) & 서울과
학기술대학교역사관 07. 오르막길 08. 청운관(6) 09. 서울테크노파크(7), 학생식당, 쉼터 10. 서울과기대 역사탑 11. 다빈치관·신다빈치관(39), 선비귀신, 미술관(2F) 12. 어학원(38) & 어의관(40) 13. 성림학사(43), 카페 플라타너스, 탁구장 14. 붕어방(11) 15. 파워플랜트(10) 16. 다산관(2) & 창학관(3)(등록문화재 제12호) 17. 향학로 귀신나무 18. 프론티어관(32) 19. 하이테크관(33) & 구름다리 20. 중앙도서관·정보전산원(34) 21. 수연관(36) 22.
로봇동아리 THOT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科學技術大學校)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서울과기대의 과거는 무죄! 02. 서울과기대는 서울 소재 유일한 종합국립대?! 03. 서울대와 서울과기대의 연결고리?! 04. SNUT? Seoultech! 05. 웹툰 치즈인더트랩(2010~2019) & 드라마 tvN 치즈인더트랩(2016)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
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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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
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
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78 Jinju Hyanggyo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경남 진주향교(晋州鄕校, Jinju Hyanggyo)의 세 가지 비밀 : 진주향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배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향교와는 상이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측의 명륜당(明倫堂)과 좌측의 사교당(四敎堂)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마치 강당이 2개인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 실제로 벽이 없이 중앙을 텅 비운 사교당은 현재까지도 진주향교의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삼문(外三門)
과 내삼문(內三門) 앞에 한 쌍의 석사자상(石獅子像)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향교와 석사자는 사실 연관성을 찾아 보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안동향교에서도 한쌍의 석사자상(경북 문화재자료 제19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때 사찰이였던 자리에 향교를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팔다리가 잘려 있는 안동향교 석사자는 현재 안동대학교(安東大學校, Andong National University) 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깎아지를 듯한 급경사지에 향교를 설치하였다는 것. 이 때문에, 강학
영역(講學領域)과 제향영역(祭享領域)이 같은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수십여 개의 석단(石段)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 외삼문(外三門)을 겸하는 풍화루(風化樓)조차 지면에서 석단(石段)을 통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엄숙함이 극도로 강조되지요. 번외적으로 지면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느니만큼 수정봉(水精峰)이 한눈에 들어오는 ‘숨겨진 진주 전망대’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주 시내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나 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향교 앞에 진주향교 진주시 충효교육
원과 진주향교유림회관이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옥봉재재실, 정씨제각세청문 등과 인접합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1972)로 지정.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진주남강유등축제(晉州南江流燈祝祭,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 강 위에 빛을 밝힌 등을 띄운 유등축제는 매년 서울 청계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축제 테마입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유등하면 진주죠! 2002년 시작된 진주남강유등
축제는 연간 300만 이상이 방문하는 ‘진주 최대의 축제’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유등축제’로 남강(南江)이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지역축제로 꼽힙니다. 이에 반해 청계천은 수심도 얕고, 폭도 좁아 남강에 비교하기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지요. 물론 서울이란 입지 덕분에 수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만, 진주시와 축제 모방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주성(晋州城, Jinjuseong Fortress)(사적 제118호) : 둘레 1,760 미터의 진주성은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진주대첩의 전적지로 남강을 낀 촉석루(矗石樓)를 비롯해 논개가 뛰어내린 의암(義巖)과 의기사(義妓祠), 국립진주박물관(國立晋州博物館) 등 수많은 볼거리,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습니다. 본디 입장료가 있으나(성인 2,000원), 진주남강유등축제(晉州南江流燈祝祭,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기간에 한해 무료로 개방됩니다. 2015~2017년에는 잠시 유료화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2018년부터 다시 무료화하였습니다. 진주성을 보기 위해서는 진주
시내를 벗어나야 한다?! 선학산(仙鶴山) 전망대 & 진주에나길 : 에펠탑이 보기 싫어 에펠탑의 레스토랑을 애용했다는 모파상의 이야기처럼, 진주성과 남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진주 시내를 벗어나 선학산(仙鶴山)에 올라야 합니다.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선학산 전망대에 오르면, 남강 위에 두둥실 떠있는 수많은 유등이 마치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오지요! 불꽃놀이를 하는 일몰 시간을 비롯해, 전주로 출사를 온 사진작가라면 반드시 올 수 밖에 없는 포토존 중의 포토존이랍니다. 선학산을 비롯해 진주의 주요 명소를
