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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목포대,
신해양산업을 선도할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적 융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대형규모의 지역전략사업인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적 융복
합교육 특성화사업단’은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아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학과 간 융합교육 체제 개편을 통해 미래기술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대학특성화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 중 8개의 국공립대학이 대규모인 반면 중규모
의 대학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학 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대학이 대부분인데 반해
우리 대학은 대학 단독으로 신해양산업에 특화된 우수학과로 구성되어 선정된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이 지역과 함께 신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보유하
고 있고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지원사업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창의인재 교육 특성화사업단
국가지원사업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창의인재 교육 특성화사업단’은 관광경영, 사학, 체

지역전략사업

국가지원사업

육의 학문간 융합을 통해 해양관광과 도서문화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및 서남권 레저스포

대학자율사업

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창의적 융합인재가 지역의 해양문화관광 산업의 품
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규모의 지역전략(20억) 등 3개 사업단에

대학자율사업

5년간 총 165억 원 지원

친환경바이오융합 인력양성사업단
대학자율사업인 ‘친환경바이오융합 인력양성사업단’은 약용, 해조, 식품산업 등 지역연고산업
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생명의 땅 전남의 친환경농수산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
이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사업(CK사업,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선정 발표
결과 대형규모의 지역전략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지방대학(CK-Ⅰ)에 2,031억 원, 수도권 대학(CK-Ⅱ)에

한편 최일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양관련 학문분야를 특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부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

546억 원을 지원해 총 5년간 1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역전략형, 국가지원형, 대학자율형

겠다”며 “대학 자체적으로는 특성화 육성분야, 특성화 예비분야를 선정하여 목포대가 제일 잘하는 분야,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

에서 각각 1개 사업단씩 총 3개 사업단이 선정됐으며 총 15개 학과가 특성화사업에 참여해 매년 33억 원씩 5년간 총 16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

로 발굴・지원함으로 써 지역의 문화, 산업, 경제, 행복지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리 대학은 그동안 ‘신해양시대의 리더’ 양성을 위해 대학의 미래비전을 담보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
번 평가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해양산업 부문의 강점을 극대화한 사업단 중심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단명

주요내용

지원액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전기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 미래기술(극한기술, 친환경Green, 복합 엔지니어링) 인재양성
-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8개 학과 융합교육 체계로 개편
- 조선해양산업의 혁신을 통한 그린사업 생태계 조성

매년 20억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창의인재교육 특성화 사업단

관광경영학과, 사학과, 체육학과

- 인문학과 응용사회과학의 창조적 만남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관광융합인재 양성
- 학문간 융합교육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재 양성
-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조관광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매년 3억

▶ 대학자율사업

원예과학과, 한약자원학과,
해양수산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 농수산바이오융합 인재양성
- 기능성바이오분야 융합 연구 활성화
- 친환경 농자재, 기능성바이오소재, 바이오식품 개발 및 산업화
-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지원

매년 10억

▶ 지역전략시업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그린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적 융복합교육 특성화 사업단

참여학과

▶ 국가지원사업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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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바이오융합인력양성 사업단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2014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사업단 현황

theme;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인력양성 교육기관 목포대학교 LINC 사업단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 생태계 창출’, 목포대 LINC 사업단은 집중하는 분야가 확실하다. 해양시스템융합, 해양에너지융합, 해양인프라창조융
합, 해양관리융합 등 4개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협력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
학대학 등 6개 단과대학 34개 학과 5104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성과도 확실하다. 목포대 LINC 사업단은 지역 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009.6~2012.3) 수행에 이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 사업’ 1단계(2012.4~2013.2)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3년간
(2014.3~2017.2)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 제1회 전남 서남권 지역발전 포럼 개최

400여 개 가족회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 산학 관계의 견고함 자랑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식품산업 발전방향
우리 대학은 무안군과 공동으로 “농업

이날 행사에는 최일 총장, 김철주 무안군수,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의 6차 산업화와 식품산업 발전방향”

장, 최정섭 정책사업기획단장, 나억수 무안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은수 전라남도 식품유

을 주제로 ‘제1회 전남 서남권 지역발
전 포럼’을 6월 24일 개최했다.
전남 서남권 지역발전 포럼은 우리 대
학이 전남 서남권 지자체 및 산업체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

통과장, 신현경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남 서남권 지자

해양
에너지융합

체(11개) 및 연구기관(2개), 지역 산업체(11개)등에서 70여명의 관계 공무원 및 기업체

해양
관리융합

대표들이 참석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식품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화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새로운

이날 행사 진행은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산・학・관 협력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와 식품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이종화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과 함께

전라남도와 전남 서남권 13개 시・군

하는 토론회로 이뤄졌다.

