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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서명이 전남도민의 희망,

전국에 41개 의과대학이 있으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뿐입니다.

전남의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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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로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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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유치 홍보 CF
QR코드 인식하여 홍보C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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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전국 유일의
의과대학 없는 無醫大村

“목포대 의대유치 23년 숙원 풀자”
전남 똘똘 뭉쳐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6월 11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일대 곳곳에는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도

플래카드 20여개가 걸려 있었다. 주민 양화평(56)씨는 “정부가 올해는

서남대 의대 폐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전남권에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꼭 의대 설립을 허가해줘야 하는데”라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목포대는 1990년부터 23년 동안

지난 1월 22일 목포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8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대학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추진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

없는 ‘무의대촌’이며,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형성된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

반경 60㎞ 내에는 영광·신안·무안·영암·목

소 소유자인 전남도는 “전남도민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일인 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아직도 잔

포·진도·완도·해남 등 전남 서남부권 주요 지

큼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남은 고령화로 간질환·

존하고 있다”며 의과대학을 전남지역에 설치하여 의료혜택의 균형과 이를 통

역이 있다.

고혈압 등 7대 만성질환 진료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구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렇다 할 의료 시

도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노인 인구와 농어촌 인구 비중은 노

지역이 전남도다. 전남 서남부권 거점 대학인 목

설이 없는 탓에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갈수록 심

령화시대에 주로 발생하는 7대 만성질환 진료환자수를 전국 1위로 올려 놓았

포대가 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추진하는 이유는 여

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부족한 공중보건의가 지역의 공공의료 체

으며, 그 원인은 의료시설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에는 일명

기에 있다. 목포대는 정부에 20여 차례 의대 설립

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공중보건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과 크고 작은

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지

400여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의대를 설립하면 입학

역에선 ‘올해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인원 전원을 공공보건 장학생으로 모집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

산업재해가 잦은 대불산단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특성화된 전문 의료시설 부족
으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의료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College of Medicine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최근 의대 증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다 교과

고석규 총장은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부가 의료 체계가 열악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에

“지역 병원에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병원장들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전남도민이 바라는 의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도 적

이 서울 지역보다 월급을 두 배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고개를 젓

과대학의 전남유치는 취약한 의료서비스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극 찬성한다. 목포대는 작년 3월 ‘목포대 의대 유

는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의과대학에 교수 자리가 생기면 실력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있는 의사들과 인재 영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이처럼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의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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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o National University

열었는데, 지금까지 37만명이 목포대 의대 유치
서명에 동참했다.

조홍복 기자
조선일보 / 2013년 6월 12일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한 국민대통합을 앞당길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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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페스티벌,
신해양시대의 빛이 되다

2013
목포대학교
Festival

MNU Festival
이번 행사는 목포대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창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목포대학교만의 강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장은 입학관・홍보관・
교육관・산학협력관・취업관・창업관 등 총 82개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주
제관별로 관람객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스 행사의 단
조로움을 탈피하여 행사장 곳곳에서 흥미유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신선함
을 더하였다.
행사장 중앙 종합홍보관에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원 서명대를 설
치하여 1,200명이 서명하는 등 전남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
한 의과대학 유치에의 지역적 열망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 홍보 위주를 탈피하여 취업 예정자 및 구직자 대상 MNU취업・
창업 EXPO를 함께 개최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특히 대기업 채용설명회(SK
그룹, 신한은행, 롯데그룹)와 함께 목포대학교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운영하여 400여건의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년 취업・
창업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목포대학교는 대학역량강화지원 트리플 핵심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ACE사업, LINC사업 선정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데 이어 창
업선도대학선정,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5관왕
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목포대학교 페스티벌 명예위원장인 고석규 총장은 “이번 목포대학
교 페스티벌에 보내 준 지역민과 대학 전 구성원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목포대학교는 항상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명품대학
으로서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신 해양시대 리더 양성의 소임
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1월 11일부터 13일 까지 학생 및 일반인 등 8천여명 관람
우리대학은 ‘신 해양시대의 빛이 되다. MNU입학에서 취업・창업까지’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린 2013. 목포대학교 페스티벌 행사를
람객이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광주・전남권 지역민에게 지역 중심대학인 목포대학
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한편 11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
낙연 국회의원, 권오봉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이형석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장휘국 광주광
역시 교육감, 김철주 무안군수 등 광주・전남권 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기관장이 다수 참석
하여 목포대학교의 위상과 함께 지역적 관심을 실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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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성황리에 마감하였다. 총 관람객 수는 8천여명으로 7개 학교가 단체관람을 하는 등 많은 관

Special 2;

Special 3;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2014학년도

7.77:1

수시 1차 ・ 2차 경쟁률
정시모집 안내

6.22:1
5.83:1
5.37:1

2014학년도 수시1차 모집 경쟁률 7.77대 1,
수시2차 모집 경쟁률 7.86대 1로 호남 국립대 중 최고 기록

수시1차 신입생 경쟁률

Namak Campus

교육지원센터 개관으로
남악캠퍼스 시대를 열다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우리대학은 9월 13일 18시까지 2014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원서 접수를 최종 마
감한 결과 총 986명 모집에 7,662명이 지원하여 평균 7.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
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시모집에서 2011학년도 5.37:1, 2012학년도 6.22:1, 2013
학년도 5.83:1을 기록한 결과를 살펴볼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며, 호남
지역 국・사립 4년제 일반 대학을 통틀어 수시경쟁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수시1차에 이어 수시2차 또한 경쟁률 7.86대 1로 호남 국립대중 최고를 기록했다.
11월 15일 18시까지 2014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B
전형 423명 모집에 총 3,326명이 지원해 평균 7.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학관계자는 “올해 목포대 수시1차에 이어 수시2차 모집결과에서도 높은 경쟁

잘 가르치는 대학
국립목포대학교

률을 보인 것은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산학
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창업 선도대학 선정, 약학대학 신설 등 각종 국
책사업을 유치하여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우수 지역
인재를 흡수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지원 서비스」가 더해진
결과다”라고 말했다. 정시모집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가군과 다군으로 나눠 모
두 470명을 선발하며 수시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이월하여 정시모집 인
원에 합산 선발한다.

이곳에는 경영행정대학원, 평생교육

역 주요인사와 교육부 이근우 국장, 기

원 및 산학협력센터가 입주하여 지역

획재정부 김금남 과장 등 정부부처 관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계자가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제공함은 물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

이번 교육지원센터 개관으로 남악캠퍼

할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으며,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악지역에 입주한 공공기
우리대학은 9월 26일 남악캠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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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정시 가 다 군 입학전형 일정 안내
구 분
원서접수

기간
정시 ㉮군

2013. 12. 20.(금) ~ 12. 24.(화)

대학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대학 교육지원센터는 무안군 삼향

이날 행사에는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

면 남악리 일대 2만 7천 450㎡ 부지에

부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김호남 목포

지상 7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 본교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이용자 부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서류제출

제출기한

실기고사

2014. 1. 3.(금) 18:00까지
-

2014. 1. 27.(월) 9:30 ~

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신축한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교육

장소 및 안내사항

정시 ㉰군

합격자 발표

2014. 02. 05.(수) 14: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4. 2. 6.(목) ~ 2.10.(월)[5일]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4. 2. 11.(화) ~ 2. 20.(목)

●제

출 처 :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음악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 도림캠퍼스(무안군 청계면 소재)
● 합격자 발표 : 본교 홈페이지 공고

‣ 합격통지서, 등록금 고지서 및 각종 안내 자료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

‣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 본교 홈페이지 공고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상공회의소장, 김철주 무안군수 등 지

issu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

목포대 풍력시험센터

국내 최대 120m 높이의 해상기상탑 설치

Mokpo National University

우리나라 최대 120m 높이의 해상기
상탑이 설치되었다.

1

목포대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선정

우리대학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이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
약학과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사
편입 과정을 설치하여 사업체 내 기술 혁신 및
기업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
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대학
은 전남 주력산업 분야의 산업체 수요에 의해
“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로 신설되어 2013년 2학기부터 대불산학융합
지구에서 개강하여 운영중이다.

2

4

목포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제14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참가 및 국무총리상 수상
우리대학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 이

증진시키며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

성희)는 9월 11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

학연 유공자부문 기관·단체 국무총리상을 수

린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참가하여 2012

상하였다.

년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전

아울러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상진 교수는

시·홍보하며 목포대 산학협력 성과를 널리

(주)네오세라믹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알렸다.

생활자기 소지에 리튬용액 침투법을 적용 고급

개막식에서 고석규 총장은 산학협력 기술개

형 내열자기를 개발하여 화이트 내열자기를 수

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 거점대

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매출증대

학의 중추적 역할, 대학-기업 간 상생 협력을

에 기여한 공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Meteorological Advanced Special
Tower) 1호기로 명명하고 기상센서를

우리대학 풍력시험센터(센터장 문

교정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

채주)는 9월 8일 신안군과 진도군 사

작하였다. 특히 해상기상자원과 더불어

이의 바다에 해상기상자원을 조사하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기 위한 기상탑을 설치하였다. 이 해역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상

은 이미 근접한 무인도에서 기상자원

풍력단지 및 조류발전단지 등의 타당성

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7m 이상의 매

조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

우 우수한 풍황조건을 갖춘 것으로 확

다.

인되었으며, 한화건설 컨소시움의 연

우리나라 해상 기상탑은 이번에 설

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풍력

치한 Ocean Mast 1호기, 해모수 1, 2호

시험센터 문채주 센터장은 “이 기상탑

기와 포스코에너지에서 설치한 자은도

을 Ocean Mast(Oceanography and

해상기상탑 등 4기가 있다.

목포대

공업(주), (주)대한조선, 전남테크노파

it+조선 융합 연구센터 개소

크 등 20여개 협력기관이 함께 세부 프
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IT기반 첨단 그린
소재 기술개발, IT기반 선박 생산관리
통합 응용기술개발, 선박 장치네트워크
기술 연구, 선박 안전운항지원 통신응용
기술 연구를 통한 특허개발, SW등록, 표
준화, 논문, 기술문서, 기술지도, 시제품,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며, 석・박사
를 포함한 235명의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목포대 IT+조선 융합연구센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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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강도현(미래창조과학부 정보

성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6월 현장

지난 10월 2일(수) 개소식을 갖고 IT+

통신방송기반과장), 이현식(정보통신산

실사 등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최

조선 융합연구 및 기술개발을 시작했

업진흥원 창조기반조성본부장)의 축사

종 선정 6년간 총 사업비 64억 6천 9백

다. 미래 IT기술의 성장 동력인 ‘첨단 그

와 함께 현판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

만원으로 IT융합 고급인력을 양성하게

린 디지털 선박을 위한 응용기술연구’

됐다.

되었다.