엮은 ‘진주에나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영호 작곡 기념관(동백아가씨) :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백영호의 백영호 작곡 기념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왠 병원에 있습니다. 서울내과의원 1층 로비를 방문하니,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백영호의 음반, 사진, 트로피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음악의 조합이라니,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신이 아픈 환자에게 최고의 처방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백영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선정한 ‘명예의 전당’ 헌정 인물로,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1997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로비에 백영호 작곡 기념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진주에서 만나는 호주 마을, 반반 스프링스 커피(Ban Ban Springs Coﬀee) : 서울에서는 만날 수 없는 로컬 카페가 대세죠! 진주에도 물론 스타벅스 등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습니다만, 유독 초록색 간판의 반반 스프링스 커피(Ban Ban Springs Coﬀee)가 눈에 띄더군요. 마침 진주고속버스터미널 역 근처에도 있어 버스시간을 기다릴 겸 한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양이 푸짐하니, 마음도 푸짐해 집니다. 반반 스프링
스(Ban Ban Springs)는 창업자가 ‘호주 동부의 한적한 마을 이름’을 따 붙인 상호라고 합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
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
어(247) 현장학습(Field Trip) : 경남 진주향교(晋州鄕校, Jinju Hyanggyo)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진주향교 진주시 충효교육원 02. 진주향교유림회관 03. 홍살문(紅箭門) 04. 안내문 05. 비석군(碑石群) & 고직사(庫直舍) 06. 석단(石段) & 석사자상(石獅子像) 07. 강학영역(講學領域) 07-1. 외삼문(外三門) 풍화루(風化樓) 전면 07-2. 풍화루(風化樓) 후면 07-3. 수정봉(水精峰) 07-4. 풍화루(風化樓) 2층 07-5. 동재(東齋) & 화장실 07-6. 서
재(西齋) & 우물(수돗가) 07-7. 명륜당(明倫堂) 07-8. 사교당(四敎堂) 07-9. 석단(石段) 08. 제향영역(祭享領域) 08-1. 석사자상(石獅子像) 08-2. 석단(石段) 08-3. 내삼문(內三門) 08-4. 대성전(大成殿) 08-5. 동무(東廡) 08-6. 서무(西廡) 09. 경남 진주시(晋州市)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 09-1. 진주남강유등축제(晉州南江流燈祝祭,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09-1-A. 진주성(晋州城)(사적 제118호) 09-1-B. 진주중앙시장 & 천황식당(백
종원의 3대천왕) 09-1-C. 불꽃놀이 09-1-D. 남강(南江)~진주성(晋州城) 09-1-E.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2018) 09-2. 옥봉재재실 09-3. 정씨제각세청문 09-4. ‘진주 최초의 사당’ 은열사(殷烈祠)(경남 유형문화재 제453호) & 강민첨 영정(姜民瞻影幀) 09-5. 선학산(仙鶴山) 전망대 & 진주에나길 09-6. 백영호 작곡 기념관(동백아가씨) 09-7. 반반 스프링스 커피(Ban Ban Springs Coﬀee)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향교(鄕校)·서원(書院) 대학
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5가지 키워드로 읽는 향교(鄕校)·서원(書院) 02. 최초의 향교(鄕校), 인천 교동도 교동향교(喬桐鄕校)(1127) 03. 최초의 서원(書院), 경북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1543) 04. 사액서원(賜額書院)이란? 0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1871) 06. 향교(鄕校)·서원(書院)의 공간구성 07. 현존하는 향교(鄕校), 서원(書院)은 몇 곳? 08. 사적(史蹟)·유형문화재에 등재된 향교(鄕校)(06) 09.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 한국의 서원(書院,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2019) 10. 사적(史蹟)·기념물(記念物)에 등재된 서원(書院)(07) 11. 서울에도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있다?!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
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
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
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
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
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
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12 University of Seoul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공립대, 서울시립대 : 서울시립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4년제 종합대(1987)이자 공립대입니다. 공립대라는 점만으로도 사립대는 물론 전국 각지의 국립대와 국립대 법인(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한예종이나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다릅니다. 국립대는 국가(교육부)가 설립한다면, 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국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설립 주체가 됩
니다. 서울시장은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니 시립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부산시립대, 울산시립대 등이 개교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립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문명 또한 University of Seoul(1997)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Seoul City University였답니다. 학문적으로 도시과학대학을 특성화시킨 최초의 대학(1997)으로 도시행정학과, 행정학과, 세무학과,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교통공학과 등 도시와 관련한