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
인프라

해양
시스템융합

최희종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역 농식품 산업의 성공 요인으로 ▲지역 혁신 역량과
기업가 정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차별화 ▲경영조직화와 규모화 ▲지역 특성

목포대학교
LINC 사업단

국내 유일, ‘해상풍력’교육기관

에 맞는 홍보・마케팅 등을 제시했으며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농식품
이번 행사를 기획한 최정섭 정책사업기획단장은 “전남 서남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기관은 현재 목포대가 유일하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번 농

목포대는 해상풍력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기도 했다. 남해안이 일본, 서해안이 중국에 가로막혀 있고 동해안은 수심

식품 산업의 현안에 대한 포럼 개최는 대학과 서남권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등이 있지만, 목포 지역의 경우 필리핀에서 바람이 이어 오고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바람의 양이 많고 풍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일정해 가동률도 높다. 지역의 조선산업체 역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추세라 취업 역시 용이

한편 우리 대학은 이번 포럼을 시발점으로 전라남도 및 전남 서남권 지자체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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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은 목포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발전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여 정례적인 지역발전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다. 2006년 목포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MOVE2020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목포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 역
시 ‘신해양시대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다.

theme;

인터뷰 | 박순영 LINC 사업단장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풍력발전 관련
교육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것
“올해 LINC 사업단은 전년대비 10% 이상의 향
상된 목표를 세웠다. 학생과 기업이 만족하는 다
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다. 특
히 기업과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통해
서 고객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겠

목포대학교
LINC 사업단

다.” 박순영 목포대 LINC 사업단장의 목표는 확
실했다. 산학협력 확산을 위한 전도사가 된다는
것. 그는 학내 非 이공계학과를 대상으로 LINC
사업단 참여학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단장은 “2단계 사
업이 마무리되는 3년 후에는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혼연일체로 상생 협력하는

목포대 LINC 사업단 가족회사는 산학협력 활성화에 노력

조성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며

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설텍(설창우 대표)

“동시에 신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경제형 인재 양성을

과 ㈜마린텍(김용환 대표)은 인턴십 프로그램 및 산업체 맞

통해 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발전의 코디네이터

춤형 트랙 운영 등을 통해 목포대 특성화(해상풍력 및 신해

목포대 LINC 사업단은 LINC 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LINC사업은 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업) 분야의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로 교

34개 학과의 학생만을 대상으로하는 특별한 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 많은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대학이 보

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산학협력 우수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REAM JOB’ 프로그

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서로의

기업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램이다. 교내에 설치된 225kW 중형급 풍력발전

만족도를 높이겠다. 또한, 창의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역시 확대 개

전라남도, 목포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족회사의

기를 이용, 특성화 분야의 국제인증 자격교육을

발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해외 마케팅에 힘을 쏟기도 한다. 목포대 LINC 사업단은 영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목포대 LINC 사업단의

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주력하겠다.”

국의 애버딘(Aberdeen)시와 지자체간 업무협력을 지원하고,

가족회사인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의 산업체

2차년도 사업 추진결과 교육부장관상 등 여러 기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재

임직원도 참여한다.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을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선정해 산·학·

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선도형 산학지원 라이프사이클
을 실현해 신해양산업을 이끈다는 포부다.

LINC 사업은 산과 학이 함께 걷는 길

취업률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탄탄
목포대학교 LINC 사업단의 2단계 사업에서 주요 역점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생에너지관련 업체의 정보 교류와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추

재학생 현장실습의 목적으로 기업과 학생이

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노력

목포대는 지난 2년 동안 LINC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중심

진했다. 또한, 해외의 대학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을 지

함께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

했던 성과다.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활용해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산업

의 산업체들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

역 기업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체결했다. 목포대 LINC 사업단

으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

체 맞춤형 All-set 기업지원(국제자격인증교육, 애로기술지도, 재직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할 수

램이다. 이는 지역의 우수한 제품에 마케팅을 강

자 교육, 국가산단 내 클러스터 창조 CEO 교육, 포럼 등)을 통한 산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

화하고 국내외 전시회와 시장을 개척해 인력양

학협력 역시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졸업생 신규 고용 창출

램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라는 평을 받는다.