를 추진하는 IT+조선 융합 연구센터 개

IT+조선 융합연구센터에서는 IT+조

소식에는 정선종(ETRI 전 원장)과 천성

선 문제해결 기술개발과 산업체 밀착 IT

은((주)시소시스템 대표이사)의 특강을

조선 융합 인력양성을 목표로 신우산업

시작으로 고석규(목포대 총장), 권오봉

(주), (주)싱크펄스, (주)통하테크 등 7

(전남 경제부지사), 정석종(광주전남과

개 참여 기업과, 전라남도, 현대삼호중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 IT고급인재양
우리대학 IT+조선 융합 연구센터가

issu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분야의
생태계 창출 위한 인재 양성

목포대학교

사업 선정

사업단

목포대, 한국어능력시험 (
시행기관으로 신규 지정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 6회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목포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대학은 2010년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2011년 GKS(Global Korea

목포대 LINC사업단,
미래창조경영
우수기업 선정

9월 5일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 하에

Scholarship)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학부 및 대학원) 수학대학 선정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 전남지

진행된 머니투데이 주최 “2013 제1회 미래창조경

역 신규 시행기관에 지정됨으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제교류 관련 국책사업을 모두 시

영우수기업”에 우리대학 LINC사업단이 선정되었

행하는 Global leading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2013 제1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은 창조
경영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
바지하는 각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되었다.
LINC사업단은 新 해양산업분야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한
성과 및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LINC사업단 박순영 단장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의적 인간
이 성공하는 학내분위기의 전환과 지역 기업에 밀착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현장
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 그리고 애로기술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의 코디네이터 역할
에 주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목포시 성 평등기금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리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13년 목포시 성 평등기금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목포시 성 평등기금 지원사업은 목포시 성 평등기본조
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지원사업이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화
성인 = 지구인 ¿ !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남・녀 대학생의 바
람직한 파트너십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성인 = 지구인 ¿ ! 프로젝트」는 여성이 취업 후 결혼・출산・육아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경력 단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절선물상품전”에 참가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소비자가 선정한 2013 한가위 명절선물대상을 수상하였다.
LINC사업단(박순영 단장)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가족회사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회의 부스비 지원과 목포대 재학생
을 대상으로 마케팅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로
써 기업에게는 부족한 영업인력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체험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빠른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목포대 LINC사업단,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에서
우수사업단 선정

목포대, 6년 연속 교육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
우리대학은 교육부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전남소재 대학 중 유일한 입학사정관제 정부지원 대학이다. 입
학사정관제는 지방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실현을 위한 사
회배려대상자 선발 확대, 지역 고등학교(학생, 교사, 학부모 등)와
의 소통을 위한 고교 대학 간 연계 활동, 농어촌・도서벽지 등 정
보소외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입시정보 제공, 입학생 사후 관리 등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의 선발에서부터 육성, 관리에 이어 졸업
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2014년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은 MNU인재 1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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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U기초 및 차상위계층자 40명, MNU 장애인 6명 등 전체모집
인원의 10.6%인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우리대학은 8월 14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한가위 명

issue ;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triple Crown을 넘어
정부재정지원 사업

5관왕 달성
글 _ 정윤미(기획평가과)

목포대학교 대강당

M o k p o
National
University

신축공사 기공식

대강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포대 대

될 예정이다.

한편 목포대 관계자는 “대강당 신축

이번 대강당이 준공되면 목포대는

활용도가 높도록 재구성할 예정” 이라

에는 고석규 총장, 주요 보직자, 교직

각종 대내외 주요 행사가 크게 활성화

며 “목포대 대강당 인근 주변이 모든

원 및 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될 것은 물론 지역민도 함께 이용할 수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

하여 대강당 신축을 기념하는 뜻깊은

있도록 개방함으로서 대학 위상이 크

육과 문화체육활동의 열린 장이 될 것

자리를 함께하였다.

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다.”라고 말했다.

(1,221평), 건축면적 2,743㎡(831평)
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물로서 기획재정부 및 교
육부의 지원을 받아 신축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는 약 93억 원이 소요될 예
정이다.
또한 주요시설로는 777석 규모의 대
강당, 연회를 겸할 수 있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및 전시실로 이루

3

4

5

잘 가르치는
대학

산학협력
선도 대학

창업
선도 대학

대불산학
융합지구
조성 대학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중심대학 13위 랭크

과 함께 대강당 주변 기존 소운동장도

강당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

목포대 대강당은 총 연면적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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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오는 2015년 12월에 최종 준공

2

목포대학교의 비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광역경제
권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역량은 검증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역량강화지원 트
리플 핵심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ACE사업, LINC 사업 선정으로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이어 창업 선도
대학 선정,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5관왕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대부분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데 반해 목포대는 유일하게 단일 참여대학이
다. 이렇게 보면 단일 대학으로 5관왕 달성은 전국에서 유일한 대학이다. 고석규 총장은 취임 당시 “신(新) 해
양시대의 리더” 양성을 목표로 도서・해양 분야에 특화된 종합 해양학대학 만들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꿈이
하나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본연의 업무이자 튼실한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ACE사업이 기반을 닦
고, 그 기반위에 목포대학교 특성화로 국내 유일 해상풍력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인 LINC가 교육과 산
학을 일치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킨다. 여기에 산학융합지구 선정 사업과 창업 선도대학 지원은 인력양성과
취업이 바로 연결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3년 목포대학교는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각각의 가지들
을 통해 특성화된 우수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다. 2013년, 대학의 괄목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에 목
포대학교가 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우리대학은 10월 14일 오후 3시 반

1
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3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회 선정

‘21C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자기주도적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2013 목포대학교만의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원금은 2,127백만원이

triple Crown을 넘어 정부재정지원 사업

다.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 지원금인 2,448백만원을 합하면 총

5관왕 달성

4,575백만원을 지원받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는 광주・전남 대학 통틀어 최고 지원
금액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웰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MNU인재육성 장학금 지
원으로 학습동기 부여, 전공역량강화지원을 통해 학과별 대표선수를 발굴하여 맞춤형 취업

전국 25개 대학 중 광주・전남 유일
잘 가르치는 대학

1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해외인턴십,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한 글로벌챌린저 양성사
업 등 “입학에서 취업까지” 교육역량강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대학 역량을 강화시킨다. 주요
성과로는 2010년 사업계획서 우수대학 및 성과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3억 38백만원의

“존경받는 스승, 사랑받는 제자”는

인센티브를 지원받은바 있다.

ACE사업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잘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행복
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이다.
사업목표를 세우고 학부교육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ACE사업의 핵심키워드는 L.(Language)E.(Editing
power)A.(Attitude)D.(Divisional demand)와 codE(co-op. on demand Education)이다. LEAD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고, <학업지도와 상담> 교과목을 개설하여 밀
착형 학업지도를 통해 ‘교수를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사업 모토를 실행하였다. 잘 가르치는 대학,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산학협력 전공교육(codE)과정 개편도 추진
하였다. 여기에 우수교환학생 지원, 해외문화 장학연수, 기숙형 프로그램 토익캠프, 독서토론
대회, MNU봉사단 지원, 학습동아리, 학습법 클리닉, 교수법 개선 등 비교과과정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된다.
학생상담실과 사회봉사센터는 학생들의 인성 및 건강한 대학 생활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혁신개발원의 노력은 2012년 대학 인증평가 시 ‘교육혁신을 통한 교양교육 역량강화
모범사례 선정’ 및 대학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받았다.

2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전국 유일 해상풍력 인력양성 지원
산학협력 선도 대학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것이 해상풍력이다. 목포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2012년 국
내 유일의 해상풍력 인재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는다.

4
2011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목포대는

전국 18개 대학 선정 중 전남 유일
창업 선도 대학

호남권 창업선도대학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특
화분야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이다. 특화분야는 신재생에너
지, IT융복합산업, 바이오산업이다.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창업제도 및 기술지원, 인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인프라는
갖춰졌다. 그 기반을 토대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지역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연계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종 목적인 특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특성화분야를

선정하고 예비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 육성 및 창업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결과
사업기간 내 예비기술창업자 60명을 발굴 및 육성(신규 고요창출 35명, 매출 20억), 대학 창업동
아리 50여팀 육성, 기술창업아카데미에 60여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특강 우수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전국 8개 선정 대학, 광주・전남 유일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 대학

5
2012년 산학융합지구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목포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산학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약 470여억 원을 지원받
았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산장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목포대를 비롯해 전남도와 목포시, 영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

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등 37개 참여기관과 220여개의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서남권 최대의 산학융합

성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특성화

프로젝트로 대불산단 내에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계약학과,

분야를 선정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가치 사슬(value chain) 기법을 도입해 SEIM〔System(해양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맞춤형 인재양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산(産)과

시스템), Energy(해양에너지), Infra-creator(해양인프라창조), Management(해양관리)〕을

학(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요 성과로는 2012년 우수사업단으

창출하였다. 이에 기반한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기술이전, 맞춤형강좌, 창업교육 등의 체계

로 평가받아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한 산업단지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

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또한 대학을 친(親)산학협력으로 개편하는데 목표

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단들을 대표하여 우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를 두고 현장실습, 창업교육 강화, 산업체 맞춤형 특성화 트랙 운영 등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
진 중이다. 아울러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술 정
보제공, 기업맞춤형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였다.
우수 성과로는 신 해양산업분야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우수한 성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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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가 후원하는 ‘제1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에 선정된바 있다.

현재 목포대학교는 다양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발판으로 ‘신 해양 시대의 리
더’를 끊임없이 양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종합해양학 특성화 대학”으로 우뚝 성장하는 목포
대학교의 미래가 기대된다.
● 대학저널 11월호 - [트리플 크라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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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11년 교육혁신개발원을 설립하여 ‘MNU인증을 통한 자기주도적 산학협력모델’이라는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ACE사업의 목표인
‘MNU 인증을 통한 자기주도적 산학협력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목포대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LEADer들이여, MNU codE를 풀어라’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지속 실행해
왔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ACE사업 전담기관인 ‘교육혁신개발원’을 설립하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추진동력

고 학부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시스템의 선진화 구축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우리 대학 ACE사업 목표에 포함된 ‘MNU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LEAD’

‘교육혁신개발원’을 소개합니다

와 ‘codE’역량 관련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먼저 ‘LEAD’는 목포대 학생들의 핵심역량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언어능력(Language),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Editing Power), 바른 인성
(Attitude), 산업현장에 요구하는 전공능력(Divisional demand)을 결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codE’란 ‘co-op on demand Education’의 약자로 맞춤
형 산학협력 교육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LEAD’와 ‘codE’ 역량 강화를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개
편된 교양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단계별 영어교육과 글쓰기
・진로 관련 교과목의 대대적 확대다. 교양교육이 강화되면서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도 기존 130학점에서 135학점으로 늘어났다. 또한 수요자 맞
춤형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 각종 전공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지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ACE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우리 대학 교수・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ACE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만의 특성이 살아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존경받는 스승, 사랑받는 제자’
우리대학이 지난 2011년 5월 광주・전남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학부교육
ACE사업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잘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
하는 한편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으로 성장한
다는 포부를 표현한 것이다.

