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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기금

대학발전기금

의과대학 설립기금
도서확충기금

세상의
특별함을 찾아라

장학기금
지정기탁(학과, 기타)

교육시설기금

발전기금 용도

발전기금!

학술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지원
도서관 장서 구입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특정목적 사업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 예체능 활동 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교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부자 예우·혜택
세제 혜택 I 세금 감면용 영수증 발급
개인 및 법인 모두 기부금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음



명예칭호 부여 I 출연금액에 따라 명예칭호 부여
명패 보존 I 명예칭호 교우는 우리대학교 본부 현관에 명패를 부착 보존
각종 간행물 제공 I 학교 홍보책자, 소식지, 목포대신문, 학교달력 등
학교시설물 이용 I 도서관 열람, 박물관 관람 및 학교시설 이용편의 제공
목포대학교 주요행사 정례 초청
※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fund.mokpo.ac.kr 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부금 참여

01
약정서
다운받기

방문 기부
방문기부시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로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02

03

팩스, 메일,
우편 발송

(무통장 입금, 방문 기부)

기금납부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I 100 - 008 - 789085
■ 우 체 국 I 500033 - 01 - 001921
■

CMS 자동이체 신청
농 협 I 350 - 17 - 000481
■ 광주은행 I 607 - 107 - 302357
■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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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o National University
목포대학교 특성화 방향

목포대학교,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신청 마쳐

대학 비전

01
교육
ㆍ연
구

05

단, 국가지원 3개 사업단, 지역전략 1개 사업단으로 총 8개 사업단을 신청하였다. 이번에 신청한 대학 특성
화사업(CK)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별 선정 결과
에 따라 2014년에 지방대학(CK-Ⅰ)에 2,031억 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 원을 지원함으로서 5년간

대외 협력 및
산학 협력 강화

총 1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국립목포대학교

04

동아시
아 허브대학

남악ㆍ대불 산학캠퍼
스조

심점
의구
지역창조경제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30일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사업(CK-1)」에 대학자율 4개 사업

특성화
및

성

직장이 신뢰하는 학생
취업에 강한 대학

강화
쟁력
경
취업

개혁
조

대학자율(4개), 국가지원(3개), 지역전략(1개)  총 8개 사업단 신청
교육부 6월 중 최종 선정 결과 발표

강하고 효율적인
대학체제 및 해양특성화

03

02

지역과 함께하는
존경받는 대학

국제화
중심대학 육성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CK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총 160개 대학, 989개 사업단
이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권역별로는 지방은 총 12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을, 수도권은

특성화 방향

● 평균 경쟁률

3:1

4.6:1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대학의 미래비전을 담보하는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목포대학교 특성화 전략

대학 자체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특성화(CK-1) 추진

◆ 신 해양산업 특성화 거점대학으로

또한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 자율 유형 552개 사업단, 국가 지
원 유형 395개 사업단, 지역 전략 유형 42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성장 가능한 분야
◆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교의

◆ 신 해양산업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
◆ 동아시아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 평균 경쟁률

3.6:1

2.6:1

3.1:1

대학 자율 유형

국가 지원 유형

지역 전략 유형

향후 교육부는 본격적인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
04
+
05

사업단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해양ㆍ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수산 바이오
해양ㆍ레저스포츠 관광
글로컬 해양산업

명품 우수학과를 창출해내는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 대학 기관 평가 및 각종 교육인증 획득

(공학인증, 건축학교육인증 등)
◆ 매년 학과평가 실시로 우수학과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강의평가 등 교육관련 7개 영역 평가,

우수 교육교수 선정

성장 가능한 분야

◆ 지역 문화

지역문화유산
생태자원 녹색건축

전라남도는 지역전략 산업으로
생물, 신소재, 조선, 물류,
문화관광 산업을 설정하고
성장동력 산업으로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10개 산업을 제시

◆ 국제화

동아시아 문화・통상

◆ 국가 및 지역정책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 ACE사업, LINC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물리
화학
생명과학

◆ 수도권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 기초보호학문

◆ 우수인재 인증제 및 MNU시범인증을 통한

우수인재 배출
참여로 전공교육 선진화ㆍ산학협력 체계 구축
명품 우수학과 확대 추진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총 69개 대학 중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theme;
M o k p o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N at i o n a l

목포대학교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신청 현황

University

대학자율

개교 68주년 기념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

친환경바이오융합
인력양성사업단
◆ 농수산바이오융합 인재양성

대학자율

IT융합 경영인재 양성

(원예+ 해양수산+한약자원+식품영양)

목포대학교 현황

◆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1,785명 | 특성화사업 이후 10% 감축

바이오식품 개발 및 산업화
◆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산업체 현장

◆

IT 기반 스타트업
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

인재양성(컴퓨터공학 + 멀티미디어 +
정보보호 + 식품공학 + 전자상거래)
◆ ICT 신시장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 농ㆍ축ㆍ수산 식품ㆍ물류ㆍ유통산업

고부가 가치화
◆ 지역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단 중앙관리를 통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
◆

대학자율

특성화사업단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성과 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4

생태자원 녹색건축교육
특성화사업단

제도혁신 및 특성화
사업단 지원계획

ERP 시스템 전문인력 + IT 혁신기업
인재양성

애로기술 지원

◆ 4개 대학원, 8개 단과대학, 57개 학과 | 특성화사업 이후 46개 모집단위로 개혁

특성화사업단
성과관리

◆

◆ 친환경 농자재, 기능성바이오소재,

3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ICT융합 성장사다리 인재양성사업단
◆ 전통산업 + ICT 첨단기술 융합

◆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 기능성바이오분야 융합 연구 활성화

◆ 풍요로운 녹색의 땅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 지역중심대학

2

창의적인 IT융합
경영인재 양성사업단

대학자율

◆ 대학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학사구조 개혁

◆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 교수업적평가 및 교직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 대학의 재정 운영 불균형 해소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선진형 학사구조 개편과 연계한 전공선택의 유연성 확대
◆ 특성화 분야 우수교수, 지원인력, 공간, 교육제반사항 지원
◆ 대학본부 3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속기관 등 조직 슬림화

◆

해양ㆍ레저스포츠 관광
창의인재 교육 특성화사업단

5

◆ 인문학과 응용사회과학의

녹색건축교육 특성화

◆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및 창업 친화적 학제 구축

국가지원

탄소제로 자연재료 생태건축 분야의
전문가 양성

창조적 만남을 통한
해양ㆍ레저스포츠 관광 융합인재 양성
◆ 관광 + 사학 + 체육 학문간 융합교육

(경영, 기획, 운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재 양성

◆ 생태자원 녹색건축 분야의

건축학교육 인증 추진

국가지원

유ㆍ무형 지역문화유산
전문인력 교육 특성화사업단

6

◆ 지역문화유산 발굴, 보전, 관리,

연구의 현장중점형 인재 양성
◆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학과

통합으로 교수, 학생 역량 집중
(고고+문화인류)
◆ 지역문화유산 정책개발 및 제안

◆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조관광

◆ 흙/목조/생태건축 클러스터를

비지니스 생태계 조성

통한 신산업분야 창출

◆ 대학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입시관련 업무 효율적 시스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신청 사업단

대학자율

신청분야

비공학

친환경바이오융합인력양성사업단

비공학

창의적인 IT융합 경영인재 양성사업단

공학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ICT융합 성장사다리 인재양성사업단

공학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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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명

생태자원 녹색건축교육 특성화사업단

인문사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창의인재 교육 특성화사업단

인문사회

유・무형 지역문화유산 전문인력 교육 특성화사업단

국제화

동아시아 창의적 문화・통상 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지역전략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적 융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동아시아 창의적 문화ㆍ통상
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7

지역전략

서남권 조선ㆍ해양산업의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적 융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 한ㆍ중ㆍ일 문화기반 전문 통상인재 양성

◆ 미래기술(극한기술, 친환경 Green, 복합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국어국문+중어중문+일어일문+무역)

◆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8개 학과 융합교육 체제 개편(학과통합)

◆ 글로컬 언어ㆍ문화 + 통상

융합교육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

◆ 조선해양산업의 혁신을 통한 그린산업 생태계 조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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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국제화)
사업유형

theme;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하지만,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더하고, 냉정한 성찰과
합리적 판단으로, 같은 곳에서 함께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능히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역
량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목포대 제7대
최일 총장 취임식 개최
우리 대학 제7대 최일 총장 취임식이 3월 5일 오후 3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시 우리 대학 박물관 대강당에서 총장 가족, 교무위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학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
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평가를
통해 서열화하고, 5단계의 등급을 매겨 최우수대학 그룹에 속하지 않
을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을 예고하였
으며, 최하위 등급에 2번 이상 포함되면 대학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균등하게 지원해 오던 국
고보조금 등을 이제는 경쟁을 통한 차등 지원 원칙으로 전환하여 대학
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약력소개, 학교열쇠 인수, 취
임사, 신임 보직자 소개, 목포대 특성화 추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계획 보고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외부 인사 초

저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정책 등에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습니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

제7대 최일 총장 취임

임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이제 교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7대 목포대학교 총장에 임합니다.
목포대학의 대표자이자 경영자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
로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사심에
사로잡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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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혼자만의 힘과 역량으로는 지금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됐다.
최일 총장은 취임사에서 “목포대학교의 대
표자이자 경영자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와 행

여 전남 거점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역할론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2014년 오늘 현재,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

복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총장 자리에 임할

는 10% 입학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과 지방대학특성화 앞에

것이다”며 “대학구조 개혁과 지방대학 특성화

서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취임식이 축하를 주고받는 기념식이 되기

사업이라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대학

보다는 우리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책을 강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해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

저, 최일은 여러분의 성원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대학구성원 모두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대학!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학! 취업이 잘되는 충실

최일 총장은 선거공약을 바탕으로 대학 구

한 교육중심대학! 내실 있는 아시아권 국제교류 활성화 대학! 지역발

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 지역에서 사랑받고

전을 선도하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받는 대, 취업이 잘되는 명품 교육중심대

늘 여러분 모두를 가슴에 두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대학을 이끌어

학, 내실 있는 아시아권 국제교류 활성화 대학,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때 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 예정이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대학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로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립니다.
2014년 3월 5일
목포대학교 총장 최

일

에 대비한 목포대 특성화 추진 계획 보고 순서
를 마련하여 대학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교직원
의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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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취

청 없이 대학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간소하고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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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1단계 LINC사업 평가 ‘우수대학’ 선정
2013년 산학협력우수사례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총 5회 수상
우리 대학은 3월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2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 ‘2014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사업 1단계 평가에서 호남지역 현장밀착형 대학 중 ‘우수대학’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교

으로 선정됐다고 5월 9일 밝혔다.