극대화와 기업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가족회사 중심의 현장실습부터 기업 멘토링 시스템 도입
을 통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추진, 기업의 수요에 맞는 현
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전문가 초청 세미나까지. 기업 중

목포대 LINC 사업단은 “창업 역시 사업단의 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목포대만의 강점이다.

요한 관심사”라며 “사업단은 창의적 BRAINWARE

“목포대는 국내 최적의 육·해상풍력단지 환경조성과 정부의 2.5GW

400여 개 가족회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맞춤형 산학

페스티벌(아이디어 오디션, 창업동아리 경진대

실증단지를 구축했다. 전라남도의 ‘5GW 육·해상풍력단지 조성계

협력 체제도 마련했다. 산학협력 총괄협의체를 운영하는 동

회), 국제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글로벌 첼린지

획’에 맞춰 해상풍력 서비스 운영과 대학 내 중형급 풍력발전기도 설

시에 조선, 풍력발전, ICT 융합, ICT/SW, 세라믹 등 지역 기

프로그램, 글로컬(glocal) 융합・창의・창업 캠

치하는 등 해상풍력에 관해서는 목포대가 유일하며 월등하다. 지난

반의 산업 분야별 산학협의체는 분과 모임도 가진다. 대학과

프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해 국내 풍력발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O&M) 서비스 전문교육 추진

기업 상호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공유해 산과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생의 창업과 취업

및 활성화를 위한 전국 규모의 ‘한국풍력발전교육협의회’를 발족한

학의 ‘윈-윈’을 추구한 것이다.

을 돕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만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심의 창의적 협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기사제공 | 한국대학신문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해상풍력과 신해양산업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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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있을 것”이라며 산학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목포대 LINC 사업단은 “지역과 대학의 산학협력 생태계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신해양시대의 리더를 꿈꾸는 글로벌 인재라면 도전하세요!

인문

인문

대학

계열

사회

입/학/상/담
●입학관리과

계열

과학
대학

인문
계열

061-450-6000/2013
●입학사정관실

061-450-2914/2915
●기타 입시 관련 정보는

자연
과학
대학

자연
계열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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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입학정원의 70%인 1,294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교과중심인 일

입학정원의 70%인
1,294명을 선발

반A전형(268명), 일반B전형(764명), 고른기회전형(82명<고른기회 9명/사회적기여배려대상자 8
명/농어촌 40명/특성화고졸 25명>)에서 1,114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인 지역인재전형(118명), 기
초및차상위계층전형(26명), 장애인전형(6명)에서 150명을, 실기위주의 특기자전형에서 30명을
선발합니다.

동일 모집단위(학과)
복수지원 가능

경영

인문

대학

계열

수시모집 6회 범위에서 다양한 전형 동일모집단위(학과)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지원

인문

허용은 전형 간 성적 차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학생에게 더 많은 합격의 기회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생활
과학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과 있는 전형 병행 운영

농어촌지역 고교가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능응시조건만으로 선발하는 일반A전형

예술

자연

체육

계열

과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일반B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최저학력은 6등급(국어, 수학

대학

(B형), 영어 중 1과목/단 간호학과,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는 2개 과목 합이 9등급)의 기
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150명(지역인재전형, 기초및자상위계층전형, 장애인전형)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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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만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1단계에서 합격한 4배수의 학생에게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번에 처
음 실시하는 지역인재전형(호남권 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 가능)은 전국 대학 최초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사범

인문

대학
자연

모집단위명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독일언어문화학과
사학과 ★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
지적학과
정치언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리학과 ★
화학과 ★
생명과학과 ★
원예과학과 ★
해양수산자원학과 ★
한약자원학과 ★
간호학과
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조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제어로봇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조경학과
정보보호학과◆
건축학과(5년제)
해양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과 ★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
전자상거래학과
아동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학과 ★
음악과(성악) ★
음악과(피아노) ★
음악과(현악) ★
음악과(관악·타악) ★
음악과(작곡) ★
미술학과 ★
체육학과 ★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환경교육과
계