18
+
19

레크댄스를 통한 ‘타인과 친해지기’

지금은 나의 목표 설정중

더불어 위풍당당하기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에 선정되며 내건 모토다.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주요 지원 분야는 4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웰빙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도서관, 정보전산원, I-Brain Square, 종합인력개발원 Job 카페, 면접 훈련실 개선 등 취업을 위
한 교육 인프라 기반다지기이다. 탄탄한 웰빙 교육환경 기반 위에 2단계는 MNU경력개발장학
금, 동기부여 장학금, 근로체험 장학금이다. 각종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동기 부여를
통한 MNU 명품인재 만들기에 집중 지원된다. 3단계는 전공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전공역
“성공취업을 위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

글로벌챌린저
양성

현장맞춤형
취업촉진

MNU

목포대 교육역량

량이 강화된 자, 취업을 지배한다.”는 슬로건 아래 각 학과별 특성을 살린 어학, 전공역량강화,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과별 대표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4단계는 취
업을 위한 전문 교육 투입이다. 맞춤형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직업기초역량, 직무 전문화, 취업
스킬 향상 교육과 전문직 양성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MNU 가족회사 연계 산학협력프로그램,
정보화 역량강화, 리더십 프로그램, MNU 창업 및 취업 박람회가 참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부프로그램 내용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http://eduup.mokpo.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자. 꿈을 꾸
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다.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도록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보자. Right Now!

MNU
인재 육성

2013 목포대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선정

웰빙
교육환경개선

목포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대학정보공시(교육성과 및 여건 평
가)와 관련된 교육 지표값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2008년부터 2011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란?

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어 총103억 33백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한 결과 2010년 사업계획서 우수대학, 2010년 성과평가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3
억 38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총 82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대학은 2,127백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0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꿈은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없다면
‘영원한 가능성’에 불가합니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 이 가을 교육역량강화
‘21C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자기주도적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목포대학교만의 교
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지원금은 2,127백만원이다.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 지원금인 2,448백만원을 합하면
연간 총 4,575백만원을 지원받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는 광주・전남 대학 통틀
어 최고 지원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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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는 전공실력쌓기부터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함께 잘 해봐요.

함께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당신이 우리 대학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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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love story ;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

그
램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아동학과
봉사학습동아리 ‘행복나누미’

아동학과와 함께하는
리더십캠프

는
께하
함
와
학과
「아동

love story 1
◀◀

대학로와
후문 연결
옹벽 벽화 제작

로
」프
프
십캠
리더

재학생 60여명이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여 청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봉사는 농가의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대폭 상승 등 농촌마을
의 현실을 이해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간 장흥 We Start 아동행복마을 23명 아동을 초청하여 「아동학과와 함께

도대리, 서호리, 남성리 지역 농가에서 마늘 수확작업을 하였다.

하는 리더십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장흥군이 우리대학 아동
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한 행사의 일환이다.

재
소

이번 프로그램은 정서지능 향상에 목표를 둔 “나는 행복한 리더” 라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은 목포대 교직원 33명이 참가하여 어르
신 말벗, 레크레이션,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리 등을

다”며 “여러분들의 작은 위로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행
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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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story 5

평생 멘토-멘티로 함께할 것으로 약속하게 되었다.

▲▲

양일간 대학로와 후문 연결 옹벽 벽화 제작

주제의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2학년부터는 아동

을 실시하였다. 이번 벽화 제작에는 우리 대

학과 “행복나누미”를 중심으로 학기 중 지역 아동들을 찾아가 진행하는

학 홍보대사 및 학생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학교 기숙사를 활용하여

참여하였다.

지역아동을 초청 학과단위의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벽화 제작은 무안군 대학로 조성사업
완공 및 행복클린 범군민운동 실천 공동협
약 체결의 성과를 확대 공유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캠퍼스 주변 조성을 위해 우리 대학

활원(장애인복지시설)
공생재

이 기획한 사업이다.

공생재활원에서
작은 사랑의
봉사활동

우리 대학은 10월 17일 무안군 관내 민관 15개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무안군 행복클린 범군민운동 발대식

무안군 행복클린
범군민운동
청결활동 봉사

우리 대학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그 동안 아동학과는 매년 방학 중 지역의 아동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동
시달
목포

love story 3
발대식 및 청결활동
민운동
범군
린
클
행복

서는 장흥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아동과의 소중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대학 교직원들,
청계 에덴원에서
봉사활동

받았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와 도와주니 정말 고맙

벽화
제작

테이터와 멘토-멘티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 후원금 기부, 김장, 족욕, 환경정리 등 많은 도움을

옹벽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아동학과 학부・대학원 학생이 프로그램의 퍼실리

6월 27일(목) 청계면 상마리 소재 에덴원 및 무안

하였다. 에덴원 정시채 원장님은 “매년 두세 차례 방문

연
결

및 청결활동 봉사에 참여하였다.

love story 6
◀◀

8월 29일(목) 목포시 달동 소재에 위치한 공생재활원(장애인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 봉사활동에 교직원 자원봉사단 33

복지시설)에서 작은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후 2시부터 오

명이 참가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무안건설 읍내 가두캠페

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고석규 총장 외 교직원 32명이 참가하여

인 및 거리 청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

시내투어 및 내·외부 청소, 잡초제거(예초) 등을 실시하였다.

월 3일 무안군 유관기관(단체)가 체결한 무안군 행복클린

고석규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

범군민운동 실천 공동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참여

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

기관(단체)은 매월 지역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의봉사 실천을 지속해 “지역과 함께하

정이다.

는 대학,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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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story 2
▶▶

리
마

원및
에덴

원
인전문요양
무안노

청계
면

상

청계
농촌일손돕기

우리대학 학생,
청계지역 농촌
봉사활동

아동학과 봉사학습동아리 “행복나누미”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

문
후

영농
기

▲▲

우리대학 사회봉사센터와 목포고용센터와 연계하여 무안군 청계면

로와
대학

봄
철

love story 4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Q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Q3 여성교원으로서 대학내 여성 교육의 현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Q5 여성연구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영어교육 부문을 담당하

여성학 교육이나 여성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기류가 존재

여성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은 설립 목적과 제반 여

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하는 것은 아니나 구성원들 간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

건에 따라 연구소마다 정체성도 상이하고 활동 범위

차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경험이 일천한 주니어 교수인데

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양성평등의 문

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

여성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여성인재 육성 및 리더십 개발 등 실천적 대안으로 이뤄질 수

로 생각합니다.

부임한 이후에도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계승하고 발전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내

본교 여성연구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집

시킬 수 있는 역량과 경륜이 있는 지를 여러 번 자신에게 물

여성교육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대학도 여

중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대학과 여성

어보곤 하였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을 전공한 저의 교육 이

성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을 위한 주요 활동으

여성연구소장 김 선 영 교수

여성교원에게 듣는

력을 돌아보면,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성이 주류인 교육

대학은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로는 “여성과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

환경에 노출되어 여성연구에 대한 고민의 무게가 선임 소장

여성연구소를 통하여 학내 여성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

여 격차해소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님들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연구소에서 추진

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여성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나아가 자료 조

해온 기존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작지만 꼭 필

니다. 학내 여성 교육은 크게 여학생이나 여성교원의 경쟁력 강화와

사 및 수집 등 여성 관련 지역 통계 및 자료를 지속

요한 사업이나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입

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력 개발 및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하

니다. 둘째, 남성에 대한 활동으로는 연구, 교육, 사

고, 여성교원 임용, 보직 및 위원회 참여 등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는

회봉사 등의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하여 남성이 주도적으로 여성학관련 정책의 내실

Q2 여성연구소는 어떤 목적에서 창립하게 되었습니까?

본교 여성연구소는 이러한 사회적 풍토와 시대의 변화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서의 역

Q4 우리대학 내에서의 성 평등의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

여성연구소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문제에 관심

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양성 평등한 대학사회 및 문화의

그램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활동에 초점

을 지닌 여자대학과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방대

구현 측면에서 정서적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을 둘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학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남권 등 지역

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단계별 달성 목표 등에 대한

는 지역 여성정책에 대한 민·관·산·학이 협력하

간, 도농간, 소득 및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여

계량화 작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여성관련 정규 강의도 제한

여 지역 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중점

성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교육 관련 교과과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

정이 교양, 학부, 대학원 등의 수준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본교 여성연구소가 중심

행하야만 하는 본교의 경우, 여성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대내

생각합니다. 특히, 여학생 및 일반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성

이 되어 지역 다문화지원센터, 무안군 등과 공동으

외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연구지원 활동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교육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보

로 다문화맘을 위한 이중언어 보조교사 양성 프로그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

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과의

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학 교육에 대한 학술연구가 보다

연계 사업은 다른 여성연구소와 교류 및 협력 관계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관련 연구와 쟁점들이 학술연

를 구축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의 기능

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여성의 현실과 과제, 여성

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논제들이 학술활동을 통해 공론화될 필요가
안정성

stability

soundness

니다. 셋째, 목포대 학생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개발,

본교 성 평등의식에 대한 진단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

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2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건전성

화에 일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습

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학생들은 여성정책을
경쟁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sustainability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우위 원천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여성의 사회참
여와 활동이 유기적 화학작용을 통하여 젊은 세대
의 안정성(stability), 건전성(soundness), 지속성
(sustainability)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가 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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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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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report ;
스티
2013 광주월드뮤직페

2013 Gwangju World Music Festival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벌 staff 참가기

뜨거운 열정과
땀이 담긴
이틀간의 축제

페스티벌이 시작하기 한참 전인 5월 말,
무덥고 습한 날씨를 뚫고 75명의 광월반디가 처음 한
자리에 모여 발대식을 가졌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서
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발대식 후 저녁식사자리에서 소담소담 이
야기를 나누며 광월반디활동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한 달 후, 광월반디 전체교육을 가졌다. 무더운 날씨 속
에 많은 광월반디들이 모여 광주 월드뮤직축제에 대한 기
초교육을 받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 투어를 하
며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별 활동을 위한 조가 편성 되었다. 운영팀, 국제교류팀,
공연팀 등 다양한 팀들이 있었지만 나는 최강특공조 홍보
팀에 지원해 교육을 받았다. 홍보팀이었기에 팀원들과 이
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데 페스티벌 시작 며칠 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기상

기회가 되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노란색 광월반디 티셔

청 발표에 페스티벌 팀은 싱글벙글 웃었으나 첫째 날은 비

츠를 입고 포스터로 만든 모자를 쓰고서 광주 대인예술야

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래도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진행이

시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든락페스티벌, 광주 무등

되었고, 광월반디들도 활동을 해야 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경기장 등 여기저기를 누비며 홍보 활동을 했다. 그래서인

도 우비를 입고 돌아다니며 비엔날레를 보러 온 관람객들에

지 다른 팀들보다 더 끈끈했고, 소소한 추억들이 더욱 많

게 팸플릿을 나눠주고, 여기저기에 포스터도 붙이고 다녔다.