육지원 실적 우수 ▲입주율(95%) ▲공간 회전율(34%) ▲17개 입주기업의 전년대비 평

이번 우수대학 선정으로 목포대는 3년 동안 총 120여 억 원
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목포대학교는 LINC사

균 매출액(33%) 및 고용인원(28%) 증가 등 운영성과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09
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업 선정 이후 ▲학부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산학협력

정석원 창업보육센터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선정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취

체제개편 ▲기업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등에 중심을

약한 창업여건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

둔 현장밀착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 다각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히 지난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지역의 전략산업과 선도산

창업지원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에 기반을 둔 기업체와 산학협력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기

한편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11월에 개소하여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맞춤형 인력 공급을 통한 산학 동반성

유치, 2011년도 광주·전남 유일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생산형 창업지원센터 건

장의 길을 모색해 왔다.

립지원 사업 확정 등 각종 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수한 실적

박순영 LINC사업단장은 “향후 2단계 LINC사업에서는 더 많

을 기록하여 왔다.

은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목포대, 정책사업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개최

이전함으로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동시에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적인 산학협력 프로그
램을 확대 개발함으로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3

우리 대학은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2층 총장
실에서 정책사업기획단 단장 및 기획위원에 대한 임명
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장 및 본부 주
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사업
기획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책사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이던 지역협력단의 역할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산업체 등의 대학
등의 수주 확대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향후 정책사업기획단의 운영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사
업을 기획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석 및 유치를 추진하는 한
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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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기획단장 | 최정섭
● 정책사업기획단 기획위원 | 이종화, 공병천, 김동욱, 곽노홍, 송하철, 정순남, 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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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대학재정 확충 등 자생력 강화와 함께 국책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제10회 벚꽃축제 개최
한국대학신문 ‘벚꽃이 아름다운 대학 10선’에 선정

꽃들에게 힐링을
당신에게 사랑을
행사 첫째 날은 재학생들이 학과를 어필하는 “학과별 장기
대항전”, 자랑스런 동문에게 듣는 “선배들의 성공 법칙”, 음악

목포대학교 제10회 벚꽃축제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대학 분수대 앞 특설무대에서

과 춤이 어우러진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둘째 날은 지역

열렸다. 우리 대학 벚꽃축제는 최근 한국대학신문 ‘벚꽃이 아름다운 대학 10선’에 선정되는

민과 함께하는 “도림가요제”, 진심을 전하는 “두근두근 프로포

등 전국적인 유명세와 함께 특색 있는 캠퍼스 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민과

즈” 마지막 엔딩 행사로는 초청 가수 홍진영의 공연과 함께 아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화합의 한마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름다운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취업처 관계자는 “이제 목포대 벚꽃축제는 4월이면 학
생뿐 아니라 인근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겨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며 “30여 년 넘은 벚나무 100여 그루와 화려한 튤립이
아름다운 청사초롱 불빛과 어우러진 모습이 많은 방문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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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우/수/교/육/교/수

엄
미
란
먼저 우수교육교수에 선정되신 것을

후 가르쳐 준 이론을 토대로 기본간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

축하드립니다. 우수교육교수로 선정된

학실습과 임상실습에서도 잘 적용하여

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단식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원칙대로 잘 수행하는 학생들을 보면

강의실이 여러 개 있었으면 합니다. 또

아직 스스로 우수교육교수라고 인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

한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방

정하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후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교수님의 강의

법론 프로그램 참석보다는 우리 대학에

그럼에도 이렇게 우수교육교수로 선정

와 실습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며 피

서 많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된 것은 나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 덕분

드백이 돌아올 때와 제 강좌를 듣고 간

운영하는 다양한 교수법 워크숍에 참여

이라 생각합니다.

호를 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달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
마움을 전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더

엄.미.란.

14
+
15

소

속

직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행정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정보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무역학과
음악과
환경교육과

급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조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용하여 변화된 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
는 경우,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에 대한

이에 반해 환경적인 아쉬움이라면

는 교수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연구 등

실습시간을 제외하고는 전공과목인데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

도 불구하고 65명 내외로 강의를 듣게

｜

습니다.

되므로 학생 개개인에게 즉각적인 피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

백을 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분반에 관한 기준이 있어서 70명 내

간호사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어려

외로 전공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토

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제가 지키고 싶은 교수법은 일방적

론 등을 많이 하는 교과목과 group

느끼며 경험하면서 ‘내가 환자라면, 난

이지 않으며, 학생과 교수가 상호작용

work이 필요한 과목들은 특수성을 살

어떻게 어떤 간호를 받고 싶을까?’ 하

명

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려 분반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는 생각으로 간호학문이나 간호행위에

조윤경
김선화
김병록
엄미란
옥민호
이상일
이재빈
이상진
유재훈
유병욱
김신영
최세웅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

임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

학생의 강점을 파악하여 잘 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대학차원의

의에 임할 때에도 자세와 마음가짐이

부분을 발견하여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제도 개선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중요합니다.

철학 또는 남다른 교수법이 있다면?

인문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

열정적이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

교수님만의 강의 진행 원칙이나

간호학과 교수

2013학년도
우수교육교수 명단

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보

성

대학차원의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그럼 언젠가 참된 간호인으로서의

｜

는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과 역량을 함양하

교수님이 강의 과정에서 느끼는

공이론 교과목을 너무 많은 인원수가

게 될 것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수강하는 것은 지양하였으면 합니다.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입니다.

강의 과정에서의 보람보다는 강의

분반 운영이 어렵다면, 학생 인원을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학생과 교수가
상호작용하는 교육

간호학과 교수

우수교육
교수에게
듣는
명품 교수법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우 /수 /강 /의 /강 /사

이
재
인
먼저 우수강의강사에 선정되신 것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꼭

다. 소수의 수강생, 예를 들면 15명이나

축하드립니다. 우수강의강사로 선정된

교과 내용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

20명 이하의 수업에서는 교과목 특성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입니다.

에 상관없이 절대평가를 허용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처음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라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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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이 강의 과정에서 느끼는

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소

속

직

급

큰 실력 차이도 없는 소수의 학생들
을 마치 한 줄로 줄을 세우듯이 상대

지금은 ‘정말 더욱 열심히 강의를 잘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별로 공부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교육적이지 않

해야겠구나’라는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에 흥미가 없는 것 같던 학생이 어느 때

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

｜

부턴가 공부에 재미를 붙여 열심히 노

니다.

강사님만의 강의 진행 원칙이나

력하고 실력이 느는 것이 눈에 띌 때입

｜

철학 또는 남다른 교수법이 있다면?

니다. 반대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

마지막으로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저는 독일어 교수법이 전공이라 주

은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 할 때 제가 아

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로 하는 수업이 독일어 수업임으로 교

무리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이라도 좋고

수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려고 노력합

를 써도 별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가

단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공부할 것을

니다.

장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권합니다.

즉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

독일언어문화학과 강사

2013학년도
우수강의강사 명단

고 표현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이런 상

｜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특히 외국

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계적으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강의 개선

어 공부의 초보 단계에서는 평일이든

로 설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계획이나 대학차원의 제도 개선에 대해

공휴일이든, 수업이 있는 날이든 없는

러면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날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마다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강의 개선 계획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실력이 축적됩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

야 언어 공부의 감각도 생기고요. ‘날마

되도록 학생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가자’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훌륭한 강

다’ 공부할 것을 꼭 당부합니다.

유경화

가지면서 학업에 관한 이야기 또는 개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조형찬

인적인 이야기도 청취하면서 제가 줄

라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이루어

수 있는 조언이나 도움도 아끼지 않습

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성

명

교육혁신개발원

교육혁신개발원

강사

박세인

교육혁신개발원

교육혁신개발원

강사

채대일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

강사

이재인

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홍보학과

강사

자연과학대학

해양수산자원학과

강사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과

강사

노성호

공과대학

정보보호학과

강사

이영록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강사

김종대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음악과

강사

김지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강사

김정주

니다.

부차적으로 대학 차원의 제도 개선

수업도 상호소통을 통해 인간적인 신

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성적 평가

뢰가 형성되어야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제도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양질의 교육은
‘인간적인 소통’

독일언어문화학과 강사

우수강의
강사에게
듣는
명품 교수법

issue ;

3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및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선정
>> 문체부 2014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선정
>>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 대학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
계해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이번 사업에는 200여 기관이 응모해 목포대 박물관 등 80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리 대학 박물관이 공모한 프로그램은 ‘만들고(go) 배우고(go)’를 주제로 학습자의 창의성
을 활용해 유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학교 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1회 40여 명의 참가자

목포대, 2014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및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선정

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0회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혁순 박물관장은
“박물관은 미래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문화 나눔의 공간으로서 이번 사업은 이를 촉진하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인 ‘대학청년고용센터사

목포대,
대학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업’ 및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업지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 핵심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으로 (주)커리어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센터

코칭연구소 소속의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진로지도・취업알선 및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등 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 정보 보호
인력 수요의 증가

특히, 우리 대학 ‘대학청년고용센터’는 2011년 전국 1호점으로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입

우리 대학은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 웹 취약점 분석 및 기술
지원 위탁 연구과제인 대학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안 인식이 낮은
지역 산업체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4월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센터를 개

회하에 개소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소하고 정보보안 발전 3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평가 결과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웹 취약

아울러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소기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
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 능력향상 및 경력형성 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연수대상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으로 연수기간은 하계・동계
방학 중 2개월간 실시되며 연수생에게는 3학점 이수 인정은 물론 중식비와 교통비 등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연수 실시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연구
소, 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교육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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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스포츠산업연구소 부설 스포츠교육센터,
문체부 2014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선정

4

점 분석 및 기술지원과 사이버보안 실무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서

[

[[

[

IDC 중심 빛가람 혁신도시

SI 중심의 지역 산업체

정부통합전산센터, 우정사업본부,
KISA, 한전 KDN 등

원시스템, 사이버테크,
SAK, 남선사업 등

5

대학의 보안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웹 보안 대응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
흥원을 통해 웹사이트 보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광주・전라 지역 영세·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서 지역 보안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대 창업지원단,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단장 정석원)은 2014년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청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상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경
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해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우리 대학 스포츠산업연구소 부설 스포츠교육센터는 문화예술진흥원 주관(문화체

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교육시설과 운영인력 등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고 기본요건 충족이 가능

육관광부 지원) ‘2014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무용, 예술 통합 교육) 사업’에 선정