일반A
전형

일반B
전형

3
4
4
3
4
4
3
3
6
9
8
2
7
3
4
4
6
4
4
5
7
7
4
4
7
6
2
4
4
4
5
4
4
4
6
4
5
4
7
5
8
5
6
5
8
6
7
1
2
1

11
15
15
15
9
15
9
9
17
15
18
18
14
14
15
15
18
14
14
15
28
19
16
19
14

특기자

고른기회

정원외
사회적
기여 배려
대상자

1

1

1

1

1

1

1

1

1

1

1
13
17
18
15
12
19
17
19
13
16
15
7
25
25
12
19
16
15
15
16
13

23
9

268

1
1

1
1

1

소계

7
3
3
3
1
3
2
2
2
3
2
4
0
3
3
3
3
3
3
2
3
0
3
3
2
2
3
3
3
3
0
3
3
3
1
3
2
0
3
5
2
3
2
2
0
3
3

1

1

지역인재

1

1
2
2
1

특성화고

기초및
차상계층

1
1
1
1

2
2
2
3

4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0

9

8

118

1,197

40

25

장애인

소계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2
2

2
20
11
7
4
13
11
764

농어촌

26

6

97

1,294

※ 일반A전형은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여야 하며, 일반B전형은 “수학능력시험 최저등급”을 적용함 ※ 일반A전형 음악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함 ※ 장애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외로 “•”표기된 모집단위에 한하여 총 6명을 선
발함 ※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정원 외, 특별전형 포함), 단 장애인전형 제외 ※ ★표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이며, 교직이수 대상자는 2학년 진입 시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함 ※ ◆표는 공
학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임 ※ 건축학과는 수업연한이 5년임 ※ 모든 모집단위는 인문계·자연계 교차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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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목포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정원내
대학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서울・경기지역 취업지원단
발대식 개최

목포대 학생취업처, 도림문화기획단 출범
6월 5일 제1기 도림 문화기획단 창립 발대식
학생주최 문화기획, 탐방 프로그램 운영 활동
문화전문가 양성 지역 문화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

앞으로 우리 대학 취업지원단은 서울
・경기지역 우호적 기업 소개와 함께 취

말했다.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 우수 인재 진출

총학생회 홍보담당을 맡고 있는 제어

확대로 취업률 향상 환경조성의 역할을

로봇공학과 김영타군은 “새로운 시작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지원단은 향

라서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대외적인

후 여건을 고려하여 타 권역 및 해외지

홍보를 통해 문화 기획을 알릴 겁니다.

역에까지 취업지원단 결성을 확대해 나

학교 위상과 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경험

갈 계획이다.

을 바탕으로 도림 문화기획단이 지역 문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6월 10일 서

계법인공인회계사 전무), 김한수(온세건

울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수도권 취업네

설 대표), 이재수(㈜베스트플라워 대표),

한편 학생취업처 관계자는 “이번 서

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할

트워크 구축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서

이재정(㈜진우전자 대표), 이제훈(㈜파

울·경기지역 취업지원단 구성은 장기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겁니다”라는 포부

울・경기지역 취업지원단 발대식을 개최

버나인 대표) ▲대학위원 : 전호문(학생

적 관점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기

를 밝혔다.

했다. 이번에 결성된 서울・경기지역 취

취업처장), 박찬선(종합인력개발원 전문

회 제공의 지역적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

조광문 목포대 학생취업부처장은 “이

업지원단은 홍성돈 밝음기획출판사 대

위원), 박현창(기업지원 담당)으로 구성

고 있으며 광주・전남권을 넘어 재학생

번에 임명한 도림문화기획단 제1기 활

표를 위원장으로 ▲기업위원 : 강창원

됐으며 지속적으로 참여위원들은 확대

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강교수비전스쿨 대표), 김대준(정동회

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포대 지적학과,
2014년 대한지적공사 공채 전국 최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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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 환경과 재학

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

즘, 모든 장르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새

생들이 졸업 후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취업처가 추구하는 가치인 ‘학생에게 희

