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이 허가된 모든 학생에게,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지메이슨대 본교의
안창우 교수입니다. 여러분께 글로 나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되는 것에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늘 보살펴 주시던 부모님 품을 떠나 진정한 성인
으로서의 나를 세우고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개개
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을 다니는 평균적인 연령인 20대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
고,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다양한 시점과
의견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과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응원하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두 학기 동안 이곳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한국 학
생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엄청난
peer-pressure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을 많이 의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수업 시간에도 느껴졌습니다. 배우는 일은 의식적인 노력
이 필요한 일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
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찬성 및 반대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
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묻
는 일을 두려워 마시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대학 시절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류가 당면한 여러 상황 및 문제들은 복잡다단해서 한 사람의 정보나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이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다양한 생각과 지
식을 접하고 섭렵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보고 읽는 능력을 기르시는 데 힘써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건투를 빕니다. 멀리서나마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창우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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