건축, 환경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하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립(2012), 해외건설분야 특성화 대학원(2014) 등 ‘(천만인구 서울의) 도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대학’으로 인식되지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개교 100주년(2018) : 서울시립대는 1918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서울농업대학(1956), 서울산업대학(1974)를 거쳐
1981년 현재의 서울시립대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동절 개교한 농업학교라니, 열심히 농사 지으란 의미가?! 지난 2018년은 개교 100주년! 캠퍼스 면적 270,595㎡로 넓기도 하거니와, 전체적으로 경사가 거의 없이 평탄한 것은 설립 당시 농업 연구를 위해 주변에 민가가 없고 평평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입점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청량리역, 회기역)에서 다소 멀다는 점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배봉산 서편에 자리잡은 캠퍼스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CF 촬영지로 선택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서울시립대 정문
(正門) 시대탑(市大塔) : 서울시립대 캠퍼스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담장이나, 문이 없습니다. 다만 정문(正門)에 해당하는 시대탑(市大塔) 조형물이 있어 “아, 여기부터 서울시립대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고 있지요. 2010년 건립된 시대탑(市大塔)은 서울의 ㅅ 혹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인(人)을 형상화한 것으로 ‘열린 대학’ 서울시립대의 이미지를 서울의 천만시민에게 알리는 문지기랍니다. 서울시립대의 S와 태극을 형상화한 엠블렘 기념물이 광장에 진입하기 직전 좌측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증샷 포인트! 개교 70
주년 기념 장산곶매 동문탑(同門塔) : 대학본부와 미래관 사이 동문탑(同門塔) 꼭대기에는 서울시립대의 상징동물 장산곶매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상징동물이 장산곶매인 곳은 오직 서울시립대 뿐! 이정도면 인증샷 찍을 만하죠? 장산곶매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대학 상징동물일 뿐 아니라, 건립 비용 또한 총동창회의 성금으로 충당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있는 상징물입니다. 날개를 활짝 핀 장산곶매가 학문을 상징하는 연필 위에 우뚝 서있는 형상이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정된 수준을 넘어서, 교내 축구대회명이 ‘장산곶매배’일 정도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랍니다. 학식대전 TOP10! 학생회관(12) : 서울시립대에는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본관 그리고 생활관에 학생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정중앙의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외에도 양식당, 카페, 햄버거 가게 등이 있지요. 2층 양식당 아느칸은 전면 통유리로 된 시원한 뷰를 자랑합니다. 캠퍼스에서 경양식의 대표주자 돈까스를 비롯해 스파게티, 샐러드 등을 즐길 수 있지요! 아느칸이나 카페 그리고 휴 모두 학생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학생회관의 별미로는 WEB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직 시립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햄버거 가게랍니다. We Eat the Best! 2015년 중앙일보의 전국대학교 학식대전에서 TOP10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늘못(배봉탕) : 인문학관 뒤편, 중앙 도서관 앞쪽에 있는 하늘못은 PD들이 반한 촬영지! 서울시립대 캠퍼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늘다리에서 바라보는 버드나무와 오리, 잉어를 바라보노라면 학업의 시름조차 잠시 덜어낼 수 있지요. 하늘못 한켠에는 인공개울이 흐르는 야외 공연장이
연결되며, 캠퍼스의 가장 동쪽을 음악관(35), 국제학사(34), 생활관(22)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늘못의 비경은 MBC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1999), SBS 지금은 연애 중(2002) 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
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서울시립대학교(서울市立大學校)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동문(同門) 04. 캠퍼스투어(Campus Tour) 05.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 현장학습(Field Trip). 서울시립대학교(서울市立大學校) 캠퍼스투어(Campus Tour) 01. 서울시립대 정문(正門) 시대탑(市大塔) 02. 서울시립대 엠블렘 기념물 03. 시계탑
04. 舊 음악관(35)·現 100주년 기념관(16) 05. 전농관(1) 06. 조형관(16) & 운동장(28) 07. 개교 70주년 기념 장산곶매 동문탑(同門塔) 08. 미래관(33) 09. 대학본부(7) & 건공관 뒷산 10. 건설공학관(3) 11. 중앙로, 제1공학관, 제2공학관 12. 농구장 & 등나무쉼터 13. 배봉관(6), 거울못, 교훈탑(敎訓塔) 14. 학생회관(12), 학생식당, WEB 15. 창공관(舊 경상관)(04) 16. 중앙도서관(21), 생활관(22), 국제학사(34) 17. 실외테니스장, 학군
단(13), 후문(後門) 18. 인문대학(5) 19. 하늘못(배봉탕) 20. 자동화 온실(81) 21. 정보기술관(19) & 미디어관(25) 22. 자연과학관(8) : 카페 비, 학생식당, 쉼터, 실내공연장 23. 대강당(27) 24. 21세기관(15) 25. 건설공학관(3) & 건공관 뒷산 26. 자작마루(18) 27. 박물관(29) & 박물관 정원 28. 경농관·빨간벽돌 갤러리(10) 29. 법학관(20) 구름다리 29-1. 중정(中庭) 29-2. 알티 라운지(Alti Lounge) 29-3. 교사특별전Ⅱ(로비) 30. 웰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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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1. 체육관 32. 쉼터 33. 레스토랑 칼리앤메리의 부엌(Karly and Merry)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서울시립대학교(서울市立大學校)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서울시립대 3대 바보란? 02. 입학식·졸업식에 서울시장이 참석한다?! 03. 서울에서 등록금이 싼 대학교?! 04. 서울의 문제, 서울시립대가 해결한다! 05. 현업만 수강 가능한 학과?! 06. 역동전(동대문구 3대학 교류대항전) 삼동제(TROIKA)(2019~) 07. 캠퍼스에 사시사철 따뜻한 온실이?!