이 쌓여갔다. 이러한 활동은 행사 바로 당일 전날의 무대

우비를 입었어도 온 몸은 이미 다 젖어 몸이 퉁퉁 부어올랐

현장 답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다. 그리고 비가 너무나도 쏟아져 공연장 좌석이 다 젖은 상

그렇게 무대를 채워줄 뮤지션들이 한국에 도착했고, 설

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서

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페스티벌이 시작되었
별이 총총 떠 있는 늦여름 밤! 열정과 땀이 담

함께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추웠던 몸이 마치 시원

다. 너무나도 끈끈했던 홍보팀은 페스티벌의 스테이지에

긴 이틀간의 축제가 시작되었고, 광주 도심

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첫 날의 고생을 하늘도 알아 준 것인

따라 나뉘어 활동을 했다. 나는 비엔날레전시관에 차려진

곳곳에서는 월드뮤직이 울려 퍼졌다. 많은 사

지 둘째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반

어쿠스틱 스테이지를 맡게 되었다. 무대가 다른 곳보다 작

람들이 도시의 잔디밭에서 월드뮤직을 즐기

겨주었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어제의 언 몸을 녹이고, 홍

아서인지 홍보팀, 운영팀 나눌 것 없이 서로 금방 친하게

고 있을 그 때에 나는 그 속에서 쉬지 않은 채

보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열정 때문인지 전날과 비교

지내며 팀 구분 하지 않고 서로서로 도우며 함께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아주셨고, 나의 고생을 보상받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었다.

평소에 나는 문화체험활동이 취미였다.
이러한 취미로 종종 관심이 가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찾아

는 것처럼 정말 기분이 좋았다.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있는

서 보러 다니기도 하고, 가야금이나 북과 같은 악기를 배우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광월

고, 포크아트와 같은 아트체험활동들을 즐겨했다. 이렇게 문

반디! 비록 나는 구경 온 사람들처럼 월드뮤직을 만끽하지

화를 소비만 하고 있던 나는 어느 순간 그 속에 뛰어들고 싶

못했지만 내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3 광주월드뮤직페스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글 _ 김 선(국어국문학과 1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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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즐길 수 없는 월드뮤직을 만날 수 있음은 물론,

축제가 막을 내린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일원이 됐다는 뿌듯함과 설렘이 내 가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을 즐기고 있는 요즘, 젊은 청

을 벅차게 했다. 비를 실컷 맞으며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만

춘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이 이따금씩

취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기도 하는 등 난감한 상황도

내 가슴속에서 떠오른다. 1년 동안 서로 더욱 성장한 모습으

많았지만 축제에 구경만 하러 왔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생생

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때의 경험을 가슴 깊이

함과 뿌듯함.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

생각하고 오래 추억하며 나의 뜨겁고 즐거운 삶을 계속 이

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듯 즐거웠던 추억이

어 나가야겠다.

담긴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려 한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벌의 숨은 반딧불 광월반디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광주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DMZ, 그 곳에 뿌려진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2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큰 고생이자 감동을 느껴서였을
2013 DMZ 평화대장정에
엄홍길 휴
먼재단

지원하고자 했던 순간부터 완주를 한 그 때
까지 이 모든 과정은 순간순간 저의 선택에 의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러질 듯 힘든
상황이 닥쳐도 제가 선택한 고생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만, 60년 전 지금의 우리를 위해 목숨
을 바치신 호국영령은 우리가 ‘선택’한 이 고생

과 함께하는
엄홍길 대장

장정
대
화
평
Z
3
M
1
D
0
2
하루에 먹는 3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 편안한 잠자리,

행군기간
2013.7.27(토)~2013.8.10(토)
14박 15일
행군거리
DMZ 155마일(350km)
행군지역
1 고성 통일전망대(출발) 2 진부령
3 양구 을지전망대 4 화천 평화의 댐
5 철원 제2땅굴
6 임진각 평화누리(도착)

언제나 모든 소식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습관 등 대장정에 오기 전 저의 생활은 너무나 평탄했고, 어찌 보면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가 흘러가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정의 대원이 되고 난 후 아
침 6시 기상, 텐트정리, 단 15분간의 샤워시간, 지급되는 식수, 스마트폰 사용금지,
오후10시 취침 등 저는 대장정 이전의 저의 모든 생활패턴을 버리고 이곳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했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에 20km가 훌쩍 넘는 거리를 발바닥
의 물집과 불볕더위와 싸우며 걷는 일에 맞춰야 했습니다.
대장정에 참가하기 전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
려 낯설고 서툰 것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씩 드는 집 생각과 가족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고 이 힘든 대장정을 왜 도전했는지

서로 사는 지역・학교・성격・가치관이
모두 다른 전국의 155명의 대학생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였습니다.
‘평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전, 희
망, 열정, 평화 이렇게 네 팀으로 나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여름 날 대장
정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로 남습니다.

많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을지 전망대에서는 너무 힘든 나머지 모자를 푹 눌
러쓴 채 혼자 울고, 결국에는 열이 너무 많이 올라 엠뷸런스에서 링거를 맞고 누워
있을 때 대장정 포기에 대한 제 고민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편안한 집과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 힘든 도전을 끝낼
수 있기에, 제 몸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흔들렸습니
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155명의 대장정 일원들과 제가 지칠 때마다 배낭
을 들어주고 다독거려줬던 우리 평화팀 대원들, 힘들어하는 대원들에게 당신의 물
을 양보하고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본인은 제대로 쉬지

이 그 분들에게는 ‘의무’이자 ‘필수’였을 것입
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
키기 위해서. 그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고생’을 할 수
있었고 평화대장정이 존재하고 도전할 수 있었
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우
리가 이렇게 편히 지내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루아
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현재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과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분들
이 피와 땀이 이 땅에 심어져 있기에 우리의 도
전과 행복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10일. 목적지인 임진각 평화누리에 완주
했던 날 저도 울고 옆 사람도 울고 모두가 울었
습니다. 지금까지 155마일을 걸은 제 자신이 대
견하기도 했고, 동고동락했던 대원들 모두 무사
히 완주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 벅찼기 때문
입니다. 대장정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소

까요? 완주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엄홍길 휴
먼재단

여전히 대장정에 대한 습관과 기억들이
몸에 베어 밤 10시만 가까워지면 잠이 쏟아지고, 새벽 6시만
되면 여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한밤 중 빗소리에 벌떡 일어나 텐트가 침수될까 지퍼를 올리고 신발을 챙
기려고 깼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숙영지로 와서 텐트를 치고 따로 소금
을 챙겨먹는 일도, 화장실 차에 가기 싫어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축축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일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무거운 배낭에 어깨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일도, 때때로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던
“우리는 하나다” 등의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정
말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앙금처럼 가라
앉고, 대원들과 함께 즐긴 꿀 같던 쉬는 시간, 행군 하면서 했던 서로의 이
야기들 그리고 평화의 댐에서 했던 평화콘서트, 우리를 반겨주던 군악대 그
리고 우리를 응원해주던 많은 분들 등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만이 잔잔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겉모습 만큼은 가장 꾀죄죄
하고 초췌한 순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설레고 반짝
이던 날로 남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젊음은 낭비일 뿐이다!” 라는 모토로 실시된 2013 DMZ
평화대장정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게 ‘도전’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 귀중한 덕목들인 평화와 희생, 공동체 의식 등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제 안의 또 다른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구요. 8월 10일자로 2013 DMZ 평화대장정은 끝
이 났습니다. 하지만 DMZ에 남겨진 우리들의 땀과 눈물, 도전과 평화에 대
한 염원은 소중한 기억과 거름이 되어 내일의 희망으로 움트는 빛이 될 것
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으로 말이죠.
NORTH KOREA

중한 이 경험. 그리고 임진각 끝자락에서 흘린
눈물은 지금까지 흘린 눈물 중 가장 뜨겁게 느껴

Military Demarcation Line

Demilitarized Zone(DMZ)
2nd Tunnel

졌습니다.
1st Tunnel
3rd Tunnel

4th Tunnel

SOUTH KOREA

재단재단
엄홍길 휴먼
엄홍길휴먼

못하고 우리를 격려해주신 엄홍길 대장님의 배려에 대장정을 포기하고자 했던 저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저는 대장정을 통해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진부령에서 모
두가 힘없이 걷고 있을 때 울려 퍼진 팀가와 구호들, 자신의 물을 나눠주고 배낭을
들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를 타고 진부령을 가던 분들이 보내주신 “파이팅!”
한마디가 지친 제 심신에 너무나 소중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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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안장아
(지적학과 11학번)

고개를 넘을 때 가쁜 숨을 내쉬며 걷던 제게 팀장님께서 응원과 함께 건네주신 산딸
기, 파주 숙소로 가는 길에 과일을 파시던 아저씨께서 힘내라며 주신 잘 익은 복숭
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고 귀중한 격려였습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오히려 ‘완주’ 라는 목표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화학과 교수

이상좌

theme;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

창의성과 응용력이
풍부한 인재의 양성,
화학과를 소개합니다
2013학년도 스승의 날 목우암에서

화학과

화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들에게 우리대학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학과에 대해 홍보를 해 주신다면요?

우리 화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공

우리 화학과는 화학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

로 화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문

것이죠. 우리들의 신체 또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원자 간의

으로는 연 1~2회 기업체 및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 실

제 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결합이 생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시, 화학의 세분화된 영역의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학습, 첨단기자재

들과 협동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행동하는 것 모두가 화학 반응의 결과이죠.

활용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졸업 전 최소 1인 1자격증(화

창의성이 있고 응용력이 풍부한 인재의 양성을

흔히 화학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을

학분석기사,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기사, 방사능 동위원소 취급 면허,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화학과에서

이해하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취득하기, TOEIC 등 어학인증시험 일정

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배워 왔어요. 산 - 염기, 단백질, 고분자, 유전 등등 모두가 원자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 화학분야의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세분화

간의 결합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화학과에서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화학과 하면 약학대학과 연관 짖지 않을 수 없죠?

배우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편견을 버리셔요!

그렇죠. 약학대학에 진학하려면 우선 PEET라는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 유연한 교과 과정의 운영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는데 PEET 시험 내용의 50% 이상이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 등 화학

는 분야의 교육 및 기자재 활용 능력의 극대화를
통하여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강화

주로 어떤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되나요?

전공과목이죠. 화학과 출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화학과에서 전

● 졸업생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

공 공부와 요즘 어디에서고 필요로 하는 영어 공부를 곁들인다면 충분히

요즘 학생들은 취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취업은

약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무난히 이수하고, 영어 등 기본 자
질만 보유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특별한 묘수나 방법은 없는 거죠.