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니어 창업스쿨 주관기관을 선정해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됐다. 이 사업에서 우리 대학은 ‘어화둥둥 예술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올 1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 아동 센터에 무용 및 예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5개 과정에 1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각 지역 아동센터에 강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교

창업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정석원 창업지원단장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니어 창

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무용 및 예술 통합 교육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남 지

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시니어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의 아동들에게 창의 인성 교육을 접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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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박물관,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정부지원금
220억과 민간대응자금 249억 원을 합한 총 46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함으로써 인력양성, 기술개발, 고용창출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융합형 산학협력체계 구
축을 실현시키고 있다.

|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소개 |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산학융합의 중심 !
현재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등 28개의 지자체 기관과 대아산

Total Solution Provider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

업, 대상중공업, 금강산전 등 222개 기업체 및 우리 대학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

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 기계공학과, 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계약학과), 해양시스템학과(계약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은 일하며 배우는 행복한 대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Total

첫째, 특성화고와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은 취업과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기업은 전

Solution Provider’를 비전으로 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대불산단 내 50개 기업구조 고도화, 매

문 인력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인력난 해소가 용이한 “선취업-후진학”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산업체에서

출 12조 규모의 산단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이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가 있다. 셋째, 산업체

교육 및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취업률 85% 달성을 위한 신토불이 현장맞춤형 교육시스템

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형태의 교육과 예산 지원, 재직자 직무교육, 어학강좌, 명사초청강의, 선급인증 교

구축의 4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비학위 과정’이 있다.
R&D연계 현장맞춤형교육
첫째, 기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수행되는 실무교육과정과 대학의 인프라를 기업의 기술개발과 애로기술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인 ‘프로젝트Lab’이 있다. 둘째, 기업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상
호협력을 통해 졸업생들은 취업문이 넓어지고 기업에서는 대학의 인재를 검증 후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학점연계형 ‘R&D인턴십’이 있다. 셋째,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밀착형 토탈케어시스템을 통해
창의적인 창업인력 양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Business Lab’이 있다.
중소기업역량강화
첫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교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의 기술상 애
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융합R&D’가 있다. 둘째,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상호협력의
근로자복지향상
근로자와 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 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인력이 유
인될 수 있도록 문화센터 건립, 어린이집 운영, 가족건강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대불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서 가고 싶은 지역, 일하고 싶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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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이 전남 서남권 조선해양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며, 그 중심 역
할에 우리 대학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이 설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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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연구관’이 있다.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주요 부서 소개

우리 대학의 모 학과의 경우에도 공사와
1 먼저 입학본부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입/학/본/부/편

입학본부는 목포대학교 입학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부・약학대학・외국인 신

차별화된
인재선발로
명품대학을
만들어갑니다
입학본부장

서
재
현

5 2015학년도 목포대학교 신입생 모집의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공무원 등의 분야에 취업경쟁력이 높아지자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13년 8월)’이 발표된

신입생의 선호도도 파생적으로 증가하였고

후 이를 반영하여 2015학년도부터 목포대학교 입학전형에도 큰 변화가

지원자 성적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로, 대학과 고교의 연계 강화입니다.

•수시1차, 2차 분할모집에서 1회로 통합 운영

학생모집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가 일선 고교에 찾아가 전공 특강을 개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

—

최하고 대학이 보유한 실험실습기자재를 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4년 1월)’ 제정으로

입생 모집부터 편입생 및 시간제 등록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2 최근 학생입학처에서 조직을 분리하여 입학본부를

등학생들에게 개방하는 등 학과별 특성을 살

호남권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 신설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정시에서 모집단위별 분할 모집 폐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을 초과

자연스럽게 본교를 선호하는 학생이 많아 질

—

하는 초유의 사태가 2~3년 내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

6 목포대학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렴한 등록금, 수많은 장학혜택, 신입생 50%가 넘는 기숙사 수용은 국

4 입학본부 업무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립대학인 목포대학교의 장점입니다.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

학의 신입생 충원은 현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나름의 보람이 있다면?

원사업(ACE)’ 등 대표적인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을 통해 어학 및 정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예전에 입학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입

보화 교육을 기본으로 한 실무중심의 양질의 취업역량 교육도 풍성하게

을 극복하기 위해 입시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시업무는 과정이 어렵든 쉽든 간에 결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믿고 목포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추진할 수 있는 처 단위 독립조직인 입학본부를 설치하게

경쟁률과 충원율이 말한다고 봅니다. 타 대

학생께서는 총 10회의 선택(수시 6회, 정시 3회, 추가모집) 기회가 있다는

되었습니다.

학보다 경쟁률이 높고 단 한명이라도 많은

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등록하였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게

마지막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의 인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

3 입학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입시에서 호남

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목포대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하며 항상 꿈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등록률도 지

열정이 넘치는 고교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대학 구성원들의 신입생 모집에 대한 많은 관심

역대학에서 상위를 차지하였을 때 직원들이

입니다. 국립대학이기에 학생모집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겠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역중
심 국립대학임에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대학을 홍보하지 않
는다면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탈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대학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과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학의 취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학
의 경우 교육과 연구 경쟁력뿐만 아니라 학과 취업률도 신
입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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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취업진로 로드맵을 진정성 있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love 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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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story 2
▲▲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한 학습환경개선사업의 준

공을 기념하고 정보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월 26일부

우리 대학 출신의

광주・전남
권교
육및

작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도서관 1층에서 리모델링 준공기념 문화기획전(The
Palace of Dreams)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을 ‘꿈의 궁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너머 정보문화예술활동의 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획전에서
는 우리 대학 출신의 젊은 작가들을 비롯해 광주・전남의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함으
로써 이들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작품 세계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책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3층에 팀학습실 4실, 노트북 전용실 1
실, 강의지원학습실 1실, 열람실 1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
습공간으로 도서관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love story 1
◀◀

우리 대학은 지난해 광주・전남권 교육 및 지자체 기관 중 최다 헌혈 기관으로 집

계됐다.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목포대,
식목일 행사
개최

◀◀

우리 대학은 제69회 식목일을 앞두고 4월 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최일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100여명

경우 지난해 헌혈 인구는 20만 5천 764명으로 최다 헌혈 기관・단체로는 ▲(대학) 목

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포대 914명 ▲(고교) 광주 진흥고 803명 ▲(군부대) 31사단 신병교육대 2천 342명 ▲

서는 학군단 운동장 경사면 600㎡에 잔디 7,800장과 광

(지자체) 해남군 467명 등으로 드러났다.

나무 668주를 식재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군부대를 제외한 광주・전남권 교육 및 지자체 기관 중 최대 헌혈

우리 대학은 매년 식목일을 맞아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

기관으로 나타난 것이다.

66
8주
를

학생취업처 관계자는 “목포대가 헌혈 봉사에 관심과 참여가 높은 이유는 광주전남혈

나
무

액원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품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헌혈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 최초로 학내에 ‘헌혈의 방’을 개설해 매주 수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적으로 헌혈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전남혈액원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 실천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서 헌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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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story 3

구 확산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크게 앞장서고 있다.

잔디
0㎡에
0
6
경사면
학군단 운동장

과
장
0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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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구입해 식목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교내 조경
관리를 통한 그린 캠퍼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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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2013년
광주・전남 헌혈자 수
최다 교육기관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다양한 교내외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
M.R.C는 그동안의 각종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내외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아리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하여 왔다. 먼저 2010년도에는 e-타입캡슐, RFID, USN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 에스엠소프트웨어(주)와 전문기술인력 상호지원을
통해 ‘에너지 SW 수요조사 및 효율적인 정보제공방법 연구’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2년도에는 「이공계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로 선정되어 무안소재지

목포대 기계공학과
로봇 · 창업동아리
『M.R.C』

취업의 벽,
창~창~창업으로
뚫다!

Micro Robot 			Circle

의 초·중·고를 방문하여 동아리 실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게임을 통해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의적
학습도구로서 로봇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 연속 「WISET 전남지역사업단」에서 지원하
는 ‘찾아가는 실험실’에 참가하여 전남지역의 여중고생들에게 로봇산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
를 가질 수 있도록 로봇을 제작함으로서 우수한 여성 인력의 이공계 진학에 관심을 유도하
였다.
취업과 창업을 한꺼번에 꿈꾼다
M.R.C는 로봇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강의 시간에 배운 이론적 기반을 실제 산
업 분야에 응용함으로서 풍부한 실무 중심의 교육적 체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로봇 제작에
응용되는 기술을 각종 가전제품 발명에까지 활용함으로서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까지 도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M.R.C는 로봇이 우리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
는 멋진 기술로 탄생하는 순간을 꿈꾸며 커다란 도전과 열정의 스토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로봇 연구에서 벤처 창업까지
로봇·창업동아리 M.R.C(Micro Robot Circle, 지도교수 김일수)는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소속의 동아리로
서 로봇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 응용과 함께 창업동아리 활동을 겸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
는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의 능력과 감각
을 기르는 대표적인 교내 창업동아리라 할 수 있다.
화려한 수상경력은 우리의 자랑
(2011년 이전) M.R.C가 자랑하는 그동안의 수상경력으로는 전국 대학생 발명 자율로봇 경진대회 장려상
(2008), 창의적 미래형 선박 콘테스트 기자재 분야 대상(2008), MNU 캡스톤 디자인 EXPO 최우수상(2009), 기
업기반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2010) 등이 있다.
(2011년 이후) 또한 2011년 이후에는 첫 번째로 경상남도 주관 및 창원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주최한 「2011
년 전국 대학생 자율로봇 경진대회」에 메카트로닉스 개념을 이용한 싸움로봇 종목에 2팀이 참가하여 각각 3
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경진대회인 「2011년 전라남도 대학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 쌀을
자동으로 씻고 물의 양을 조절하여 밥을 짓는 ‘Smart밥솥’으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 번째로
는 「2012년도 전라남도 대학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 쓰레기통 입구에 있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쓰레기통
에 가까이 손이 위치했을 때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자동개폐식 쓰레기통”으로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는 목포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고교 및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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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슬리퍼를 벗어두면 자동으로 살균 건조되는 ‘욕실화 자동 살균 건조기’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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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상 및 8강 진출을 이루어 냈다.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청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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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탐방기

세계 최초의
해조류 박람회를
완도에서 만나다

| 행사명 |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Wando Seaweeds Expo 2014
|기 간|
2014년 4월 11일(금)~5월 11일(일)
<총 31일간>
|주 제|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Discovery of future life, Seaweeds
|장 소|
완도항 - 해변공원 - 장보고유적지를
잇는 완도 EXPO 벨트 (97,310㎥)