08. CF맛집 서울시립대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
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
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
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
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
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
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
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
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80 Hyanggyo of Joseon Dynas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송중기, 박유천, 유아인이 만나면? 성균관 스캔들(2010) :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체역사소설, 사극, 웹툰 등은 현대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07년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과 이를 원작으로 한 2010년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큰 인기를 누리며 성균관과 유생에 관한 관심 또한 커졌습니다. 송중기, 박유천, 유아인이 여주인공 박민영과 함께 ‘잘금 4인방’으로 출연하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작사측에
서 성균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전주 한옥마을 전주향교에서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을 비롯해 영화 YMCA 야구단(2002), MBC 궁(2006), MBC 해를 품은 달(2012), KBS 구르미 그린 달빛(2016) 등 다양한 사극과 현대물이 촬영된 바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고려부터 조선까지! 천년의 세월을 견딘 전주 전주향교(全州鄕校) : 전주 전주향교(全州鄕校)는 현재의 경기전
(慶基殿)이 있는 전주시 풍남동에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현유(賢儒)를 배향하기 위해 설립된 사당으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후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을 모신 경기전 설립과 함께 황화대(黃華臺)로 이전하였으며, 임진왜란 후 다시 현재의 완산구 교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영조 때 전주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경기전을 피해, 잠시나마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도 한 신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외삼문부터 내삼문, 대성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호), 명륜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전묘후학(前墓後學)의 배
치로, 계성사를 포함해 성인들의 위패와 각종 서적, 목판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1950년대와 1980년대 지역 주민과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향교’, 경북 경주향교(慶州鄕校, Gyeongju Hyanggyo) : 경주향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중건되었습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 등으로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국가적인 지원은 물론 경주 유림들이 힘을 합쳐 대성전, 동재와 서재, 전사청,
명륜당, 존경각 등을 차츰 건립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향교’로 손꼽힙니다. 전학후묘의 배치가 흔한 서원과 달리 경주향교는 평탄한 지형에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전묘후학(前廟後學)의 구조로 지었으며, 명륜당 뒤뜰에 수많은 소나무를 심어 송단(松壇)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에는 해동18현을 상징하는 18그루였으나, 철종 시기 수백그루를 추가적으로 심어 현재의 비보림(裨補林)을 형성하였습니다. 1604년 세워진 대성전은 보물 제1727호(201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 진주향교(晋州鄕
校, Jinju Hyanggyo)의 세 가지 비밀 : 진주향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배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향교와는 상이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측의 명륜당(明倫堂)과 좌측의 사교당(四敎堂)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마치 강당이 2개인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 실제로 벽이 없이 중앙을 텅 비운 사교당은 현재까지도 진주향교의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삼문(外三門)과 내삼문(內三門) 앞에 한 쌍의 석사자상(石獅子像)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셋째, 깎아지를 듯한
급경사지에 향교를 설치하였다는 것. 이 때문에, 강학영역(講學領域)과 제향영역(祭享領域)이 같은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수십여 개의 석단(石段)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 외삼문(外三門)을 겸하는 풍화루(風化樓)조차 지면에서 석단(石段)을 통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엄숙함이 극도로 강조되지요. 제주 정의향교(旌義鄕校)의 세 가지 특징 : 정의향교는 여타의 향교와 세 가지 점이 확연히 다른데 첫째는 남향이 아닌 동향이라는 것, 둘째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전후(동서)가 아니라, 나
란히(남북)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은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학후묘도 전묘후학도 아닌 제3의 배치라는 점에서 이색적이지요. 셋째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있는 향교’라는 것입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6현(宋朝六賢)과 한국의 18현의 위패, 전(殿)이 새겨진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죽녹원 옆! 전남 담양향교(潭陽鄕校)(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 최초 설립된 연대가 미상인 담양의 지방교육기관으로, 현재의 모