기억에 남는 졸업생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는 화학과 무관한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화

회 진출의 기반조성
● 제약회사 품질관리·연구직, 국가 연구기관, 기업

체 연구소, 산업체 기술직, 공무원, 화학교사 등 다
양한 분야로 진출 중
● 순수 및 응용 화학분야의 대학원이나 약학대학 진

학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따라서 화학과를 졸업하

이름을 한글자 한글자 들어보면 기억 못할 학생은 없습니다. 굳이 몇

면 연구소에 취업하여 신약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물질, 기능

명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광주 Anyzen에 근무하는 김종민 학생

학 가능

성 섬유 등 새로운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도 교사, 화학 관

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 잊지 않고 연락해 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목포대학교 화학과와 함께

련 기사, 공무원 등등 여러 방면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

Anyzen의 공장장 겸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지요. 그리고 화학과 학생

무진합니다. 우리 화학과 출신들도 위의 방면 외에도 여러 관련 부서에

중 목포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세하 학생이 생각납

취직하여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니다. 현재 이 친구는 화학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포대학교에
근무하는 이정봉 팀장과 박성수 팀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화학과 학생들이 여러 지역,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화학과 이 상 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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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화학의 영역의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학습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화학과는 조금 어려운 학과인 것 같은데요.

hot clip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대외 교류협력
국내협력

목포대, 나주혁신도시 입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장 노재민)는 양 기관의 교류협
력을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 기여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에 상호 협력
하기로 합의하고 6월 5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공동 발전을 위
한 상호간 협력,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의 위탁교육 협력, IT분야 전
문인력 교류 및 정보교환 협력, 교육・훈련 등 지역인재 양성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한 산
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및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로가 마
련되었다”며 “앞으로 입주예정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가 원하는 맞춤
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존 공기업 취업준비반(MNU Leaders Club)
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포대 WISET 전남지역사업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MOU체결

목포대, 무안군
행복클린범군민운동
실천공동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무안군(군수 김철주) 등 무안군 관내 주요 15개 민관단
체와 9월 3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행복클린 범군민운동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공동협약 참여기관은 지역 공동체 복원, 전남체전 대비 친

우리대학에 위치한 WISET 전남지역사업단(단장 박복희)은 10월

절·질서운동 실천, 깨끗한 무안 조성을 공동목표로 군민 모두의 자

15일 목포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율적인 청소문화 정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준수 및 다양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전남 지역 내 여성

한 환경정화 활동, 아름다운 녹색거리 조성 등의 세부 실천과제에서

과학기술인 육성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협약은 무안군이 목표로

업무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하는 살기좋은 클린 무안건설에의 취지와 목포대가 추진하였던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정보의

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통한 명품 교육 무안 건설의 목표가 상호 화합

교류 및 시설, 장비 활용, 산학공동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등

승화하여 새정부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군민행복 시대 구현을 선포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는 뜻깊은 장이 마련되었다.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김형진 원장은 “요즘 전세계 추세는
물, 에너지 및 식량으로써 양 기관의 업무협약 및 교류를 통하여 에너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목포대, 전남제일고와
교육 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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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전남제일고(교장 곽종월)와 7월 7일 ‘상호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공동 교육

목포대 LINC사업단,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MOU체결

우리대학 LINC사업단(단장 박순영)은 10월 10일 LINC사업단 회의
실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광진)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및 비산화물 세라믹 혁신클러스
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R&D)과 전문인력양성의 필요
성을 상호 인식하고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지역 내 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쉽을 통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양 기관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 학업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상호지원 ▲산학공동 주문식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수행 ▲연구인력 지원 및 정보 공유 ▲교육기

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공동양성 ▲장비 및 시설의 상호활용 등 다양

부 등을 통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박송춘 학생입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대와 전남제일고

한편 박순영 목포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본 협약을 기반으로 목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

포대학교는 지역의 첨단기술을 가진 다수의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

에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교 대학간 활발한 교류가

라며 “특히 LINC사업단은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요구하는 기술개발(R&D)과 상호공동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지 전문가인 여성과학자들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큰

hot clip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창업지원단,
특허법인 아이엠과 MOU체결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약학대학,
건국대 병원과 협약 체결

목포대, 대신정보통신 및
(주)대원씨앤씨와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대신정보통신(대표이사 이재원) 및 (주)대원씨앤씨(대
표이사 성준호)는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 기여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8월 8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공동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재학생 현장실습
및 채용 지원, 직원의 위탁교육 협력,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확대로 재학생
취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입주예정 공
공기관 및 협력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

9월 14일(토) 목포벤처지원센터에서 특허법인 아이엠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대학 약학대학(학장 한동설)과 건국대학교병원
(병원장 한설희)은 보건의료 및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

이번 업무협약은 창업아카데미 수료생들 및 창업지원

등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에 관한 협

단 선정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약을 5월 31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

관련된 제반사항의 효율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마련되

약으로 우리대학 약학대학의 임상실무실습 교육지원, 건

었다.

국대학교 병원의 인력 수급 협력, 학술교류 및 연구·실

목포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농촌과 관련된 학
문 분야 공동 연구 및 농촌 지역 활성화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하고 9월 13일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상호 관심분야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및 학술
회의 개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

험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진행한다.

한 전문인력 양성 ▲소장자료 교환 및 학문정보 자문 등 다양한 분야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우리대학은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

목포대박물관-무안문화원,
상호 협력 협정서 체결

남 지역 경제 발전 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치에 성공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활성
화에도 큰 기대가 예상된다. 우리대학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박종철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침체된 농어촌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정립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며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는 그 중심에서 농어촌 마을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
드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박물관과 무안문화원(원장 백창석)은 우리지

17일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주인철)와 청소년 문

역의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계

화・활동・복지・상담・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승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 협정서 체결을 가졌다.

역 UM센터(센터장 이승진)와 8월 29일 정보전산원에서『ICDL 국제자
격증 강좌 운영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ICDL 국제자격증 활
성화를 위한 강좌 운영 전반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
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체결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감을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문화유산의 정보공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대학생이 지역 공동체로

유 및 네트워크 구축, 전통 문화유산의 발굴·계승을 위

정보전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생에게 ICDL 국제자격증을 널

서 행복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

한 연구 및 학술교류, 상호 협력 체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리 알리고 내실 있는 IT강좌 운영을 통한 국제자격증 취득에의 길이 확

하게 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목포시청소년문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화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가 되어, 청
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해결방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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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정보전산원(원장 장영학)은 한국생산성본부 광주·전남지

을 모색하게 된다.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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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박행숙)는 7월

목포대 정보전산원,
ICDL 국제자격증 강좌 운영
협력 협약 체결

hot clip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대외 교류협력
국제협력

목포대・목포시,
영국 아버딘시 및 아버딘 소재 대학과
해양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목포대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과대학
학술교류 협정 체결

목포대, 아프리카 4개국 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7월 12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장관
・총장포럼(WELF, The 1st World Education Leaders Forum)’에 우
리대학 산학협력단 김정목 단장이 참석하여 아프리카 4개국 국립대
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학술교류 협정대학으로는 아프리카
케냐의 케냐타대학, 잠비아의 코퍼벨트 대학교, 콩고민주공화국의 콩
고민주공화국 교육대학교, 탄자니아의 오픈 대학교로 이 대학들은 모
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명문대학들이다.
이번 아프리카 지역 대학과의 학술교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등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유학생의 국적다변화를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목포대,
중국 곡부사범대학, 온주대학에서
국제교류협력기관 현판식 거행

우리대학 국제교류교육원은 5월 29일과 31일, 중국 산동성 곡부사
범대학 동방언어 및 통번역대학(일조캠퍼스)과 절강성 온주대학 오우
지앙대학을 방문하여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목포대학교 국
제교류협력기관’ 현판식을 열었다.
곡부사범대학은 이번 ‘목포대학교 국제교류협력기관’ 현판식을 기
반삼아 동방언어 및 통번역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희망자
를 선발하여, 본교 학부 교환학생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지원할 예정이
다. 또한, 온주대학은 ‘목포대학교 국제교류협력기관’을 통하여 절강

우리대학은 최근 유럽을 방문하여 이탈리아 로마 사피

성 온주시 내의 한국유학 희망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학부 신편

엔자 대학교 및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공과대학과 각

입학 및 대학원 진학 지원, 온주대학 오우지앙대학에서 일정기간 한

문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영국의 아버딘

각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대학은 7월 8일 로

국어 기본교육 후 본교의 국제교류교육원 한국어연수과정을 지원할

(Averdeen)에서 열린 ALL-Energy 박람회 및 국제무역

마 사피엔자 대학교(Sapienza University di Roma)와 학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버딘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영국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건축학 및 나노관련 학문 전 분야에

학과의 MOU 체결,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등을 수행하

걸쳐 관련 교직원, 학생, 학술정보 교류를 추진하였다. 7

였다.

월 9일에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공과대학(University

이번 방문에는 김형진 서남권청정에너지연구원장, 김

Politehnica of Bucharest)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공

정기 목포시 투자통상과장, 이상록 SM소프트웨어 대표가

과대학 관련 재료, 기계, 자동제어, 컴퓨터, 전기전자, 화학

동행하였다.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교류협

목포대 공과대학,
중국 연변대학 공학원과
국제학술교류 행사 개최

우리대학 공과대학(학장 나승수)은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
국 연변대학에서 연변대학 공학원(원장 김영호)과 학술교류행사를
가졌다. 학술교류는 학술발표회와 학과 간 교류(목포대 공과대학 16
개 학과 참여)로 진행됐다.
학술발표회에서 우리대학 박순영 교수는 「LINC & Offshore Wind

방문의 목적은 정부의 2.5GW 및 전라남도의 5GW 해

정을 체결한 스페인 그랑 카나리아에 위치한 라스팔마스

상풍력프로젝트에서 목포신항을 배후항만으로 개발을

대학교(University of LasPalmas de Gran Canaria)도 방문

Project in Korea」라는 주제로 링크사업을 소개하였고, 박종환 교수

추진 중인 목포시와 해양에너지관련 선진도시인 영국 아

하여 수산업과 선박보수 및 풍력터빈 분야에 강점을 보이

는 「Shipbuilding Industry of Jeonnam Province and MNU」라는 주

버딘시, 아버딘소재 대학과의 자매결연 추진과 2013 영

는 라스팔마스 대학과 해양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상호 협

제로 전남의 조선산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연변대학에서는 자동차제

국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에 가족회사와 참관하여 신재생

력을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유럽의 3개 대학은 각각 목포

어와 관련하여 학술 발표하였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해외시장판로 방법 모색 및 해양

대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초청에 따른 참석을 약

양 대학은 관련 학과 교수들과 학과 간 교류를 통하여 향후 교수-

에너지 분야 등의 신시장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속하고, 유럽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Erasmus Exchange

학생 교류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

추진되었다.

Program에 목포대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로 협력하기로 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36
+
37

우리대학과 목포시(시장 정종득)는 우리대학 박순영
LINC 단장과 목포시 주동식부시장을 주축으로 합동방

peopl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www.mokpo.ac.kr

>>

해양시스

기계공학과 김일수 교수,
대한용접・접합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상수상
>>

제어로봇공학과,
국제로봇콘테스트
FIRA 인비테이셔널컵 은메달 획득

사회복지학과 강한솔,
전국대학생자원봉사자대회
대상 수상

유학생 배서봉, 최우수상 수상
‘2013 외국인 유학생 4대 미항
여수 우리말 스피치 콘테스트’

우리대학 기

템공학과 김우전 교

계공학과 김일수 교

수는 7월 5일 부산

수가 5월 23일~24

BEXCO에서 개최된

일 대구 컨벤션센터

2013년도 대한민국

에서에서 열린 2013

과학기술연차대회

년 대한용접・접합학

에서 한국과학기술

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단체총연합회에서

논문상(기계분야)을

수여하는 제2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

수상하였다. 국내・외 저명한 용접관련 연구자,

>>

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김우전 교수의 ‘Effect

기업인, 학생 등이 참가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근 국제로봇콘테스트(2013 IRC:International

피루스 동아리(지도교수 유재훈)가 2013년 휴먼-

이 지난 6월 26일~27일 이틀간 울산에서 개최

과 박사과정)가 2013 외국인 유학생 4대 미항 여

of bidirectional internal flow on fluid–

서 수상을 한 논문은 “탄템 가스메탈아크 용접의

Robot Contest)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솔라보트 축제(HSPVF)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

된 ‘전국대학생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수 우리말 스피치 콘테스트에서 ‘한민족의 영혼을

structure interaction dynamics of marine

토치 극간거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 「2012년도

안았다.