로운 시도들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제공 및 자료수집도 하게 된다. 방학기간

망을! 즐거움을! 편리함을!’ 실현하는 중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탄생한 목포대학

중인 7월 초 전체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

심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 이번 도

교 도림문화기획단은 시작은 미약하지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도림문화기

림 문화기획단은 자율적인 단체로 모든

만 창대한 끝을 목표로 6월 5일 창립된

획단은 목포대학뿐 아니라 지역 문화 발

것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고 이룰 수 있

학생중심 문화기획단이다. 도림문화기

전을 위한 선도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게 할 것이다. 워크숍에서 학생들의 아

획단은 다양한 문화 활동 조성을 통한

미술학과 최윤정 학생은 “문화 기획

이디어를 모아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정할

행복한 대학 문화 정착 및 학생들의 끼

에 매력을 느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것이며,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문화전문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지적학과는 전

의 모임인 ‘늘품HRD(Human Resource

와 열정을 통한 창의적인 대학 문화 형

학교생활도 재밌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가 되어서 지역의 인재로 자랄 수 있

국 기술직 정원 51명 중 1차에서 19명이

Development)’회원들의 아낌없는 지

성을 위해 다양한 캠퍼스 문화행사에 대

기획하고 학교 문화 활동에 접목시켜 다

게 뒷받침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했다.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최종 합격

도와 지원 속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빼어

한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활동을 담당하

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

하는 쾌거를 이뤘다.

난 취업성과를 거둬왔다.

게 된다.

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큐레이터가 되고

기사제공 | 목포시민신문

우리 대학 지적학과는 전국 4년제 국

한편 우리 대학 지적학과는 2030년까

제1기 도림문화기획단은 총 9명으로

싶습니다”라며, 새롭게 시작하게 될 특

립대학 중 유일하게 개설된 학과로서 자

지 시행되는 정부 지적재조사사업 인력

재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과 총학생

별활동에 대한 꿈을 얘기했다. 환경공학

체방과 후 취업교육 프로그램인 랜드

보강에 대비한 유망학과로 향후 지방직

회 및 총 동아리 연합회 추천을 받아 다

과 권예슬 학생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학 지적학과가 지난 4월부터 5

마스터(지도교수 최승영)를 운영함으

공무원 시험과 연말에 있을 하반기 대한

양한 방식으로 대표성 있게 선발됐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기획단 1

선아(건축공학과), 권예슬(환경공학과),

월까지 시행한 2014년 상반기 대한지적

로써 공사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에

지적공사 공채시험에서도 높은 합격률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기로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의 활동으로

김영타(제어로봇공학과), 윤찬양(해양시

공사 기술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국 최

게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

인해 지역 문화를 긍정적이고 다 같이

스템공학과), 이진슬(금융보험학과), 이민

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왔다. 또한 지적분야로 취업한 선배들

하게 된다. 지방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동참하는 문화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도림문화기획단
제1기 명단
김도희(간호학과), 김민주(간호학과), 정

주(전자상거래학과), 최윤정(미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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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알선을 통해 재학생의 수도권 지역

issu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 목포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 선정
>> 목포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 목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호남권 운영대학 선정

3

목포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에 최종

목포대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2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이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로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된
다. 특히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인력 수요기업에 대한 학사급

우리 대학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과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산업통상자원

현장 적응형 실무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의 태양광, 풍력 등

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에너지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은 특성화고등학교 선취업-후진학 양성과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박계춘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 선정을

정을 통해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 22명을 취업과 동시에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에 진학시

통해 전남지역의 특수한 환경인 도서지역 에너지 분야 수요기업과의 산학협

켜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취업조건부 직무교육-취업-후진학-특성화고 우수학

력을 위한 에너지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및 풍력

생 입학’이라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시킨 점이 높

발전 시스템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교

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3,000여명 이르는 재직자 및 취업 예비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육 강화 등 수요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으로써 이 중 200여명을 취업과 연계시키는 등 지역 내 우수 전문 인력 공급에도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사업화 기술개발과 기업체 애로사항의 솔루션을 80여 건 지원하는 등 총
170여 개 지역 내 기업체가 사업단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뤘다.