습은 태조 시대 대성전 건설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에 따라 대성전, 동무와 서무, 그리고 명륜당 등이 현존합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을 중심으로 송조2현(宋朝二賢)과 동방18현(十八賢)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봄과 가을의 석전(釋奠)을 봉안하는 제례기구로만 활용 중입니다. 무엇보다 담양의 대표관광지 담양 죽녹원(竹綠苑)과 맞닿아 있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문보다 생태전시관과 장인각에서 가깝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
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
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현장학습(Field Trip) :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 캠퍼스투어(Campus Tour) A. 전북 전주향교(全北 全州鄕
校, Jeonju Hyanggyo) 01. 외삼문(外三門) 만화루(萬化樓) & 비석군(碑石群) 02. 내삼문(內三門) 일월문(日月門) 03. 전주향교 대성전(全州鄕校 大成殿)(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호) 04. 향사례(鄕射禮)(활) 체험 05. 전주향교 은행나무(자웅나무) 06. 서무(西廡) 07. 동무(東廡) 08. 전주향교 대성전(全州鄕校 大成殿) 내부 09. 어르신 포도대(捕盜隊) 10. 명륜당(明倫堂) 11. 협문(挾門) 12. 은행나무 13. 동재(東齋) 14. 서재(西齋) 15. 장판각(藏板閣) 16. 입덕문(入德
門) 17. 계성사(啓聖祠) B. 경북 경주향교(慶州鄕校, Gyeongju Hyanggyo) 01. 외삼문(外三門) 02. 경주향교(碑) 03. 동문(東門) 상용문 04. 고직사(庫直舍) & 우물 05. 전사청(典祀廳) 06. 동재(東齋) 07. 명륜당(明倫堂) 08. 서재(西齋) 09. 명륜당(明倫堂) 굴뚝 10. 국궁장(國弓場) & 송단(松壇) 11. 존경각(尊經閣) 12. 은행나무 13. 윤이상공 만운송공비(尹李相公 晩運頌功碑) C. 경남 진주향교(晋州鄕校, Jinju Hyanggyo) 01. 홍살문(紅箭門) 02. 비석군
(碑石群) & 고직사(庫直舍) 03. 석단(石段) & 석사자상(石獅子像) 04. 외삼문(外三門) 풍화루(風化樓) 05. 수정봉(水精峰) 06. 동재(東齋) & 화장실 07. 서재(西齋) & 우물(수돗가) 08. 명륜당(明倫堂) 09. 사교당(四敎堂) 10. 석단(石段)Ⅰ 11. 석사자상(石獅子像) 12. 석단(石段)Ⅱ 13. 내삼문(內三門) 14. 대성전(大成殿) 15. 동무(東廡) 16. 서무(西廡) D. 제주 정의향교(旌義鄕校, Jeongui Hyanggyo) 01. 외삼문(外三門) 대성문(大成門) 02. 정의향교(旌義鄕校)
예절관(禮節館) 03. 제주돌담 04. 성읍민속마을 서문(西門) 05. 서협문(西夾門) 06. 명륜당(明倫堂) 07. 수호사(守護舍) & 수선당(首善堂) 08. 퇴출문(退出門) 09. 대성전(大成殿) 10. 전향문(傳香門) 11. 정의향교 1일 선비체험 & 찾아가는 선비문화학교 E. 전남 담양향교(潭陽鄕校)(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F. 경북 고령향교(高靈鄕校)(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6호) 01. 주산체육관(主山體育館), 대가야교육관, 대가야 기마상(大加耶 騎馬像) 02. 송이식당 버섯전골 03. 대가야 다
례원(大加耶 茶禮院) 04. 애국지사 해영 신철휴선생 기념비(愛國志士 海影 申喆休先生 紀念碑) & 독립투사 수석 남형우(南亨祐) 선생 순국기념비 05. 연조공원(延詔公園) & 대가야궁성지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향교(鄕校)·서원(書院)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5가지 키워드로 읽는 향교(鄕校)·서원(書院) 02. 최초의 향교(鄕校), 인천 교동도 교동향교(喬桐鄕校)(1127) 03. 최초의 서원(書院), 경북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1543) 04. 사액서원(賜額書院)이란? 05.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1871) 06. 향교(鄕校)·서원(書院)의 공간구성 07. 현존하는 향교(鄕校), 서원(書院)은 몇 곳? 08. 사적(史蹟)·유형문화재에 등재된 향교(鄕校)(06) 09.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 한국의 서원(書院,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2019) 10. 사적(史蹟)·기념물(記念物)에 등재된 서원(書院)(07) 11. 서울에도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있다?!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
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
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
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
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
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
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50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해,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차이를 느끼긴 어렵지만 ‘경찰대학교’가 아닌 ‘경찰대학’입니다. 이는 단과대학은 대학으로, 종합대학은 대학교라고 규정한 기존의 교육법에 의한 구분입니다만, 현재의 교육법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종합대학은 셋 이상의 단과대학을 갖춰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한 ‘국립 4년제 단과대학’입니다. 경찰인재개
발원(警察人材開發院)은 경찰관교습소(1945)를 모태로 조선경찰학교(1945), 국립경찰학교(1946), 경찰대학(1972), 경찰대학부속종합학교(1975), 경찰대학부설경찰종합학교(1975), 경찰종합학교(1984), 경찰교육원(2009)을 거쳐 현재의 경찰인재개발원(2018)으로 변화한 경찰간부 교육기관으로 경찰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찰대학은 경찰인재개발원과 별도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해, 1981년 개교한 것으로 개교기