였다. 대한조선학회, 울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공과

했다. 이번 대회는 ‘뿜어라 열정을! 나주자 젊음을!

지키는 곳 여수’로 최우수상인 여수시장상과 장학

riser model subject to shear current’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해양구조물 제작을 위

제어로봇공학과 iSL과 MNU-CRE 로봇팀(지도

대학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

함께하자 자원봉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장차

금 50만원을 받았다.

SCI급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한 범용 스마트 Tandem 용접 자동화 시스템 개

교수 유영재)은 10월 24일~27일 경기도 일산킨

최하고, 8월 7일~9일 3일간 울산광역시에서 개

미래의 자원봉사의 주역이 될 전국 대학생 자원봉

여천청년회의소가 개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6월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4권 1

발”의 연구 결과물이며, 탄템 용접 시 용접토치간

텍스에서 열린 2013 국제로봇콘테스트에서 스프

최된 이번 행사에 전국 15개 조선해양관련 학과의

사자 4,000명이 함께 했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

1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

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

의 최적의 용접조건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논

린트 1, 2차전 준결승 진출, 로봇축구 페널티킥 1

34개팀이 출전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목포대학교

어때요?’ 라는 주제로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7

공개최 1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되었으며 중국, 몽

리나라 해양플랜트 기술을 진일보시킨 연구결과

문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 120m 마라톤 완주를 합산하여 종합 순위 2위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학술동아리인 파피루스

개 팀이 발표한 결과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한 강

골,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6개국

로 은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는 배수량부문 단거리/장거리/종합 우승과 함께

한솔 학생의 ‘느리게 걷기’ 프로그램이 대상인 안

13개 팀 23명의 전남지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선형설계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외국인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로 평가 받고 있다.

해양시스템공학과 송창용 교수
해상풍력하부구조물 연구팀,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대학 제어로봇공학과 학생팀이 최

LINC사업단의 손충렬 석좌교수,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부회장에 재선임
>>

LINC사

업단의 손충렬 석좌
교수가 세계풍력에너
지협회(WWEA) 부
회장에 재선임 됐다.
손충렬 교수는 6월 3
일~5일까지 쿠바 하
바나에서 열린 제12차
우리대학 공과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해상풍력하부구조물 연구팀(연구책임자 : 송창용

WWEC 2013(세계풍력에너지 컨퍼런스) 및 총

교수)은 6월 24일~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년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회에서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부회장으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로 재선임되어 2015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내・외 저명한 풍력에너지관련 연구자, 기업인, 학생 등이 참가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을 한 논

손충렬 교수의 WWEA 회장단 활동은 세계 풍력

문은 “고정식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조류 및 파랑하중 계측”으로 송창용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치를 확대 할 수

「2012~2013년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지원과제」의 “신개념 Substructure 시스템의 해양환경하중 산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연임으로 정

정기술개발”의 연구 결과물이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의 유체력을 평가하는 실용적 방안을 제시한

부의 2.5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수출산

논문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업화 기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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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2013 휴먼-솔라보트 축제
종합우승

>>

우리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파

>>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강한솔 학생

>>

우리대학 배서봉씨(중국, 국어국문학

‘목소리’는 직원 상호간에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는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
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직원이 또 다른 교직원을 칭찬하는 ‘칭찬릴레이’가 따뜻한 분위
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인 | 총무과 김 우 헌 선생님

건강에너지 유경희 선생님
청명한 하늘과 화려한 황금 보석으로 물든 天高馬肥의 계절!
우리대학 구성원의 모든 가정에도 풍만하고 행복 가득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
에게 이렇게 훌륭한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뽑아주신 동료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내 자신을 되돌
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안겨주신 우리 정용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는 행복이 충만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내 자신을 좀 더 낮추고 솔선수범하라는 우리 선생님
들의 채찍질로 알고 맡은 바 모든 일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배려에 감사드리며,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는
국제교류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건강 에너지 유경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남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배려하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또한 특유의 건강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주위 직원들에게 기를 복돋아 주십니
다. 그런 유경희 선생님을 추천하게 되어 저 또한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변치마시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
시길 바라며,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인생 기대하겠습
니다. 끝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포대학
교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경희
칭찬주인공 | 국제교류교육원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해양시스템공학과 김우전 교수,
제2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vol.137 2013+December

10월 14일~17일
대학로축제·대동제 연이어 개최

www.mokpo.ac.kr
도서문화연구원,
‘해항도시와 섬’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우리대학은 10월 14일(월) 부터 17일(목)까지 2013 제
1회 대학로 축제 및 대동제 행사를 도림캠퍼스 후문

우리대학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센터장 박종철)와

대학로 및 교내 분수대 일원에서 연계행사로 개최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주최한 ‘농산어촌 마

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무안군 대학로 환경 정비 사

을 개발사업 차별화 전략’세미나가 10월 2일 나주 왕

업의 일환으로 목포대 후문 상가 일대가 새 단장을 기념하여 제1회 대학로 축제(10월 14일)를 신설하였고,

곡권역(배 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제1회 일반농산어촌마을 개발사업 차별화전략 세미나’는 성공적

매년 개최하였던 대동제 행사(10월 15일~17일)와 연계행사로 진행함에 따라 예년과 다른 다양한 볼거리

인 농산어촌마을 개발사업 등 농립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어촌 지자체의 화두로

와 흥미거리를 제공하였다.

대두되면서 지자체의 역량 및 준비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에 따라 성사된 세미나로 윤주이 한

우리대학 LINC사업단은 UCR(University of

국농어민신문 사장, 박종철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김동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상

California, Riverside)과 협의를 통해, 8월 17부터

곤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 마을권역대표, 시군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30일까지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

먼저 올해 신설한 대학로 축제는 14일 오후 4시부터 기림비 제막식 및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학로 주변

우리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8월 19일(월) “해항

상가 활성화 및 낭만의 거리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동제 행

도시와 섬”을 주제로 도시사학회, 우리대학 사학

사는 “걷지 말고 뛰어라!”라는 주제로 15일 오후 6시 반부터 개회식과 함께 가요제, 푸드 파이터, 리그오

과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브레전드 대회, 목포대 복불복, 가을 스캔들, 콩닥콩닥 프로포즈 등으로 진행된다. 초청가수로는 노라조

한국사, 동양사, 사회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의

(15일)와 에어플레인(16일)이 공연하고 17일에는 개그맨 한민관이 출연하였다.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주제 역시 한

한편 목포대 관계자는 “대학로 축제와 대동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더욱 화려한 대학 축제가 진

국(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문도)은 물론, 일본

행될 것” 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복 나눔 대학으로서 재학생 뿐 아니라 많은 지역민이 함께 하길

(오키나와), 중국(옌타이와 칭타오), 말레이시아(페

바란다.”고 말했다.

낭섬) 등지의 다양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동아

7월 22일 우리대학 플라자60 4층 세미나실에서 태

시아의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는 흥미있는 융합토

국의 풍력관련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

푸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여행 성료

론의 장이 되었다.

족회사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우리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9월 28일부터 29일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도서해양스토리창작센터 개소

도서문화연구원,
다도해명소화사업
임자도 탐방 성료
도서문화연구원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60
여명의 여행객이 참가한 가운데 신안 임자도 섬
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 여행객들은 장장 12km
에 달하는 ‘명사 30리’의 북쪽 해변 대광해수욕장
과 증도를 마주보고 있는 남쪽 해변 어머리 해수
욕장에서 한여름 물놀이의 진수를 맛보았고, 한
때 민어잡이철에 성시를 이루었던 임자도 ‘타리파
시’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며, 우리나라 젓새우의
60~70%를 생산하는 전장포에서 섬 살림의 애
환을 노래한 곽재구 시인의 ‘전장포아리랑’을 감상
하였다. 새우젓 토굴 탐방, 신안천일염 생산지 방
문 등으로 1박2일 숨 가쁘게 이어진 느린 섬 여행
은, 도회지의 바쁜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모처
럼의 벅찬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수도권 참가자 등 70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 청산도 섬여행을 성황리에

지 해외벤치마킹 및 연수 프로그램(Renewable

LINC사업단 및 풍력실험센터,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활용
기술세미나 개최

Energy Benchmarking & Training Program)
을 운영하였다. LINC사업(박순영 단장)에 참여하
는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학과 성적과 LINC
사업 참여 마일리지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해외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국내의
산업현황 좀 더 이해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개발 필요성과 우리지역의 해

활용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가족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동남아 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수출계약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세미나 종
료 후 LINC사업단 및 풍력실험센터(센터장 문채주)는 태국의 라참망카라 기술대학의 신재생에너지연구
소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정보교환, 인력양성 등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대학 가
족회사인 해바람에너지와 셀택은 태국에 50KW풍력발전기 수출을 위한 계약에도 서명하였다.

마쳤다. 이번 여행에는 특히 호주 관광객 2명이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기술
세미나 개최

참가하여 흥미를 더했다. 청산도 도락리 행복마을

강진 보동 해남윤씨 문중,
유물 441점 목포대 박물관에 기증

에서 여장을 푼 참가자들은 도락포구에서 슬로길
을 따라 당리 언덕배기에 올라 청산도의 아름다운

창업지원단,
창업아카데미 현장견학 실시

전경을 조망하면서 고인돌, 청산진성, 당제, 초분,
독살 등 청산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여행 첫날을 시작하였다.

전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7월 18일 교

둘째 날엔 슬로시티 청산도의 진면목을 몸으로 느

수회관에서 산·학·연 관계자 및 대학생, 일반인

껴보는 시간이었다. 섬 사람들의 슬기와 애환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해양 스토리창

깃들어있는 구들장 논(국가농업유산 제1호)과 다

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한국인이 가

랭이 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연생태마을

장 사랑하는 만화가이며 다수의 만화작품이 영화,

과 명품마을로 지정된 상서 마을에서는 명품 돌담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어 원작뱅크로

과 농가가 어우러진 정겨운 섬 마을을 체험했다.

불리는 허영만 화백의 기념특강, ‘식객을 이야기
한다’가 진행되었다. 허영만 화백은 특강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이 어떻게 감동적인 문화콘텐츠
로 개발되는가에 대해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스토리창작센터는 지역 스토리 창작
지원, 사업화, 스토리텔러 양성 등을 담당하게 되
며 전남의 풍부한 도서해양 자원을 핵심테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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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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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LINC사업단
2013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남 농산어촌 마을 개발사업
차별화 전략’ 세미나 개최

여, 소설, 영상, 공연, 동화,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특색 있는 스토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확대에 따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기
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목포대학
교 LINC사업단(박순영 단장)이 독일 OffTEC-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보동마을 해남윤씨 문중은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2013년 창업아카데미 교

6월 11일 문중 소장 고문서 및 기타 유물 441점을

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6월20일 부산 벡스코

Base GmbH & Co KG의 더크 카스텐센 해상프

우리대학 박물관(관장 이헌종)에 기증했다. 이번

를 참관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창업지원단

로젝트 관리자를 초청하여 유럽 선진국의 해상풍

기증품들은 지난 2002년부터 우리대학 박물관

은 50여명의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

력기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해

에서 위탁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올해 11

난 6월 8일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현

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

월 특별전을 통해 공개하며, 『도록』을 출간하여 지

장견학에서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국제 차 공예

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헌종 박물관장은

박람회, 한·중·일 우수아이템 부산 글로벌 창업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

“추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적 가치를 점검

투자대전, 부산 국제 퀄트페스트벌 등의 관람을

인증교육센터의 소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인증

하고, 고문서를 활용하여 지역 사 연구에 적극 활

통해서 동종 아이템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는 기

되는 유지보수 교육과정 및 독일의 풍력발전기 유

용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회를 제공하였다.