글 _ 이 샤 론 경제학과 2

짧은 상념을 뒤로 하고, 해조류 체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내가 들른 곳은 산업자원관이었다. 이곳

서는 전시해 놓은 해조류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미역과 다

에서는 산업적 자원으로서 해조류의 가치를 톡톡히 느

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끌미끌 거렸고 톳 같은 해류들은 머리카

낄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버튼이 눈에 띄어

락 같은 모양에 음 … 얇은 미꾸라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눌러보았다. 누르자마자 해조류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

리고 이곳에서는 완도에서 양식하는 다양한 어류들을 바다에 양식

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기를 생산해냈다. 이어 생산된

하는 형태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전기로 기계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해조류가 어떻게 공

생태환경관에도 찾아갔는데, 개인적으로 이곳이 가장 기억에 남

장에서 발전을 시키는지 버튼 하나로 이해가 되게 체

최근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해조류를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조

았다. 들어서자마자 물줄기로 만들어진 글씨가 나를 반겼고, 더 들어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해조류

류와 관련된 20개국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해조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

가자 동그란 구멍들을 통해 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모형을 만들

해놓아(비록 영상과 사진이긴 했지만) 잠수함을 탄 것 같은 기분이

어 놓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기계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들기도 했다. 더 들어가자, 전복 왕자와 인어공주가 나를 맞이하고

해조류 박람회를 오기 전에는 ‘그냥 보통 박람회겠

있었고, 3D 영상으로 바다 속을 체험할 수도 있었다. 또한 소라 껍데

지’라는 생각으로 별반 기대 없이 왔는데 막상 와보니

기 모형의 기계로 바닷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큰 어항 속에 담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아서 즐거웠다. 평소에 보지 못

불가사리, 개불, 해삼, 소라, 멍게 등 해산물을 직접 만질 수도 있었

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해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 개불도 만지고 해삼도 만지고 멍게도 만지고~~ 흐물 흐물 말캉

만지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새로운

말캉 재미있는 체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험이었다.

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Discovery of future life, Seaweeds’라는 주제로 열렸으
며, ‘주제관·생태 환경관·건강식품관·산업 자원관·해조류 기업관’ 총 5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졌다.

주제관
주제관에 들어서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눈에 띄는 화려한 조명을 두었다. 이것이 바다 속
해초들을 연상하게 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영상이 나타나는데, 이 영상은 바다 속 모습을
담아내어 바다 속의 신비로움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주제관 끝에는 해조류 관련 생

이어서 흥미로웠던 생태환경관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향한 곳은

아, 이 박람회는 나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도 안겨주

산품과 바이오메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료/사료 생산

건강식품관이었다. 이곳에서는 선조들이 해산물을 어떻게 요리해

기도 했다. 나는 운 좋게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한 프로

업, 화장품업, 건강기능성 식품업, 수질정화 처리업 등 해조류가 다양한 곳에서 가치를 발휘

서 먹었는지, 해산물 요리는 어디에 좋은지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인

그램의 당첨권을 손에 넣어 완도에서 생산된 김과 미

할 수 있고, 또 발휘하고 있음을 여러 상품들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해조류가 이렇게

상 깊었던 것은 전시관 마지막 즈음에 전복을 시식하는 코너가 준비

역, 다시마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뜻하지 않는 선물에

다양한 재료로 쓰이다니 놀라웠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조각밖에 먹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완도까지 오고 가는 길이 힘들고

못했지만 전복으로 유명한 완도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지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볼거리와 맛있는 해산

주제관 밖을 나서자, 전망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망대에 올라가니 박람회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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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관

아니라 완도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내려가는 길은 꽃으로 장식

물을 가지고 돌아가니 마음만은 가벼웠다. 언젠가 내

되어 있었다. 전망대에 오른 나는 탁 트인 바다에서 느끼는 청량감과 함께 미처 그동안 생각

인생에서 세계 최초의 해조류 박람회를 더 멋진 모습

하지 못했던 자원의 보고인 풍요로운 바다 밑 세상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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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체험장
생태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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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으로
기적을
만나러 갑니다
‘독서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법’
김병완 작가와의 만남

글 _ 배 다 희 무역학과3

한달음에 달려간 저자 초청 강연회
얼마 전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라는 책을 접한 뒤 김병완 작가에 대해 무척이나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도서관에서 김병완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었다. 이번 강연회는 5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로비
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저자 초청 강연회로 이루어졌다.
행사장에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앞좌석이 일찍부터 차있는
걸 보며 작가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런지 학생
부터 교수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청중들이 관심어린 눈빛으로 자리해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퇴직한 까닭은?
이윽고 작가의 강연이 시작되자 나는 주의 깊게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김병완 작가는 삼성전
이었다.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연봉도 높고 업무적인 역량도 인정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퇴직을 선택한 작가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퇴직 후 저자는 부산으로 내려가 매일 도서관만 다니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책만 읽었
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작가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독서
를 선택하고 실천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3년이 흐른 후에는 무려 만권의 독서를 실천했고 그때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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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글쓰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2년 동안 무려 48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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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연구원으로 11년간 근무했고, 2008년이 마감되는 마지막 날 조용히 회사를 퇴직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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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법
2시간이 흐른 뒤에도 작가의 강연은 멈추지 않
았다. 작가는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 보였고
우리들이 진정한 독서법을 깨달아 새로이 시작하

2014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및 재학생
글쓰기 공모전 최우수작

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김병완 작가의 강연
을 들으면서 ‘정말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분이구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서법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여러 사례를 통
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말해 주었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문 시간을 장시간 가져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독서 노하우를 전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

최우수작

었다. 작가는 강연을 끝내기 전 이런 말을 해주었
다. 독서의 생활화는 기적과도 같으며 글을 읽는
것은 만 배나 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나는
이번 강연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읽

두근두근 콩닥콩닥 신입생이 되었다네

3년 지나 3살 먹어 늙은이 되고나니

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세계 신문화 모든 것이 새롭도다

새내기 땐 멀던 학년 단숨에 와버렸네

지금까지 나는 독서를 그저 흰 종이에 쓰여 있

빠른 세월 타박하며 떠날 준비 하건마는

는 글자를 눈으로만 대충 읽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

신입생 되던 1년 고마우신 선배님들

대한민국은 30대가 회사를 그만두고 책만 읽는다고 하면 정신 나

에 담는다는 느낌으로만 독서를 하였다. 하지만 강

이것저것 챙겨주니 모든 것이 감사하네

간 사람 아니냐고 치부할 수 있다. 김병완 작가 또한 그러한 무시를

연을 들은 뒤 내 독서법은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밥사주고 술사주고 공주대접 해주셨네

당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책만

걸 깨달았다. 동시에 작가의 강연을 통해 나는 단

보았다고 한다. 물론 작가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 올바른 독서법에 대한 배움을 너머 위대한 삶을

1년 지나 1살 먹어 내가 선배 되고나니

세상살이 쉽지 않다 대학생활 잘 보내라

고 한다. 처음에는 올바른 독서법을 몰랐기 때문에 3년의 기간 중 6

살아가는 자세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

신입생들 들어오고 선배 관심 빼앗겼네

4년 세월 길다한들 눈 깜짝 금방이고

개월은 시간 낭비를 했다고 하였다.

게 되었다. 이제 작가가 추천하는 책인 ‘초의식 독

내 마음 누가 알리 시원섭섭하더라

짧디 짧디 짧은 세월 미리 빨리 깨닫거라

쉽지 않은 우리 인생 어찌하면 쉬워지나
늙은이 충고하니 새내기들 잘 들어라
새내기 때 준비해서 멋진 삶을 꿈꾸어라

글 _ 배 민 지 환경교육과 4

서법’을 읽으며 내 자신과 독서법에 대한 새로운

3년 동안 1만권의 독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들을 만나보고 싶다.

2년 지나 2살 먹어 공부하자 마음먹네

작가의 실천처럼 3년 동안 1만권의 독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난 세월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는 세월

까? 유교 경전인 ‘주역’을 보면 인간의 팔자가 바뀌는 5가지 방법이

이 내 마음 아는 자는 동기밖에 없는 것을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많은 책을 읽어라”라고 한다. 5년 전 작가

동기사랑 동기사랑 왜이제야 알았을꼬

의 팔자와 1만권의 독서를 한 뒤 지금의 팔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인생계획 세우려니 보이는 건 백지로다

한다. 그만큼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독서라고 작가는
5000권 이상만 책을 읽으면 누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작가는 ‘초의식’ 독
서법을 추천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과 의식을 사용해서 읽
은 후 이를 요약해 독서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초의식’ 독서법의 핵심
이었다. 많은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며
글의 핵심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노트에 적으면서 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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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독서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내기들은 힘들었던 고3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수업 등을 접하게 됩니
다. 어색하고 힘든 시기 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도 가득한 시기입니다. 듣고 싶은 강의도 찾아보고
동아리도 알아보고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활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이리저리 요
기조기 찾다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노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생활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년이란
시간이 길면 길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엔 4년이란 세월은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막 들어온 새내기들은 계획을 잘 세워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합니다. (위의 시는 대학 생활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표현한 자유시로 즐거운 대학생활 속에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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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다. 또한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김정목

interview;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학과장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식품원재료 생산지로서 천혜의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성 녹차 및 발효차의 제조,

한류 K-POP 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가공식품 창조학과!

해조류와 전복을 비롯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그리고 최근에
는 천일염의 대표 생산지가 우리 대학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식품공학과

연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연구를

교수

하고 있답니다.
우리 학과에는 천일염 생산과정이나 가공 분야에서 여러 기술을 개발
하여 특허들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CJ, 대상 등의 대기업에서도 천
일염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이지만 학과에서 정부

일선 고교에서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에 대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과정에 우리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

학과의 각 실험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던데

로 관련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공계의 대부분 학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학부

소식이네요.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는 전남이라는 지리적
인 특수성 때문에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실험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겠는데요?

우리지역은 풍부한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전통 발효식

예, 우리 학생들은 실험실습, 현장실습, 산업시찰 강화교육과 캡스톤디

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

품이 발달되었고 먹거리가 풍부하여 맛의 고장으로 유명

자인에 참여하고 있고, 학부학생들은 공동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교수님

는데 약 20%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식품에 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수행하

들의 실험실에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와 실습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
적 명예뿐 아니라 실질적인 우수 업체 취업까지 거

는 특성화사업들이 많으며, 교내에서 식품산업지역혁신
센터, 천일염사업단, 천일염연구센터, 천일염생명과학연

식품공학과는 취업률도 높고 다양한 분야로

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

구소, 바이오나노컴포지트연구소, 국제차문화산업연구

진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재 인도, 이집트, 태국, 중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소, 학교기업으로 바이오플러스 등을 학과에서 운영하고

먼저 전남에만 크고 작은 식품회사가 1,400개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이루어진 덕분인

회사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만큼 업체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근무할 뿐만 아니라 식품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에 관심 있는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은 식품영양학과와

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과가 취업률이 좋은 것은 학과 교수들의

고3 학생들에게 안내말씀을 해 주신다면?