2

목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호남권 운영대학 선정
목포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해양케이블 시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모한 ‘정보보호 영재교육
원’호남권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발됐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정보보호에 꿈과 재능
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교육과 정보윤리교육 등을 통해 윤
리의식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관이다.

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우리 대학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호남권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 및 양성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26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번

목표로 중학교 과정에 3학급, 고등학교 과정에 3학급 등 총 6학급 규모(각 15명 정원)로

사업은 전남 영암의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에 부지 7천m2, 건평 2천m2 규모의

올 10월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는 정보보호 전문기관

시험동과 연구동을 조성하고, 해양플랜트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양케이블 세계시

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현

장 진출에 필요한 국제인증시험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 방문, 전문 강사 강의 등을 통한 실습위주의 특화수업과 대학 교수 멘토링을 통해 교

센터 구축의 총괄책임자인 심천식 조선공학과 교수는 “해양케이블은 해상의 플랜
트와 해저자원 생산시스템 간을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엄비리컬(Umbilical), 라이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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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생의 정보보호 전문 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원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진로탐색의 기회
를 제공할 예정이다.

(Riser), 플로우라인(Flowline) 등으로 구성되어 매우 엄격한 구조 안전성이 요구된

한편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다”며 “이번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10년 후에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후 각 권역마다 1개의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선정했다. 우리 대학은 4권역인 전남·광

매년 2천억 원의 매출 증대와 150억 원의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전북·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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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2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소개

WISET전남지역사업단
이공계 전공체험 및 공과대학 역량강화를 통한 창의적 여성공학도 양성!!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을 소개합니다.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약자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
쟁력으로서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16개 지역사업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이다.
특히 지역사업단 중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으로 전라남도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2016
년까지 5년간 진행하고 있다.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의 목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공계 전공체
험 지원으로써 과학과 공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공계 진학 활성을
유도하고 공과대학과 ICT 여대생 전공역량 강화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
성취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우수 여성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사회 진출을 지
향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및 목포대학교의 적극적인 협
조로 공학교육에서의 젠더혁신을 강화하고, 전남지역 산업체의 맞춤형 취업교
육을 통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우수한 여성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그 역할과 소임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과학과 공학! 모르면 앙돼~용!

중·고생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전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
을 타파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를 대상으로 교수진과 보조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화학, 생물, 지구과
학, 컴퓨터, 기계 분야의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4회씩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안 흑산, 임자, 비금, 도초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남 2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미리가는 연구실』은 학기 중에 이공계분야에 관심 있는 여고생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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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남지역의 대학을 방문하여 실험실 투어 및 전공 실험·실습 활동의 기초
체험을 통해 공학과 과학분야의 관심과 진학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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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찾아가는 실험실』은 매년 3월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학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來•일을 준비하여 당당하라!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공과대학 여대생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전
공분야별 멘토를 초청하여 롤모델 제시 및 취업의 장을 마련하는 다양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ICT
분야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1개월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 공과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Auto CAD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설계의 기초 이론특강 실시, 도면해독 및 도면제작 실습을 통해 전
공역량 배양, ATC 2급 자격증을 취득 등을 통해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의 특화된 산
업체 등을 직접 방문 및 산업체 멘토와의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계방학 동안에는 『산
업체 현장적응력 강화 현장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현장실습 3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여성공학도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당당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취업희망 업체
탐방을 통한 기업분석, 취업전략 위한 경진대회 및 산업체 현장견학, 여성기술인 전문가 초청특강 및 멘토
링, 온라인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WISET
전남지역사업단

느낌 아니까! (멘토링 펠로우)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이공계 분야 진로,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계 유도를 위해 멘토링
사이트를 이용하여 내실 있는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est 멘토·멘티를 선정하여 멘토 활동비도
세 번째로 『Girls’Engineering Week-지금은 공학소녀시대』는 매년 하계방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학 중 실시하는 공학캠프로써 전국 16개 사업단이 공학주간으로 선정한 기간
에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공학분야의 기초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올해 전남 여중·고생 260명을 대