지보수 기술을 상세히 전파하였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news;

news;
목포대 WISET전남지역사업단

유럽문화연구소,
초청 특강 등 인문강좌 연달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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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 신규임용 교수

임용기간 6년 (2013.9.1.~2019.8.31.)

9월 30일(월) 우리대학 유럽문화연구소는 교육혁
신개발원과 공동으로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를
초청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특강
❶

❷

이날 강연에서 진교수는 미학자의 눈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SNS 트위
터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와 사회 문제들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성명

❻

❼

소속

❽

❾

학위

❶ 최운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울대 언어학(문학사), 서울대 언어학(문학석사), 서울대 언어학(문학박사)

❷ 박태식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고려대 전기공학(공학사), 고려대 전력전자학(공학석사), 고려대 전력전자학(공학박사)

❸ 김기범

경영대학 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경영학사), 서강대 회계학(경영학석사), 서강대 회계학(경영학박사)

진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❼ 전성규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서울대 서양화(미술학사), 서울대 서양화(미술학석사), RMIT Univ.Painting &Media Art D.F.A(미술학박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문학사), 서울대 서양윤리학(교육학석사), 서울대 서양윤리학(교육학박사)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연세대 전기공학(공학사), 연세대 전기공학(공학석사), 연세대 전기공학(공학박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학과 언어철학을 공부한

WISET 전남지역사업단(단장 박복희)에서는 10월

우리대학에 위치한 WISET전남지역사업단(단장

8일(화) 우리대학 공과대학 2호관 1101 강의실에서

❹ 정경화
❺ 심원섭

박복희)은 7월 23일(화) 우리대학 대강당 및 캠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문수복 석좌교

저술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❽ 추정완

스 일원에서 전남지역 여중·여고생 210명과 함께

수를 모시고 “My Computer as a Router?”라

또한 유럽문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

❾ 곽노홍

하는 “Girls' Engineering Week-지금은 공학소

는 주제로 여성기술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

로 9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남악캠퍼스 교육지

녀시대”를 개최하였다.

다. 소프트웨어 라우터분야의 선두주자인 젊은 공

원센터에서 시민을 위한 영화강좌를 열어 ‘가족의

퇴직 교수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재)한

학인 문수복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

탄생’, ‘조이럭 클럽’, ‘결혼 피로연’, ‘아무르’ 등 가

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교

학과 석좌교수로써 전산학 네트워크 분야의 미래

족의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독일의

육청, 목포대학교의 후원으로 전남지역의 우수한

인터넷 기술 연구를 이끌며 소셜미디어 SNS의 정

유명한 영화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공학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WISET 전남지

량적 분석법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터넷상의 행동

역사업단이 주최하였다.

분석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형조선RIC,
지역 중소조선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교직원 인사
신규임용 (2013.7.1, 8.19, 9.4)
≐≐
≐≐
≐≐

체육학과
강주혁 교수

미술학과
박윤서 교수

전남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포럼이 전라

우리대학은 정기적인 헌혈로 혈액수급 및 혈액 나

박을 수주함에 따라 지역의 조선블록제작 업체

향상을 위한「화성인=지구인¿!프로젝트」프로그램

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10월 2일 전국 대학

및 기자재 업체도 경기회복의 기대에 부풀어 있

을 지난 9월 26일~28일 2박 3일 동안 재학생

최초로 ‘헌혈의 방’을 개설하였다.

는 시점에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지역 중

60명을 대상으로 영암현대호텔에서 집중교육을

기존에는 2달에 1번씩 헌혈버스 지원을 통한 목포

소조선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하

진행하였다. 「화성인=지구인¿!프로젝트」는 재학

대학교 구성원의 헌혈 나눔 봉사가 이루어졌는데

여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조선산업

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인지적 관

헌혈의 방 개설을 통해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6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가 될 것으로

점을 수립한 목포대학교의 우수인재 배출을 목적

시까지 정기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헌혈 봉사가 가

보인다. 이번 포럼은 4개의 주제발표 목포대학교

으로 하고 있다.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

능해졌다. 우리대학은 2006년부터 현혈을 시작

박종환 교수:세계조선산업 시황분석, 서울대학교

가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후, 일

하여 2013년 9월까지 총 44회 5,223명이 헌혈

신종계 교수(대학조선학회장):중소조선활성화 방

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성 불평등에 대해

나눔 봉사에 참여하여 2008년 11월 혈액사업 유

안,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연구위원:전남조선

역할극을 통해 찾아보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기관 총재 감사패를, 2012년 10월 이나미 팀장

산업현황과 전망,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김광수 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 혈액유공사업 총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이루어졌다.

≐≐

≐≐

정년퇴직 교수
명예퇴직 교수

오형식 (화학과 교수)

≐≐

명예교수 추대

오형식 (화학과 교수), 이정갑 (경제학과 교수)
홍동문 (경제학과 교수)

≐≐

≐≐

≐≐

홍재현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중국 광서사범대학 파견기간 : 2013.8.30.~2014.6.30.

≐≐

윤 숙 (공과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부교수)

≐≐

미국 유타대학교 파견기간 : 2013.8.17.~2015.2.16.

≐≐

김종오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조영석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부교수)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파견기간 : 2013.7.10.~2015.1.9.

≐≐

김종욱 (생명과학과 교수)
호주 타스마니아대학교 파견기간 : 2013.8.1.~2014.7.31.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진 (2013.7.1, 10.13)
(사무국 총무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학생입학처)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교무처 교무과)행정서기보시보  행정서기보
보 (2013.7.1, 9.24, 11.5)
(행정사무관) 학생입학처 입학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사무국 총무과
(행정사무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행정사무관) 학생생활관
(행정주사) 제2행정실
(행정주사보) 교무처 교무과
(무기계약직) 기획처 기획평가과
입 (2013.7.1)

정윤범 (서기관) 전남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류기현 (기술서기관)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인사발령 (2013.7.1)

≐≐
≐≐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발령 (2013.10.1)
속

심춘식
박국선
이진웅
차성철
김정문
문세형
김미영
전

≐≐

소

강명숙
안영찬
심춘식
송미진
전

≐≐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파견기간 : 2013.7.23.~2014.7.31.
≐≐

송미진 (행정서기보시보) 교무처 교무과
최각수 (시설서기보시보) 사무국 시설과
유정은 (행정서기보) 사무국 총무과
승

≐≐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발령 알림
≐≐

2013년 들어 지역 조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
우리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양성평등의식

경제학과
홍동문 교수

≐≐

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강당에서 10월 17

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이 많은 물량의 선

경제학과
이정갑 교수

이정갑 (경제학과 교수), 홍동문 (경제학과 교수)
박윤서 (미술학과 교수), 강주혁 (체육학과 교수)

크의 공동주관으로 영암 대불산업단지 내에 위치
일(목) 14:30~17:30에 개최되었다.

화학과
오형식 교수

≐≐

남도와 목포대학교 중형조선RIC, 전남테크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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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전주대 무역학(경영학사), 전북대 국제경제학(경제학석사), Michigan State Univ.산업조직론(경제학박사)
한양대 관광학(문학사), 한양대 관광학(문학석사), 한양대 관광학(관광학박사)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가정학사),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문학석사), 숙명여대 아동보육·교육학(문학박사)

여성기술인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최초로 교내에
‘헌혈의 방’개설

❹

경영대학 경제학과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❻ 안지혜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아동학과

Girls’ Engineering Week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개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화성인=지구인¿!프로젝트」

❸

≐≐

현직급

성명

승진임용직급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용호
이성희
김우전
진혜경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배진종 (서기관) 목포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희우 (서기관)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곽창술 (기술서기관)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정년퇴직

≐≐

전주모 (기술서기관) 2013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

나민경 (무기계약직) 기획처 기획평가과 (2013.10.27.∼2014.10.26.)

육아휴직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을 실시하였다. 학생,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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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1호점

8호점

15호점

22호점

신안비치호텔

구로나루

영조전복수산

늑대와여우

(숙박업)
대표자 : 우승하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일반음식점)
대표자 : 김광희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621
☎061-452-5531

(일반음식점)
대표자 : 박경훈
목포시 옥암동 1098-9
☎061-285-5727

(컴퓨터부품, A/S)
대표자 : 김영석
목포시 옥암동 986-2
☎061-283-8652

2호점

9호점

16호점

23호점

호화대반점

해왕궁일식

승달가든

선명복사

(중식)
대표자 : 송복순
목포시 옥암동 1000
☎061-283-0980

(일식)
대표자 : 김호길
목포시 상동 1146-4
☎061-282-6364

(한우음식점)
대표자 : 이형식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41-5
☎061-454-3400

(복사, 인쇄)
대표자 : 이형철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15-14
☎061-452-6479

3호점

10호점

17호점

24호점

무안식당

광명식당

모든오피스

하마복사

(한우음식점)
대표자 : 이은정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87-1
☎061-453-1919

(한정식)
대표자 : 김정지
목포시 용당1동 962-26
☎061-276-9988

(문구업)
대표자 : 김지숙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560(교내)
☎061-450-2867

(복사, 인쇄)
대표자 : 변미희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11-11
☎061-454-0939

4호점

11호점

18호점

25호점

꽃게랑낙지랑

영란횟집

대림식당

청계신문사

(일반음식점)
대표자 : 강기옥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421-1
☎ 061-285-0677

(일반음식점)
대표자 : 박영란
목포시 중앙동1가 1-1
☎061-243-7311

(일반음식점)
대표자 : 이길재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75-4
☎061-452-5179

(신문)
대표자 : 박은희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13-6
☎061-452-3645

5호점

12호점

19호점

26호점

청계수산

미야비일식

초록식당

이로운 꽃게랑아구랑

(일반음식점)
대표자 : 박은숙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3
☎061-453-5256

(일식)
대표자 : 장우식
목포시 상동 1031-5
☎ 061-285-2580

(일반음식점)
대표자 : 배영근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99-7
☎061-452-0539

(일반음식점)
대표자 : 송영애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58-1
☎061-454-0296

6호점

13호점

20호점

27호점

구로횟집

토담골한우곰탕

경복궁

어도일식

(일반음식점)
대표자 : 박덕희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5-8
☎061-453-1250

(일반음식점)
대표자 : 장차덕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34
☎061-454-7733

(일반음식점)
대표자 : 정정화
목포시 상동 1137-6
☎ 061-287-5206

(일식)
대표자 : 나미선
목포시 상동 1002-1
☎ 061-284-7300

7호점

14호점

21호점

28호점

한진수산

아이디오

거성촌

보스음식점

(일반음식점)
대표자 : 황숙희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407-4
☎061-453-1236