념일 또한 1981년 3월 9일입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경찰대학의 교조(敎鳥)는 참수리가 아닌 까치?! : 경찰대학의 상징무늬(CI)와 교조(敎鳥)는 각각 참수리와 까치로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찰차, 모자에 새겨진 상징무늬(CI)는 물론 경찰대학 캠퍼스의 상징탑(象徵塔)도 참수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 경찰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경찰대학의 교조가 까치란 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참수
리는 독수리와 헷갈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독수리를 참수리로 변경한 것은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동물인 반면 참수리는 매목 수리과의 조류 중 국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토착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수리류 21종 중 참수리, 흰꼬리수리, 독수리, 검독수리 4종은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 수리 등은 수리 종류(Eagle) 특유의 강인함 덕에 경찰(참수리), 공군(보라매), 항공대(송골매) 등 국방을 지키는 학교의 상징동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청람산 묏줄기에 우뚝 선 전당♬ 그런데, 청람산은 어
디에?! : 경찰대학 용인 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의 법화산(法華山) 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화산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법화경(法華經)에서 따온 지명으로, 주민들은 ‘언젠가 법과 관련한 기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실제로 경찰대학(~2016)과 법무연수원(法務硏修院, Institute of Justice)(1988~2015)이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남 공주, 전북 장수군, 경남 함양군에도 같은 이름의 법화산(法華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대학 교가
는 법화산(法華山)이 아닌 청람산으로 시작하는데요,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암산?! 청람산은 ‘푸른 요람’이란 뜻을 담아 경찰대생이 부르기 시작한 은어에 가까운 지명으로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흐음, 천안으로 캠퍼스를 옮긴 이상 교가도 바꿔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덕암산? 도망산? 영화 청년경찰(2017) 속 훈련 장면을 확인하고 싶다면? : 경찰대학에는 대운동장, 소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사격장, 체육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경도관(警道館)이 아닐 수 없
습니다. ‘경찰대학의 체육관’으로 모든 경찰대생은 반드시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중 하나를 선택해 4년간! 주 4시간씩! 훈련해야 한답니다. 경찰대생이 강의동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셈이지요!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농구장, 탁구장 등도 완비되어 있어 훈련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경도관(警道館)의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대학 舊 용인 캠퍼스 8경 : 법화산 자락의 경찰대학 용인 캠퍼스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특히 벚꽃이 만개한 3~4월이면 인파로 가득해 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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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경찰대학 내에 볼만한 여덟 가지를 골라 ‘경찰대학 8경’을 선정하였으니, 함께 둘러보시겠습니까? 제1경 상징문(象徵門), 제2경 상징입석(象徵立石), 제3경 비룡지(飛龍池), 제4경 참 경찰인 탑(참 警察人 塔), 제5경 상징탑(象徵塔), 제6경 느티나무길(舊 코스모스길), 제7경 늘푸름뜨락, 제8경 벚꽃길 서울시 종로구 경찰박물관 : 2005년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의 고궁, 농협박물관 등과 함께 관람하기 좋습니다. 총 6층 규모로 경찰의 복장을 입고, 교통용 모터사이클과 순찰차
를 타볼 수 있는가 하면 무전, 시물레이션 사격장, 수갑, 유치장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무료!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1-1로 이전 예정입니다. 서울보다 규모는 작지만, 강원도에도 경찰박물관이 있습니다. -목차(Index)-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의 5가지 약속 입학식(Entrance Ceremony) : 캠퍼스 가기 전에 대학교 가지 마라! E1. 당캠가 프로젝트의 4가지 기획의도 E2. 캠퍼스투어러를 위
한 4가지 꿀팁 E3. 당신의 캠퍼스를 가지는 5가지 방법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대한민국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전국 대학교 대학슬로건·대학표어 헤쳐모엿!(187) 02. 대학교 상징동물의 5가지 비밀(135) 03.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교명(校名)사전(61) 04. 우린 OOO 보유국, 아니 보유대!(111) 05.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대학교 라이벌리(College Rivalry)(26) 06. 캠퍼스 이색기록 헤쳐 모여!(41) 07. 캠퍼스 문학기행·예술기행(09) 08. 드
라마·영화 촬영지 in 캠퍼스(15) 09. 캠퍼스 인증샷? 인생샷!(86) 10. 캠퍼스 박물관투어(123) 11. 지하철로 떠나는 전국구 캠퍼스투어(247) 개강(Opening) : 경찰대학(警察大學,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KNPU) 01. 교명(校名) 02. 상징(Symbols) 03. 캠퍼스투어(Campus Tour) 04.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Sightingseeing) 현장학습(Field Trip) : 경찰대학(警察大學,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KNPU) A. 경찰대학 舊 용인 캠퍼스(1981~2016) 01. 수인분당선 신갈역(Singal station, 新葛驛) 02. 상징문(象徵門) Editor’s Note.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Korea Military Academy) 제2정문(正門) 간성문(干城門) 03. 상징입석(象徵立石) & 소나무 04. 비룡지(飛龍池) & 비룡정(飛龍庭) 05. 참 경찰인 탑(참 警察人 塔) 06. 대운동장 06-A. 호국안민(護國安民) 06-B. 학생회관 & 식당 06-C. 강당 06-C-1. 경찰대학