식품공학과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고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교수들은 발

고3학생 여러분! 전국 많은 대학에 식품공학과가

알기 쉽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벗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수들과 지역 업체들의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해 식품산업과 문화가 월등히 발전한 곳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우수성으로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고려하여 무엇을 얼마나 먹
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죠. 따라서 국민의 영양

식품공학과 학과장 김 정 목 교수

이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학원생들도

연구사, 식품지도사, 식품위생직과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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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만으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

교수와 학생들 사이도 돈독하겠습니다.

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

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영양사 자격증

당연하지죠. 우리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

니다. 사실 식품전문 인력을 보내달라는 회사는 많

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학과는 한국산업인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MT, 학생총회, 스승의 날, 성년의

은데 보내 줄 졸업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류,

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식품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

날, 대면식, 간담회 등 모든 행동을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학과는 가

K-POP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국익 창출을 하고 있

며,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족 공동체이자 교수와 학생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는 것처럼 곧 식품분야에 있어서도 K-POP에 버금

예를 들어 분식집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외국에 수출

가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 수 없지요. 이런 식품들을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 목포대학교 식

연구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지요. 가공식품의 종류는 워

품공학과로 오십시오. 우리 교수들과 같이 우리지

낙 다양하며 이와 같은 예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역의 식품을 세계화 시켜봅시다. 감사합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그렇습니까! 식품공학과 학과장으로서 정말 듣기 좋은

interview;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
더
리
은
젊
의
보
홍
대학
년
3
한
께
함
와
사
대
홍보

처음엔 저도 적응을 못해 무대에 서서 멍하거나
실수한 적도 많았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

과3
더 김세영 경영학
글 _ 홍보대사 리

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려
고 밤낮으로 연습하고 선배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으며 일을 배웠던 것 같네요. 힘들었던 그 경험
이 지금은 발판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생
아울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시설명회와 총장님 의
전행사 도우미 등 학교의 큰 행사에 참여해 학교안내와 함께 대학홍보

각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홍보대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를 맡고 있답니다. 이밖에도 홍보 아이디어 개발 및 프로세스 구축을 지
원하고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알리고 있
어요.

홍보대사 리더로서 본인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홍보대사 리더 경영학과 3학년 김세영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을 가장 해주고 싶어
Q3

요. 처음 홍보대사가 되고 싶었던 열정을 잘 간직

홍보대사 일은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학교일

하면 매 순간 하는 일마다 소중하고 더 노력하게

(가득 든 해와 소나무)” 라는 뜻을 가진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대외행사를 담당

을 하다보면 학교에 애정도 갖게 되고, 학교가 좋아지거든요. 저 역시

될 거에요. 그러다보면 학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애

하는 MNU 홍보대사 10명, 다양한 SNS매체를 통해 홍보를 담당하는 미디어 홍보대사 5

그랬어요. 전에는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는데 홍보대사로 활

착도 생기게 되고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고 홍

명, 국제화 홍보를 담당하는 글로벌 홍보대사 1명 등 총 16명 친구들이 이끌어 나가고

동하면서 우리 학교가 펼치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과 학생들을 위한 많

보대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또한

있어요. 그 중 리더인 저는 “인사성이 밝은 홍보대사들이 되자” 라는 신념으로 학교를

은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점들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대사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대표하는 학우로서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느새 제 임무가 되었고, 그럴수

거에요. 가끔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상황이 생

제가 어떻게 홍보대사가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1학년 때 동아리활동을 하려다

록 홍보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죠. 이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로서

기기도 하고, 노력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우연히 학교 홍보대사 선배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복을 입으신 선배님을

막중한 책임감이 들고, 홍보대사들의 대표로서 부담감도 갖게 되는 것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 밝은 모습과 긍

보고 ‘우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서 알아보다 보니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냥 홍보대사라는 자체를 알

정적인 사고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값진 열매로

홍보대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홍보대사 지원기간인 거 있

아주는 게 기뻤고, 무척이나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존

돌아올 거라 믿어요. 항상 홍보대사 선배님들이 걸

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최종면접까지 합격해 당당히 학교 홍보대사의 일원이 되

재를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홍보대사들 정말 멋있어요. 고생하시네

어왔던 길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더욱 발전하고

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2012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3년째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요.”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에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

노력하는 홍보대사를 꾸려 나갔으면 좋겠네요.

있어요. 현재는 홍보대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다보니 일반학생 “김세영” 보다는 이름 앞

야겠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 이 느낌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대사

에 항상 타이틀처럼 “홍보대사 김세영”이라고 불리고 있네요.

친구들도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홍보대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홍보대사는 학교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표지 모델로서 대학생
들의 낭만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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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먼저 제 소개에 앞서 우리 홍보대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홍보대사는 “들해솔

Q4
Q2

향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3년의 생활을 다 말하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았고, 즐거
웠어요. 저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해도 제 대학생활에서 남는 건 홍보대
사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뜻깊은 일들이 많았죠.

학생들 사진이 모두 우리 홍보대사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그 중 에피소드를 꼽자면 아무래도 제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극복한

돼요! 또한 학교에 관련된 기사를 매주 스크랩하고, 학우들에게

사연이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수줍고, 떨렸거든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매달 포스팅해서 기

그런데 홍보대사 일을 하다보면 매번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사를 쓰고 있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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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5

hot clip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한국선급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와 산학협력 MOU체결

목포대 박물관, (사)일로품바보존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문화유산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
축 ▲전통문화의 발굴계승을 위한 문화사업 교류 ▲축제·전시·공연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발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헌종 박물관장은 “일로품바는 영산강 민중문화에 관한 중요한 문화
원형으로 민중문화 자원화 및 전수자 양성 교육을 위한 연구와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여흥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학술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문화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우리 대학 박물관(관장 이헌종)은 (사)일로품바보존
회(회장 조순형)와 무안군의 가치 있는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2월 17일 오후 1시 박물관장실에서 개최했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극품바는 각설이패 대장 천자근(千自根 ?~ 1973)의 한(恨)과 해학
을 김시라 작가의 해석에 의해 각색된 1인극 모노드라마이다. 1980년 12
월에 일로공회당에서 초연한 이래 1996년에는 ‘국내 최장기, 최다 공연,
최다 관객’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수록된 작품으로 현재까지 5천회 공연
을 돌파했다. 또한 사단법인 일로품바보존회는 민간단체 회원들로 최초
창립한 이래 2006년 제1회 전국품바명인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6월
법인설립 후에는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무안 문화예술 창달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한국선급이 개발한 SeaTrust-HullScan은 국내외 조선소에서 선박구조강

의실에서 핵심인재 양성과 활발한 연구개발 협

도 평가 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탁월한 기능과 사용자 친화

력을 위해 한국선급(회장 전영기) 및 (사)전남

적 편의성으로 관련 분야 수요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대불산학융합본부(원장 송하철)와 공동 산학협

목포대 약학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과 학술 · 연구 교류 협정 체결

이날 행사에서 최일 목포대 총장은 “새로운 공통구조규칙(CSR-H)을 기반

이날 양측은 ▲항암제 및 염증치료제 관련 타겟 발굴 및 검증 ▲저분

으로 한 최신 소프트웨어인 SeaTrust-HullScan을 개발해 최초로 우리 대학에

자 및 천연물 후보물질 효능 검색 및 기전 분석 ▲저분자, 천연물 유도체

료한 선체구조평가 소프트웨어인 ‘SeaTrust-

기증해 준 한국선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선급 및 (사)

합성 및 최적화 연구 ▲치료용 저분자 및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산업화

HullScan’ 50개 기증식도 가졌다.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산업수요형 맞춤형 인

연구 ▲학생연구원 및 학생연구 실습을 위한 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 분

재 양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한국선급이 최근 개발을 완

이어 하태범 한국선급 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이번 MOU가 조선분야 교육

특히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술정보 교류 및 연구 장비·시설의

및 연구 활성화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한국선급이 운영하게 될 목포대 KR

공동 활용을 통한 공동 연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약학교육 및 신약개발

Academy를 통해서는 서남권 지역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약학대학(학장 한동설)은 한국생명공학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원 오창분원(분원장 염영일)과 2월 11일 오전 11
시 30분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학술·연구 교류 협
정을 체결했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동설 약학대학장은 “이번 협약이 전문 약학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실무실습교육 강화와 함께 의약학 학문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의 분원으로 2005년 개소한 오창분원은 충북 오창에 위치하고 있으며 ▲
맞춤 바이오신약 특화 ▲NA중 고령화 대응 질환 집중 ▲첨단의료복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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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계 발전 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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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회

peopl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이사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개최

>>

우리 대학은 2월 18일 오전 11

시 목포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하경진 현

>>

환경공학과 송재준 교수,
2013년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수상

>>

우리 대학

김지민 건축학과 교

인라인롤러부,
제33회 전국남녀 종별
롤러경기대회 우승
>>

   우리 대학

약학과 김가휘 학생,
우수포스터상 수상

우리 대학 인

환경공학과 송재준

라인롤러부가 3월 22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학부생이 이례적 수상

대삼호중공업(주) 대표이사 명예박사 학

수가 2013년 12월 정

교수가 1월 8일 오전

부터 26일까지 펼쳐진

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부 건축정책을 수립

11시 서울 세종문화

‘제33회 전국남녀 종별

약학과 김가휘 학생
이 2013년 10월 17일

>>

  우리 대학

이번 목포대의 명예 공학박사 학위 수여

할 대통령 소속 제3

회관에서 열린 한국

롤러경기대회’에 출전

는 하대표가 조선업종 최고 전문가로서

기 국가건축정책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교

하여 500m·1000m

부터 18일까지 충북

개인 및 3000m 계주

오송 CV센터에서 열

지역 조선산업발전 및 사회 환원을 몸소

회 민간위원으로 위

총) 주최 ‘2014. 대한

실천하였으며 지역 중소 조선소 및 협력

촉됐다. 국가건축정

민국 교육계 신년교

우승을 차지했다. 특

린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 10

례회’에서 2013년 자랑스러운 교총인상을 수상

히 박형상(체육 3) 선수는 1000m 대회 신기록 포

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게 인정됐다.  또한 하대표는 2012년부터 목포대 등 지역 4개

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 23

했다. 송 교수는 1993년 목포대학교 교수로 임용

함 3종목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함으로서 최우수선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건축

된 이래 후학 양성 및 심도있는 학문 연구를 통한

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역사·이론 및 건축문화재 분야의 귄위자로서 한

국가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교총인상을 수

대학과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도 크게 앞장서 왔다.
하대표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7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래 현대중공업 이사·상무·전무를 거쳐 2013년부터는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옥건축박람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건축학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대한조선학회 이사, 조선해양 Engineering Design Committe 회장, 로이드선급

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 Techincal Committee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선업종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전라남도 문화재

있다.