(제조, 서비스)
대표자 : 장영순
목포시 무안동 10-17
☎061-245-0040

(일반음식점)
대표자 : 김종숙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142-5
☎061-454-8533

(일반음식점)
대표자 : 김영숙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94
☎061-454-1214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3

후원의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후원의 집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기획평가과(061-450-2054, 20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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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29호점

36호점

43호점

50호점

중앙기획

민설민헤어

청계한우한돈특설할인매장

운영식당

(제작, 인쇄)
대표자 : 이형진
목포시 용당동 1097-28
☎061-276-0276

(미용실)
대표자 : 김연수
목포시 상동 986 상아빌딩 2층
☎061-285-3442

대표자 : 김양동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해안로 46
☎061-453-3633

(일반음식점)
대표자 : 서정화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37
☎061-453-1361

30호점

37호점

44호점

51호점

돼지꿈

더플라워샵

한울타리

중앙OA시스템

(일반음식점)
대표자 : 남세준
목포시 옥암동 1099-6
☎061-284-6811

(꽃, 화원)
대표자 : 김세영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19번지
☎061-287-3110

(일식)
대표자 : 김미숙
목포시 옥암동 1255-8
☎061-287-7252

(컴퓨터, 부품)
대표자 : 이웅철
목포시 옥암동 979-9
☎061-283-6903

31호점

38호점

45호점

52호점

동일광고 & 송월타월

법무사 배상회 사무소

(주)앤투어

송죽일식

(제작, 인쇄)
대표자 : 나미라
목포시 옥암동 1091-3
☎061-284-7421

대표자 : 배상회
목포시 옥암동 1202-1
에메랄드빌딩 106호
☎061-283-1283

(여행사)
대표자 : 조영인
목포시 옥암동 915-25 이마트 1층
☎061-273-8225

(일식)
대표자 : 송현옥
목포시 상동 1160-6
☎061-285-9333

32호점

39호점

46호점

53호점

송월갈비

투어스토리

한사랑숯불구이

뉴한주여행사

(일반음식점)
대표자 : 나미라
목포시 상동 1139-21
☎061-287-4777

(여행사)
대표자 : 방명환
목포시 상동 1023-13
☎061-283-6838

(한우전문점)
대표자 : 노미화
목포시 석현동 1168-25
☎061-284-2603

대표자 : 정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4-36
☎061-272-7788

33호점

40호점

47호점

54호점

세계로여행사

태성식당

푸른바다횟집

천년타이

(여행업)
대표자 : 김재웅
목포시 옥암동 1091-3
☎ 061-285-7420

(일반음식점)
대표자 : 홍영산
무안군 청계면 중앙길 10
☎061-452-5700

(일반음식점)
대표자 : 정구철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66
☎061-452-1292

(건강)
대표자 : 김율례
목포시 원형로 7
☎061-285-0010

34호점

41호점

48호점

55호점

찬성공업사

두레정

무안비치횟집

지선플라워

(정비)
대표자 : 문준포
목포시 석현동 669-26
☎061-283-3300

(일반음식점)
대표자 : 김미숙
무안군 청계면 도림1구 213-8
☎061-453-2700

(일반음식점)
대표자 : 심순임
무안군 망원면 피서리 812-1
☎061-453-7761

(꽃, 화원)
대표자 : 최소심
목포시 상동 1005-5
☎061-284-0062

35호점

42호점

49호점

56호점

케냐에스프레소

호남이화학상사(주)

연 한정식

진복탕

(커피전문점)
대표자 :김연수
목포시 상동 1159-11 (평화광장)
☎061-287-1303

대표자 : 서상열
목포시 영해동 2가 4-4
☎061-242-2959

(일반음식점)
대표자 : 변소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928-41
☎061-454-5959

(일반음식점)
대표자 : 조영심
무안군·읍 성내리 115
☎061-45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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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점

60호점

대경횟집

착한왕갈비

(계절음식전문)
대표자:이승아
목포시 상동 839-2
☎061-278-5677

(일반음식점)
대표자:박광민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93
☎061-453-2722

58호점

삶의
철학

한솔공업사

차이홍

(공업사)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4
☎061-283-8777

(중국음식점)
대표자:양공순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58-9
☎061-454-0083

목포대학교는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후원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누계액(최초일로부터 현재까지)

10,401,951,587 원

기 간 | 2013년 6월 1일~2013년 11월 30일

(주)남화산업

최재훈

후원금액
22,500,000

김병록

후원금액
500,000

목포시의료원

최태옥

10,000,000

청계수산

박은숙

500,000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10,000,000

무안식당

이은정

500,000

62호점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문채주

5,042,630

동일광고&송월타월

김재웅

450,000

자유(한솔)여행사

아이더

국민은행 목포대 도림지점

3,000,000

목포대학교 도서관

김일호

420,000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2
☎061-284-1000

(목포하당점)
대표자:정선옥
목포시 상동 835
☎061-282-9099

KT&G 상상펀드기금 운영위원회

400,000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나의 삶의 철학’이라는 짧은 글의 칼럼을 통해
직원 및 지역민들과 함께 자기성찰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아는 대로 실천하자!

소속

후원자

소속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후원자

3,000,000

송죽횟집

송현옥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김경희

2,600,000

한솔공업사

서오천

400,000

㈜한양

권성기

2,000,000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일수

376,180

예닮치과

김성진

2,000,000

에덴원

정시채

300,000

오정재

오정재

2,000,000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전경숙

300,000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장영학

2,000,000

찬성자동차공업사

문준포

300,000

목포대학교 총장

고석규

1,600,000

민설민헤어갤러리

이영창

300,000

한진수산

황숙희

1,200,000

한울타리

김미숙

300,000

대림식당

이길재

1,200,000

푸른바다횟집

정구철

300,000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송하철

1,077,940

천년타이

김율례

300,000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나승수

1,026,860

초록식당

배영근

250,000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동한

1,000,000

법무사 배상회사무소

배상회

250,000

목포한사랑병원

조생구

1,000,000

지디솔루션

나금철

1,000,000

청계한우
한돈 특설할인매장

김양동

250,000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복희

1,000,000

진복탕

조영심

250,000

목포상공회의소

김호남

1,000,000

지선플라워

최소심

250,000

꽃게랑낙지랑

강기옥

210,000

김우전

209,930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000,000
김명구

600,000

목포대학교 재무과

신해숙

600,000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송재준

208,450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이상일

600,000

해피뷰(식품영양학과)

운은혜

200,000

구로횟집

박덕희

600,000

이낙연 국회의원

이낙연

200,000

운영식당

서정화

600,000

차이홍

정해연

200,000

영란횟집

조성숙

600,000

대경횟집

이승아

200,000

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말한다. 이처럼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그

토담골한우곰탕

장차덕

600,000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배민석

199,130

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조전복수산

박경훈

600,000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박경희

180,000

해왕궁일식

최길순

600,000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전호문

180,000

선명출판복사

이형철

600,000

태성식당

김점희

180,000

목포대학교 약학과

조승식

600,000

안소영

안소영

180,000

생활에서 가장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기초질서 지키기이

중앙기획

이형진

600,000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우택

180,000

다. 일상생활에서, 기초질서부터 아는 대로 실천한다면 무엇을 지

연한정식

변소현

600,000

케냐에스프레소

김연수

180,000

키지 못할까? 빨간 불에서 멈출 때 우리는 어느덧 행동하는 양심

한사랑숯불구이

노미화

600,000

더플라워샵

김세영

180,000

목포대학교 약학과

심정현

600,000

두레정

김미숙

180,000

중앙OA시스템

이웅철

600,000

투어스토리

방명환

180,000

김대중 전대통령의 어록에 마지막으로 오른 말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양명학의 지행합일(知行合一)도 실천함으로써 지와
행이 일치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진정

도덕을 시험으로 보면 백점 맞을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행위는
빵점인 경우가 흔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만큼 다를 수 있다. 일상

이 되는 것이다.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

48
+
49

발/전/기/금

61호점

59호점

나의

spon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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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후원자
천미정

후원금액
60,000

165,140

청계신문사

박은희

60,000

정경주

150,000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윤형석

60,000

착한왕갈비

박광민

150,000

보스음식점

김영숙

60,000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영도

143,630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김영석

50,000

송창용

122,980

엘비스시스템(늑대와여우)
옥암점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함경식

41,820

목포대학교 기획처

남상호

120,000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최경호

39,760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박미다

120,000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서재현

32,260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임홍래

120,000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용석

30,110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강주환

119,540

돼지꿈

남세준

30,000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천성철

102,330

호화대반점

송복순

100,000

목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장봉석

29,060

현디자인

장영순

100,000

이로운꽃게랑아구랑

송영애

90,000

이마트목포점
지역단체재원프로그램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태희

83,400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양균

21,510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김대근

80,010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성희

78,040

목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최한석

21,510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정규

64,530

목포대학교

김유미

20,000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조영호

60,000

목포대학교

나민경

20,000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노도국

60,000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충효

17,2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신철진

60,000

소속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후원자
이만승

후원금액
166,050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변경석

(유)뉴~한주여행사

24,870

합계

MOKPO NATIONAL UNIVERSITY

국립목포대학교 후원기금 기부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명

주소

자택
(직장)

연락처 :

 의과대학설립기금

기부금액

기부금용도

 장학기금
 지정기탁

98,864,870

일시납부

납입기간

(20

분할납부

년

월

일까지)

( 20

년

월 ~ 20

년

월까지)

원씩 (

목포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안/내

선물
01

이마트 지역단체 재원 프로그램 참여안내

♥내
용 | 영수증 모집액의 0.5%를 우리대학 발전기금으로 지원
♥ 참여방법 | 목포점 이마트내 무인적립기 이용 or 고객만족센터 제출<기관번호:227>
교내 설치된 이마트 영수증 함(플라자60 매점내, 교수회관 입구)에 영수증 투입
※ 유의사항 - 영수증 하단 바코드 회손시 적립이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선물
02

회)

위와 같이 목포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

광주 롯데백화점 대학 인재육성 기금 마일리지 참여 안내

년

월

기부자

일
(서명)

♥내
용 | 개인적립과 별도로 영수증 금액의 0.5% 우리대학 발전기금으로 적립
♥ 참여방법 | 롯데백화점 8층 멤버스센터 or 웨딩센터(담당직원) 인재육성기금 마일리지 적립
부서별(서무담당) 영수증을 수합 기획평가과로 송부
선물
03

목포대사랑카드 (제휴카드) 이용 및 발급 안내

♥ 카 드 명 | 목포대사랑카드(신한제휴카드)
♥ 발급대상 | 목포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 가족 등
♥ 발 급 처 | 신한은행(목포대지점)
♥ 연 회 비 | 카드유효기간내 면제
♥내
용 | 이용금액의 0.3%를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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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후원회장 귀하

은행계좌번호

신한은행 | 100-008-789085 		

우 체 국 | 500033-01-001921

(예금주 : 목포대학교)

농

광주은행 | 607-107-302357

협 | 350-17-000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