홍보관(1F) 06-C-2. 고지도 전시관(2F) 07. 상징탑(象徵塔) 08. 경도관(警道館) 09. 중앙로 10. 본관 B. 23기 졸업식(2007) 01. 풍물놀이 02. 경찰의장대 03. 경찰특공대 04. 졸업생 05. 대운동장 기념사진 06. 본관 기념사진 C. 경찰대학 충남 아산 캠퍼스(2016~)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경찰대학(警察大學,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KNPU) 대학문화해설(大學文化解說) 01. 경찰대학교? 경찰대학? 02. 영화, 드라마,
웹툰 in 경찰대학 03. 경찰대학 舊 용인 캠퍼스 8경 04. 경희대 혜정박물관(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고지도 전문 박물관) 05. 최규식 경무관 동상(서울 & 충남 아산) 06. 서울시 종로구 경찰박물관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 이제 당신의 캠퍼스로 떠나라! G1. Thanks to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회(ASA-K) G2. 전국의 대학교 홍보대사와 함께♬(2009~2012) 조명화 편집장의 국내일주(Korea Round Travel) & 세계일주(World Round
Travel)(049)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도서목록(853) 캠퍼스투어(Campus Tour) 도서목록(088) 돈 만 원짜리 책 한권 사기 전에 수많은 서평을 검색해 보고,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왜 20대의 가장 큰 쇼핑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려 초중고 12년! 수능을 치루고,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의 4년을 보낼 대학교라면 지원서 쓰기 전에 구석구석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캠퍼스를 여행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국내 1호! 국내 유일! 대학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당캠가(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 프로젝트에 탑승하세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대학여행을! B ※ 캠퍼스투어(Campus Tour) 시리즈는 2013년 출간된 ‘당신의 캠퍼스를 가져라(조명화, 프레임북스)’ 확장개정판입니다. CT1. 캠퍼스개
론(Campus Introductory)(04) 캠퍼스투어001 신입생 코스 캠퍼스투어002 2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3 3학년 코스 캠퍼스투어004 졸업생 코스 CT2. 서울(Seoul)(19) 캠퍼스투어005 성균관 캠퍼스투어006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투어007 건국대학교 캠퍼스투어008 경희대학교 캠퍼스투어009 고려대학교 캠퍼스투어010 광운대학교 캠퍼스투어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투어01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투어013 세종대학교 캠퍼스투어014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015
숭실대학교 캠퍼스투어016 연세대학교 캠퍼스투어017 한양대학교 캠퍼스투어018 서울 대학로 캠퍼스투어019 서울 화랑대 캠퍼스투어020 서울 정동 캠퍼스투어021 서울 신촌 캠퍼스투어022 서울 2호선 캠퍼스투어023 서울 273번 버스 CT3. 여자대학교(Women's University)(07) 캠퍼스투어024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5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6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7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8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투어029 숙명여자대학교 캠
퍼스투어030 여자대학교 CT4. 경기도(Gyeonggi-do)·인천(Incheon)(06) 캠퍼스투어031 가천대학교 캠퍼스투어032 경기대학교 캠퍼스투어033 단국대학교 캠퍼스투어034 아주대학교 캠퍼스투어035 경기도 캠퍼스투어036 인천 CT5. 충청도(Chungcheong-do)(06) 캠퍼스투어037 나사렛대학교 캠퍼스투어038 대전대학교 캠퍼스투어039 세명대학교 캠퍼스투어040 충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1 한남대학교 캠퍼스투어042 충청도 CT6. 전라도(Jeolla-do),
경상도(Gyeongsang-do), 제주도(Jeju Island)(07) 캠퍼스투어043 전북대학교 캠퍼스투어044 동의대학교 캠퍼스투어045 부경대학교 캠퍼스투어046 부산대학교 캠퍼스투어047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투어048 부산 캠퍼스투어049 제주대학교 CT7. 특수대학(Special University)(16) 캠퍼스투어050 경찰대학교 캠퍼스투어051 육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52 을지대학교 캠퍼스투어053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투어054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캠퍼스투
어055 포스텍 & 카이스트 캠퍼스투어0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투어0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투어058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투어05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투어060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투어061 해군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캠퍼스투어063 공과대학 캠퍼스투어064 특수대학 캠퍼스투어065 국립대학교 CT8. 조선의 서원(Seowon of Joseon Dynasty)(10) 캠퍼스투어066 전북 정읍 무성서원 캠퍼스투어067 전남 장성 필암서원 캠퍼스투어068