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건설기술위원 등으로 활

상하게 됐다.

▲박형상(체육3/500m・1000m(대회 신기록)・3000m
계주 우승, 최우수 선수)▲박찬영(체육2/3000m계주
우승)▲박윤우(체육2/3000m계주 우승)▲한준희(체
육1/500m・1000m・P5000m 2위) ▲김영윤(체육
1/500m・1000m・P5000m 2위)

서 발표한 포스터 논
문이 우수포스터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의 영예는
지도교수인 심정현 교수와 함께 「구강암에서 Sp1
단백질의 기전연구와 구강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Sp1을 조절하는 생리활성 물질의 효능 및 분자 기
작 연구」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하고 있으며 2010년 대한건축학회 특별상과
2013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목소리’는 교직원 상호간에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는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
를 마련하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직원이 또 다른 교직원을 칭찬하는 ‘칭찬릴레이’가 따뜻한 분위기를

>>

우리 대학

>>

우리 대학

>>

우리 대학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인 | 박물관 정 영 희 학예실장

목포대학교 역사와 함께한 부드러운 힘! 신해숙 과장님
외부 출장 중에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터줏대감’이 나에게 어울리는 수식어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 말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빈 토목공학과

박동철 체육학과 교

수가 2월 19일 문화

교수가 3월 1일 (사)

수가 2월 28일 서울

체육관광부(장관 유

대한사이클 연맹에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

진룡)로 부터 임기 2

주최하는 NSR 2014

아홀에서 열린 제60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함께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 준 유경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년의 국민체육진흥공

마스터즈 사이클 강

회 대한체육회 체육

전합니다. 터줏대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단 비상임 이사에 선

진투어 챌린지이벤트

상에서 심판부문 우

소명감을 갖고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터줏대감’이란

임됐다.

Cycle-A 그룹에 참

수상을 수상했다.   

수식어를 들으면서 문득 나보다는 이 분에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떠올린 한 분이

체육학과 전호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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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 박동철 교수,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토목공학과 이재빈 교수,
NSR 2014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 우승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통

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는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

해 국가의 체육, 문화, 청소년 발전에 기여해 온

(사)대한사이클 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공기업으로 비상임 이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권위 있는 아마추어 동호인 대상 사이클 대회이

상으로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

무, 경리면 경리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행정의 달인으로 회자되어 왔던 분입니다. 같은 여성이지만 탁

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목표, 예산,

다. 특히 이재빈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국립목포

정받고 있다. 이번 수상자인 박동철 교수는 선수

월한 업무능력과 외유내강의 추진력을 겸비한 독보적인 존재로 늘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업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이사회 안

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문구를 부착하고 시

시절 다수의 국내외 대회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대에 올라 대회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각종 대회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심판으로 활약
함으로써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호문 교수는 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이재빈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목포대학교 의과

권위자로서 ▲대한체육회 전략위원회 위원 ▲문

대학 유치를 기원하고 대학 내 사이클을 사랑하

또한 박 교수는 검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제

화체육관광부 정책평가위원 ▲한국스포츠외교포

는 많은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전하

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

럼 사무총장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등을 통

게 되었다” 며 “다음 대회에는 학생들과 함께 목

을 맡아 단체 준우승을 거두는 등 헌신적으로 우

한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국내외 스포츠 발전에

포대학교 사제팀으로 참가하여 질주하고 싶다”고

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였고 검도를 생활체

크게 기여하여 왔다.

밝혔다.  

육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있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 목포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한 신해숙 교무과장님이십니다.
신 과장님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부터 우리 대학에 근무하시면서 학사면 학사, 교무면 교

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융통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이 항상 닮고 싶
은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산학협력단에 계셨을 때 박물관 업무상 의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
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일이 새삼 기
억이 납니다. 신해숙 과장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목포대학교의 발전에 일
조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신해숙 과장님! 지난 40여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목포대학교와
함께 하시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칭찬주인공

신해숙
교무과장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체육학과 전호문 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 선임

letter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전하는

책과 사람이
소통하는
행복한 만남

Love
Letter

독서클럽
參與

참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동문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
계하여 물품기부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작지만 소중한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교 학구열에 불타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기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던
것을 2013년도에는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을 출범시켜 지역 인재양성
기여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愛校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人和

1

CRYPTO_UBI

정석원

황정식(정보보호)외 3명

2

N.E.S.

하상복

안지환(정치언론홍보)외 6명

3

Rolling in the Book

조광문

인보라(전자상거래)외 3명

4

The Readers

강석주

최현준(영어영문)외 4명

5

다장조

배 현

성인영(간호학)외 4명

다해먹을거야

손귀원

안재현(행정학)외 3명

레티오 안다미로

김병록

유지선(간호학)외 3명

선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진행시켰고 금년에
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문친선등반
대회를 매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8

빛과 소통

엄미란

서교직(문화인류학)외 8명

9

아고라

홍석준

정윤호(조선공학)외 3명

10

읽어는 봤소?!

박종환

서은성(경영학)외 3명

11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홍남선

김은혜(영문)외 7명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지난해에 이
어 2014 독서클럽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클럽 선정팀의 활동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총 5개월간이며 정
기적으로 모여 주제 도서를 읽은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서클럽

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 확대와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문들과 함께 할

도서관을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팀에게는 도서 구입비와 활동비가 지원되며, 각 팀원에게는 도서관에서 자료

수 광역지역별 거점 확충 등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부분이라 여

능력을 증진하고, 토론을 통해 타인을 설

대출이 7권까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활동이 우수한 독서클럽 3팀에게는 상

겨집니다.

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이

장과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목포대학교

번 독서클럽에는 총 25팀에 148명이 지

화(人和), 애교(愛校)의 기본 이념 아래 많

에서 보냈던 소중한 기억들을 밑거름 삼아 발전해온 총동문회는 여러분께 열려

원하는 등 독서클럽 활동에 대한 높은 관

은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있습니다. 칭찬과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어느 소리 하나 허투루 듣지 않겠습

심을 보였다.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마음을 받아 안고 오늘도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고자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구성원

7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참여(參與), 인

회는 그동안 모교와 지역민들과 함께 하

담당교수

6

부분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고 있는 모교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한 총동문

독서클럽명

인화 동문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제9회 친

그동안 귀를 열고 발로 뛰며 동문들과 모교를 위해 달려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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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모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동문 여러분께서도 목포대학
교총동문회 활동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지원한 팀 중 최종 선발된 독서클
럽 11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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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고석규 총장,
지난 4년간의 기록 모아
재임록 발간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제23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개최

대불산학융합지구,
고교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 직무교육 수료식 개최

우리 대학 경영행정대학원(원장 양승주)은 2월 13일 오후 5시 남악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제23기 최고경

행복산단 만들기를 위한 근로자 학위과정 선도모델 출범

‘함께한 4년 행복한 동행’ 590페이지에
목포대의 현주소를 담아

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대학 주요 보직자, 총동문회·원우회 임원 및 수료생 가족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원장 송하

17일 오후 2시 목포캠퍼스에 위치한 도서문화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총 71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또

철)와 우리 대학은 2월 27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도서해양문화

한 교육과정 이수 실적이 우수한 17명의 원생에게는 총장상, 원장상, 총동문회장상도 함께 수여됐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대강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목포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경영

당에서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송

개최했다.

등 효과적인 경영 관리기법을 교수함과 동시에 최고 경영자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철 원장, 국립목포대학교 나승

이번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도서해양문화 연

지원하고자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이 1991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 공과대학 학장, 한국산업기술

구의 동향과 전망’(목포대 문화인류학과 홍석준

진흥원(KIAT) 김류선 산학협력단

교수) ▲‘도서해양문화 연구의 이론과 실제-한국

장, 대한조선 정대성 전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산학융합지구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

서남해역을 중심으로-’(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직무교육 수료식”을 거행했다.

김경옥 교수) ▲‘표류인 기록을 활용한 도서해양

이번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 대상자 22명은 2월 21일자로 재직하게 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문화 연구 사례와 동아시아 항구’(목포대 도서문

342시간 수료하였으며 대한조선과 조선해양 설계전문 중소기업의 재직자 신분으로 전환 되었다. 또한 재

화연구원 최성환 교수)라는 3개의 주제로 각각

직자 신분이 확보된 직무교육 수료자들은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에 입학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30분간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을 총괄한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송하철 원장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어 임춘성(목포대 인문대학장) 교수가 좌장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며 “지역

맡아 60분간 ‘도서해양문화연구 방법과 협력방

내 우수 중소기업들은 직무교육까지 수료한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고

안’이라는 주제로 참석자 전원과 함께하는 종합

등학생들과 기업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도 진행됐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 비금도·도초도 여행 성황리

목포대, 2013 독서클럽
우수팀 시상식 개최

목포대,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수교수 시상식 개최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우리 대학은 제6대 고석규 총장 재임 동안의 열정
적인 발자취를 모아 ‘함께한 4년 행복한 동행’의
제목으로 총장 재임록을 발간했다.
총장 재임록은 크게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총장
당선 시 내세웠던 기반이 튼튼한 대학, 교육혼이
살아있는 대학,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 지역과 함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는 4월 1일 오전 11시

우리 대학 경영행정대학원(원장 박종두)은 3월 6

께하는 대학,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

30분 목포대 총장실에서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

일 오후 6시 남악캠퍼스 대강당에서 제24기 최

한 다양한 노력들의 결실을 집대성했다.

수교수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 인문대학과 도서문화연구원은 2월

대불산업단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생긴다

2부는 ‘내가 본 고석규 총장’을 주제로 지난 4년

이날 시상식에는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수교수로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2014학년도 입학생은 총

간 대학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타 대학 총장,

김민수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최종명 컴퓨터공학

50명으로 전체 교육과정은 1년이다.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은 2월 20일(목) 11시 총장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목포대학교 발전을 위해

과 교수가 선정되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가족회

최일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실 내 회의실에서 2013 독서클럽 우수팀 시상식

함께 한 지역 인사 등 5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사 산학협력 우수교수는 목포대 공학교육혁신센

지도자로서 목포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진

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게 비춰진 ‘고석규 총장’의 다양한 면모를 담았다.