경북 안동 도산서원 캠퍼스투어069 경북 안동 병산서원 캠퍼스투어070 경북 경주 옥산서원 캠퍼스투어071 경북 경주 서악서원 & 도봉서당 캠퍼스투어072 울산 치산서원 캠퍼스투어073 경북 안동의 서원 캠퍼스투어074 경북 경주의 서원 캠퍼스투어075 조선의 서원 CT9. 조선의 향교(Hyanggyo of Joseon Dynasty)(06) 캠퍼스투어076 전북 전주향교 캠퍼스투어077 경북 경주향교 캠퍼스투어078 경남 진주향교 캠퍼스투어079 제주 정의향교 캠퍼스투어080 조선의 향교 캠퍼
스투어081 조선의 교육기관 CT10. 세계의 대학교(Universities of the World)(07) 캠퍼스투어08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투어083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교 캠퍼스투어084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캠퍼스투어085 터키 일디즈 공과 대학교 캠퍼스투어086 터키 이스탄불 캠퍼스투어087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 캠퍼스투어088 세계의 대학교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는 2012년 창간한 이래 800종 이상의 콘텐츠를 기획 및 출간한 여행
전문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Digital Contents Publisher)입니다. 국내 최고 & 최다 여행 콘텐츠 디지털 퍼블리셔 테마여행신문 TTN Korea(방송대 기네스상 2017 ‘최다 출간 및 최다 자격증’ 수상)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지식여행하시길!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Webzine : www.themetn.com Publisher : www.upaper.net/themetn Youtube : http://bit.ly/2J3yd0m
Facebook : www.fb.com/themetn Twitter : www.twitter.com/themetn

캠퍼스투어062 사관학교 지식의 전당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Campus Tour062 Korea Military Academy &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The Hitchhiker's Guide to Hall of Knowledge
테마여행신문 TTN Theme Travel News Korea 서울의 육군사관학교,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 충북 청주시의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士官學校, Military Academy & Naval Academy)하면 육해공, 세 곳이 떠오르지만 이 외에도 육군3사관학교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는 총 5곳의 사관학교가 있는 셈이지요.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예외적으로 정부기관이 설립한 특수대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서 관할하는 카이스트, 문화재청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학교, 고용노동부(舊 노동부)가 전액 출연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렇다면 사관학교는? 네, 국방부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폐교될 확률이 없는 대학교인 셈이죠.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달리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설치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 외에도
사관학교란 명칭은 쓰지 않으나 부사관, 준장 및 유관기관 공무원, 영관급으로 진급할 예정인 군인 교육을 위해 각각 육군부사관학교(陸軍副士官學校, Korea Army Non-Commissioned Oﬃcer Academy), 국방대학교(國防大學校,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합동군사대학교(合同軍事大學校,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캠퍼스투어(Campus Tour)와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진리여행을! B 육군사관학교는 알겠는데... 육군3사관학교는 뭐죠?! : 1968년 설립된 육군3사관학교(陸軍三士官學校,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AAY)는 공군(약 6만 3천)이나 해군(해병대 포함 약 7만)에 비해 규모가 큰 육군(약 46만)의 특성상 신입생으로만 충당하는 육군사관학교만으로 적정한 규모의 육군 장교(소위)를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설한 4년제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가 3학년으
로 편입하여, 2년간 수학하며, 이 때문에 여타의 사관학교와 달리 입학연령이 만 21세부터 만 25세로 높습니다. 4년 과정의 사관학교를 단 2년 만에 이수한다는 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빡빡한 학사일정, 엄정한 군기 등으로 인해 퇴교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 육군2사관학교가 아닌 육군3사관학교죠? : 같은 해에 육군2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가 동시에 창설되었으나 왠일인지 3사관학교가 먼저 개교하였는데요, 같은 성격(단기사관학교)의 사관학교가 복수로 존재하면 기수가 꼬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순번으로 보면 더 늦은 3사관학교가 2사관학교를 흡수통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군 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비슷한 성격의 해군2사관학교, 공군2사관학교가 창설된 바 있으나 각각 1983년과 1984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Korea Air Force Academy) : 제주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해군사관학교와 같은 진해(1951)를 거쳐 서울(1958)에 둥지를 틀었으나,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 있기에는 항공기의 소음이 장난 아니죠! 그래
서, 1985년 현재의 충북 청주로 이전하였습니다. 보라매는 공군사관학교의 상징동물로, 서울 보라매공원은 바로 공군사관학교 터를 보수하여 조성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군은 삼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으나(공군 <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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