터가 ▲가족회사 기술지도 ▲가족회사 기금유치

심으로 환영한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하여

목포대 도서관은 그동안 2013 학부교육선진화

특히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3부 기록은 고석규

▲가족회사 연계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캡스톤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식과

선도대학 지원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독서관련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력을 갖춘 인

총장의 4년간의 활동과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 최

디자인, 현장실습, 산업현장 전공실무교육 등) 운

지혜를 배우고 대학원생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고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고뇌 등을 고스란히 담아

영 실적 등을 마일리지 점수화해 매년 실적이 우

유익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어 ‘인간 고석규’의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수한 교수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목포대, 보직교원 인사발령   우리 대학은 2014년 3월 1일자로 신규 보직교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대학원장 허석(일어일문학과) ▶교육대학원장(사범대학장, 교육연수원장, 교직과정부장 겸무),  김학근(윤리교육과) ▶경영행정대학원장 박종두(행정학과)
▶산업기술대학원장 안동순(컴퓨터공학과) ▶교무처장 정양준(물리학과) ▶교무부처장 김갑선(체육학과) ▶학생입학처장(종합인력개발원장 겸무), 전호문(체육학과)
▶학생입학부처장 조광문(전자상거래학과) ▶기획처장 박영용(수학교육과) ▶기획부처장 유창균(건축학과) ▶인문대학장 김재준(영어영문학과)
▶사회과학대학장 이종화(도시및지역개발학과) ▶자연과학대학장 이상좌(화학과) ▶공과대학장 박양균(식품공학과) ▶경영대학장 모수원(무역학과)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장 고창훈(미술학과) ▶약학대학장 한동설(약학과) ▶산학협력단장 박경우(컴퓨터공학과) ▶산학협력부단장 김동욱(한약자원학과)
▶교육혁신개발원장 이광복(독일언어문화학과) ▶LINC사업단장 박순영(정보전자공학과)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사학과) ▶도서관장 정갑철(영어영문학과)
▶평생교육원장(평생학습학부장 겸무), 송재준(환경공학과) ▶창업지원단장 정석원(정보보호학과) ▶박물관장 박혁순(사학과) ▶학생생활관장 최동오(무역학과)
▶정보전산원장 김동혁(멀티미디어공학과) ▶국제교류교육원장 박찬기(일어일문학과) ▶공동실험실습관장(부속공장장 겸무), 이만승(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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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 주간 하상복(정치언론홍보학과) ▶체육부장 박철수(체육학과) ▶부속농장장 박용서(원예과학과) ▶과학영재교육원장 김재만(생명과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상돈(멀티미디어공학과) ▶입학사정관실장 서재현(정보보호학과)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은 3월

우리 대학과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주)대아

재를 양성하고자 독서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소금과 시금치의 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최종 우수 독서클럽 평가에서는 성실한 독서모임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 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직장어린

여부와 활동 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완성도와 다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 여행객 40여 명은 섬 마

이집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양성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으며, 독서클럽

을 지킴이인 석장승과 바람막이 신앙시설인 우실

대불산업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카페 활동지수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등을 흥미롭게 관찰했고 광활한 염전을 탐방하였

201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며, 우리 대학 아동학과

그 결과 ▲ 1위 ‘Spread wings in book’(대표

다. 이세돌 바둑기념관을 방문하였고 시목해수욕

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우수한 전문교사 확보와

멀티미디어공학과 한석우, 지도교수 멀티미디어

장, 명사십리 해수욕장, 하트해변 등의 명승지를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근

공학과 양기철) ▲ 2위 ‘어린왕자’(대표 간호학과

거닐면서 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로자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유지선, 지도교수 간호학과 엄미란) ▲ 3위 ‘시나

첫날 저녁에 공연된 비금도 뜀뛰기 강강술래는

환영받고 있다.

브로’(대표 교육학과 홍영근, 지도교수 해양수산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여성들만의 놀이인

우리 대학과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공동직장

자원학과 박찬선)가 차지하였으며 이 3팀에 대하

일반 강강술래와는 달리 뜀뛰기 강강술래는 남녀

어린이집 합동공모사업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근로

여는 총장상이 수여되었다.

가 함께 즐기는 역동적인 놀이로서 강강술래의

자와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 구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행객들은 신명나는 뜀

축, 문화행사 개최,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더욱 많은

뛰기 강강술래의 공연에 신기해 하며 열광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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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이홍훈 전 대법관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2014년 1학기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교수 임용기간 : 6년(2014.3.1.~2020.2.28)
목포대, 최영진 전 주미한국대사
초청 강연회 개최

삼양과 자연(주) 최병관 대표,
목포대 도서관에 도서 기증
❶

❷

성명

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소장 김신규)는 4월 4일

우리 대학 교육혁신개발원에서는 ‘잘 가르치는

우리 대학 도서관에 4월 3일 전남 장성 소재의

(금) 오후 3시 목포대 플라자60 강당에서 『지방

대학 ACE사업’의 일환으로 2월 18일(화) 오후 4

지역 중소기업인 삼양과 자연(주) 최병관 대표가

자치법상 쟁송의 심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시부터 우리 대학 플라자60 1층 소극장에서 최

160여 건의 소장자료를 기증했다.

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진 前 주미한국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국외서 57권, 음반 48점

특히 이번 세미나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

이날 강연회는 교직원 및 재학생 등 200여 명이

과 각종 연구자료 54건 등 총 160여 건에 이르

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진행했으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태평양 시대와 글로벌 리

며 독일문학, 건축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주제

❹

❺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경북대 화학(이학사), 한국과학기술원 무기화학(이학박사)

❸ 조숙희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전남대 간호학(간호학사), 전남대 보건학(보건학석사), 전남대 보건학(보건학박사)

❹ 김도용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목포대 환경공학(공학사), 오사카대 환경공학(공학석사), 오사카대 지구종합공학(공학박사)

❺ 신인철

공과대학 정보보호학과

한성대 컴퓨터공학(공학사), Univ. of Florida 컴퓨터공학(Master of science), Univ. of Florida 컴퓨터공학(Doctor of Philosophy)

❻ 정상준

경영대학 경제학과

❼ 황두현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❽ 김희봉

사범대학 교육학과

서울대 경제학(경제학학사), 서울대 사회학(문학석사), 서울대 경제학(경제학박사)
제주대 관광경영학(경영학사·문학사), Univ. of lllinois at Urbana-Champaign 관광학(Master of Science)
Univ. of lllinois at Urbana-Champaign 관광학(Doctor of Philosophy)
목포대 교육학(교육학사), 전남대 교육학(교육학석사), 전남대 교육학(교육학박사)

❾ 조주현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서울대 국민윤리교육(문학사),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교육학석사), 서울대 윤리교육(교육학박사)

로 구성되어 도서관 열람객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11년에도 750권

본 세미나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

대서양시대에서 벗어나 21C 현재 세계의 중심이

의 자료를 기증한 바 있으며 목포대 도서관에서

연번
1

필 교수가 「지방자치제도상 분쟁에 대한 심급제

태평양시대로 옮겨왔고, 태평양 국가에 속한 중

는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자 도서 기증 규정에 따

2

자연과학대학 해양수산자원학과

박찬선

교수

도 검토와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한국법제

국, 북한,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들의 무역, 경제,

라 ‘최병관 기념문고’를 설치한 바 있다.

3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전성용

교수

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갈 미

4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한만수

교수

상 분쟁에 대한 심급제도」, 목포대 법학과 김도승

래 외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5

공과대학 제어로봇공학과

박장현

교수

교수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상 분쟁에 대한

최영진 前 주미한국대사는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6

공과대학 건축학과

김정규

교수

심급제도」를 발표했다.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 유엔총회

7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공병천

부교수

8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전경숙

부교수

아울러 전문가 토론에는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제1위원회 의장, 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코트디부

9

공과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유재훈

부교수

지역 학계 및 법조인 저명인사 등 여러 전문가와

아르 특별대표,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

10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창대

부교수

함께 주요 외국의 입법례 분석, 행정소송법이론

하였다. 현재는 2013년도부터 연세대학교 특임

11

경영대학 경제학과

장시복

부교수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

교수로 임용되어 외교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12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선영

부교수

를 진행했다.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직급

부교수

조교수

성 명 승진임용 직급
최승영
교수

교육공무원 복귀 (2014. 3. 1.)
고석규 (사학과 교수)   

우리 대학은 1월 24일 시행된 ‘제54회 간호사 국

퇴직 교수(2014. 2. 28)

가시험’에 간호학과 제2회 졸업예정자 총 44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

에 이은 쾌거로 2009년 간호학과가 신설된 이

되었다. 행사 순서는 양 대학 기획처장 인사말을

후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

시작으로 ▲대학 홍보동영상 상영 ▲특강(학생홍

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보대사의 역할과 소양) ▲우수 사례 발표(재능 기

또한 졸업예정자 44명 모두가 작년에 이어 국내

부 강연 콘서트 ‘울림’ 소개 및 ‘울림’ 다큐 상영)

주요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로 전원 채용됨으로

▲분임토론(대학 홍보역량 강화 방안)의 순으로

써 ‘졸업이 곧 취업이다’라는 전통도 이어가게 됐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 시간에는 양 대학 홍보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지 양일간에 걸쳐 목포대 본관 1층 홍보실과 대외협

사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간 정보 교류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을지

력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대 홍보대사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 깊은 기회의 장을 마련

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에 28명, 서

22명과 목포해양대 홍보대사 12명 및 양 대학 업무

했다.  

울·경기·경남·목포 등 종합병원에 15명, 육군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소속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전보 (2014. 3. 28./4. 1.)

≐≐

대사 연합 기본소양 교육을 3월 28일부터 29일까

우리 대학은 2014학년도 목포대-목포해양대 홍보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대상자 (2014. 4. 1)

목포대 간호학과, 2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이 최초로 배출된 지난해 국가시험 100% 합격

❾

❷ 남기민

최영진 前대사는 과거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류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역량 개발의

❽

학위
고려대 독어독문학(문학사), 고려대 독어학(문학석사), Westfaelische Wilhelms-Univ. muenster 일반언어학(철학박사)

더십’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전원이 합격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졸업생

❼

소속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

며, 이 전 대법관이 직접 세미나 좌장을 맡아 눈

이번 행사는 양 대학이 홍보대사 연합 교육 및 교

❻

❶ 오장근

길을 끌었다.

2014학년도 목포대-목포해양대
홍보대사 연합 교육 실시

46
+
47

❸

정년퇴직

문기호(법학과 교수), 이수애(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의(컴퓨터공학과 교수), 강경훈(무역학과 교수)
이재복(금융보험학과 교수), 박형빈(수학교육과 교수)

명예퇴직

윤복현(기계공학과 교수)

전입 (2014. 4. 14.)
박일춘 (전산서기) 전라남도 함평군청  목포대학교 정보전산원

≐≐

정규공무원 (2014. 2. 27.)
최각수 (사무국 시설과) 시설서기보시보  시설서기보

≐≐

근속승진 (2014. 3. 1./4. 5.)
이옥희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정종재 (학생취업처 학생지원과) 사무운영서기  사무운영주사보
≐≐정해충 (신문방송사) 사무운영서기  사무운영주사보
≐≐

복직 (2014. 4. 1.)

장교 1명으로 나타났다.

이애영 (무기계약직)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

신해숙
정윤범
≐≐김희상
≐≐이진웅
≐≐기진서
≐≐김재화
≐≐김용진
≐≐윤여원
≐≐문주천
≐≐조윤택
≐≐김승기
≐≐주근환
≐≐남삼선
≐≐윤재삼
≐≐이정봉
≐≐임흥수
≐≐손인석
≐≐박은정
≐≐김광훈
≐≐안정희
≐≐이정민
≐≐박미다
≐≐박선균
≐≐양정현
≐≐박영조
≐≐박경희
≐≐박연화
≐≐정현숙
≐≐서향심
≐≐김은미
≐≐홍주식
≐≐박기원
≐≐이승상
≐≐문형인
≐≐
≐≐

(서기관) 사무국 재무과  교무처 교무과
(서기관) 교무처 교무과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서기관) 기획처 기획평가과  사무국 재무과
(행정사무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행정사무관) 제1행정실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행정사무관) 국제교류교육원  제1행정실
(행정사무관)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제4행정실
(행정사무관) 제4행정실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교무처 교무과
(행정주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교무처 교무과  
(행정주사) 교육혁신개발원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행정주사)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사무국 총무과
(행정주사) 교무처 교무과  사무국 총무과
(행정주사) 교무처 교무과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행정주사) 학생생활관  교육혁신개발원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학생생활관
(행정주사보) 사무국 총무과  교무처 교무과
(행정주사보) 교무처 교무과  사무국 총무과
(행정주사보) 국제교류교육원  평생교육원
(행정주사보) 제3행정실  목포대학교
(행정서기) 사무국 재무과  교무처 교무과
(행정서기) 제4행정실  국제교류교육원
(사무운영주사보)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교무처 교무과
(사무운영주사보) 제1행정실  교무처 교무과
(사무운영주사보) 교무처 교무과  제1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교수평의회  제3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제4행정실
(전화상담운영서기) 교무처 교무과  사무국 재무과
(기성회7급) 국제교류교육원  제3행정실
(기성회7급) 제3행정실  교수평의회
(기성회8급) 교무처 교무과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
(계약직) 정보전산원  종합인력개발원
(계약직) 평생교육원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계약직) 종합인력개발원  정보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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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목포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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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점

18호점

영란횟집

대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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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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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점

19호점

미야비일식

초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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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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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점

6호점

13호점

20호점

신안비치호텔

구로횟집

토담골한우곰탕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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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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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점

7호점

14호점

21호점

호화대반점

한진수산

아이디오

거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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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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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점

8호점

15호점

22호점

무안식당

구로나루

영조전복수산

늑대와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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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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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점

9호점

16호점

23호점

꽃게랑낙지랑

해왕궁일식

승달가든

선명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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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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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점

10호점

17호점

24호점

청계수산

광명식당

모든오피스

하마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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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업)
대표자:김지숙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1666(교내)
☎061-45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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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대표자:박은숙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3
☎061-45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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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25호점

32호점

39호점

46호점

청계신문사

송월갈비

태성식육식당

푸른바다횟집

(신문)
대표자:박은희
무안군 청계면 백련동1길 17-4
☎061-45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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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대표자:홍영산
무안군 청계면 중앙길 10
☎061-45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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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점

33호점

40호점

47호점

이로운꽃게랑아구랑

세계로여행사

두레정

무안비치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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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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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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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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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점

34호점

41호점

48호점

어도일식

찬성공업사

호남이화학상사(주)

연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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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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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상열
목포시 영해동 2가 4-4
☎061-24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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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점

35호점

42호점

49호점

보스음식점

민설민헤어 갤러리

청계한우한돈특설할인매장

운영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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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대표자: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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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점

36호점

43호점

50호점

중앙기획

더플라워샵

한울타리

중앙OA시스템

(제작, 인쇄)
대표자:이형진
목포시 용당동 1091-46 1층
☎061-27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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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점

37호점

44호점

51호점

돼지꿈

법무사 배상회 사무소

(주)앤투어

송죽일식

(일반음식점)
대표자:남세준
목포시 상동 789-7
☎061-284-6811

대표자:배상회
목포시 옥암동 1202-1 에메랄드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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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점

38호점

45호점

52호점

동일광고&송월타월

투어스토리

한사랑숯불구이

뉴한주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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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대표자:방명환
목포시 상동 1023-12
☎061-283-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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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정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4-36
☎061-27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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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점

60호점

지선플라워

아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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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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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점

61호점

진복탕

오아라 쭈꾸미

(일반음식점)
대표자:조영심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15
☎061-452-2151

대표자:최용재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57
☎061-282-9285

55호점

62호점

대경횟집

김정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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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정호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83-1
☎061-454-0900

56호점

63호점

한솔공업사

SK텔레콤 태주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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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광장점, 남악점, 시내점)
대표자:김복수
목포시 산정로 152
☎061-277-6017

57호점

64호점

자유(한솔)여행사

잭울프스킨 목포점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2
☎061-284-1000

대표자:김복수
목포시 옥암동 포르모 상가 1층
☎061-285-0810

58호점

65호점

착한왕갈비

파스쿠찌 전남도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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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복수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백석프라자
☎061-284-8497

59호점

M o k p o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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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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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 ;
발/전/기/금
목포대학교는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후원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누계액(최초일로부터 현재까지)

10,760,493,364 원

기간 : 2014년 2월 1일~2014년 4월 30일
구분
(주)신한은행
경영행정대학원 제23기 최고경영자과정
목포대학교 수학교육과
송하전업사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목포예닮치과
백대종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림식당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한진수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청계수산
한솔공업사
목포대학교 법학과
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목포대학교 사학과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
목포기독병원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목포대학교 화학과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선명출판복사
목포대학교 약학과
목포기독병원
영란횟집
영조전복수산
목포중앙병원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목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무안종합병원
중앙기획
중앙OA시스템
차이홍
토담골한우곰탕
해왕궁일식
꽃게랑낙지랑
목포대학교 교무과
연한정식

후원자
(주)신한은행
이근수
박형빈
박영동
강경훈
박해균
백대종
김지민
김현아
이길재
양후열
이상진
황숙희
조숙희
박은숙
서오천
강남진
강성준
고두갑
고석규
김경희
김병운
김윤숙
김은주
남상호
박기숙
백진화
이형철
심정현
양현미
조성숙
박경훈
이연희
이형재
임춘성
조경아
이형진
이웅철
정해연
장차덕
최길순
강기옥
신해숙
변소현

후원금액
300,000,000
5,000,000
2,500,000
2,500,000
1,230,000
1,000,000
1,0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5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10,000
200,000
200,000

구분
운영식당
착한왕갈비
청계한우 한돈 특설할인매장
초록식당
한사랑숯불구이
대경횟집
민설민헤어갤러리
아이더목포하당점
엘비스시스템(늑대와여우 옥암점)
지선플라워
(유)뉴~한주여행사
목포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목포대학교 사무국
김정호스튜디오
앤투어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푸른바다횟집
한울타리
더플라워샵
돼지꿈
두레정
오아라쭈꾸미
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
목포대학교 박물관
태성식당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
목포대학교 교직과정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
법무사 배상회사무소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
목포대학교 제2행정실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교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후원자
서정화
박광민
김양동
배영근
노미화
이승아
이영창
정선옥
김영석
최소심
정경주
고태용
구지영
김명구
김정호
조영인
이상일
정구철
김미숙
김세영
남세준
김미숙
최용재
전호문
조우택
김점희
박경희
박미다
조영호
김경숙
김광순
김성백
김영숙
김은미
김일환
김정희
박신자
배주현
배상회
서향심
손 진
양용승
오미영
이점례

후원금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60,000
60,000
6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Click campus;

구분
목포대학교 제4행정실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목포대학교 박물관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도서관
목포대학교 재무과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나의 삶의

철학

후원자
정종기
정태균
채용옥
최귀봉
최금신
최우진
추정임
허지숙
홍주식
곽지혜
곽현정
권원미
김 은
김다연
김다정
김담비
김미진
김소연
김인희
김지영
김혜미
노도희
문가은
박다영
박세원
박수미
박유리
박진희
박후정
서현애
성주연

후원금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분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청계신문사
이로운꽃게랑아구랑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안소영
목포대학교 제4행정실
이자수입
목포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후원자
오민지
오혜지
유지선
윤소희
윤슬기
이규연
이민아
이애리
이예지
이원아
이유화
이지효
이하정
임난영
전나은
정다영
정애리
정여진
조성은
조수노아
조혜경
허효진
박은희
송영애
신철진
안소영
천미정
이자수입
임홍래

총계

332,433,241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가진 ‘나의 삶의 철학’이라는 짧은 분량의 칼럼을 통해
목포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 자기성찰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입’을 배웠고, 결혼 후 안사람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아들 한이를 키우
며 ‘배려’와 ‘생각의 힘’이란 걸 배웠습니다. 이제는 홍보업무를 하며 만나게 된 여
러분들과 함께 몰입부터
사랑과 배려, 생각의 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지난 5월 한
비야 씨가 강연 중에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토록 가슴 뜨겁게 살
아본 적이 있었던가?’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래요’ 라고…
이 모든 것이 목포대와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54
+
55

이제는 내가 받은 배려 깊은 사랑을 온 누리에 나누렵니다.

기획평가과

입니다. 목포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부시절 그림을 그리며 ‘몰

조영호

배려 깊은 사랑을 온 누리에
목포대 음악과, 미술학과 조교로 만나 캠퍼스 커플로 맺어진 기획평가과 조영호

후원금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3,241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