➊ WISET 회원 가입 www.wiset.re.kr
여성과기인

➋ WISET 온라인 멘토링 홈페이지 회원 가입 http://www.wiset.re.kr/mentoring

상으로 ‘공학 Talk Concert, 창의공학 체험프로그램(8가지 주제), 연구실 탐방

➌ My 멘토링 〉 멘토링 정보조회/변경 선택

및 온라인 멘토링’ 실시 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기

➍ 멘토링 정보 조회 / 변경에서 멘토 / 멘티 중 원하는 역할 선택

타 프로그램으로 『기술·가정 교과목 강의지원』, 『진학진로설계 징검다리 멘토

➎ 선택한 역할에 따라 멘토링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링』, 『미래인재양성 과학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추천경로‘에서 WISET 전남지역사업단 선택 필수, 자기소개서 3줄 이상 필수 입력)

➏ 지역사업단 멘토링 카페 가입 http://jeonnam.wiset.re.kr

여중생

WISET

여대학원생

여고생

젠더감수성 도입한 공학교육을 설계하라!

교수&대학생 도전인재양성 프로그램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공학교육에서의 젠더혁신 및 경력인식 강화를 위해
교수진을 대상으로 『젠더혁신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학분야 여학생 친
화적 교육 환경의 기틀을 확립하고 젠더혁신과 경력인식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4개 대학에서는 『젠더
혁신 교과목 개선 시범운영』을 통해 공학교육에서의 젠더혁신 교수법을 개발
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젠더혁신 학생특강』으로 남녀간의 차이 인식,
젠더감수성 및 성인지력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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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젠더혁신력 향상과 경력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개발

간략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사업 선정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해외 대학에서의 수학경험을 통하여 국

시행기관 선정 등으로 국제교류 업무의 역량을

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매년 다양한 해외 대학에 학생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

목포대학교 주요 부서 소개

국제교류교육원은 목포대학교가 추구
하는 특성화 분야를 근간으로 환태평양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

외 학술교류 협정대학으로 파견되는 교

록 교육·연구의 국제화, 지식 경제 사회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10+5 시스템을

화를 추진하여 국제화 지수 상승을 위한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생

캠퍼스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한 다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다변화, 학술교류 협정 체결의 질적

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기 어

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및 외국어·한국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인 성장을 토대로 양적확대를 도모해 왔

학연수를 학술교류협정 대학에서 3주 또

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특성

는 4주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목포대학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화 추진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와

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제교류교육원은 우수 외국인 유

학술교류 협정을 주로 하여 왔습니다. 한

아울러 어학연수와는 달리 해외문화

학생을 유치, 유학생의 국가 다변화를 추

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기관으로 전

장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하고자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

남지역에서 유일하게 ‘2014년~2016년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연수팀을 이루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교

한국어능력시험공식시행기관’으로 선정

주제를 정하고 현지에서 2~3주 기간 동

류교육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되었고 2014년 1월 19일에 한국어능력

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외 문화 연수

향후 국제교류교육원의 비전 또는

한국 유학박람회를 매년 3회 이상 참가

시험을 처음 실시한 이래 2016년 12월31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정부재정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설명회 및

일까지 3년간 연 5회의 한국어능력시험

원사업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학

상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의 대학과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마다 재

생들의 해외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도

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를 하여 선정될 경우 계속적으로 사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
박찬기 국제교류교육원장

환학생들에게는 국가별로 현지 정착을

가 요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 양성,

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

목포대학교는 외국대학과의 교류 활성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10+5 시스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
습니다. 우리 대학은 유학생의 국적다양

수년간의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업무과정에서 느끼는

성율, 유학생의 TOPIK(한국어 능력시험)

등 다양한 국제화 사업 추진의 성과로 정

어려움과 함께 나름의 보람은?

성적의 지표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여 아

본 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

부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위탁받을

는 국외 기관을 국가별로 국제협력사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

국제교류교육원의 업무는 크게 국제교

2015년도에는 부족한 지표를 충족할

소를 설치하여 우수 유학생 유치에 활용

으로 다양한 국제화와 관련 있는 각종 국

류, 외국어교육, 한국어연수 업무로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

하고자 한 것으로 중국 지역 거점 대학

책사업을 유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수 있습니다. 그 중 국제교류 업무와 한

록 노력하겠습니다.

에 10개, 동남아시아 및 몽골 등 5개국에

생각합니다.

국어 연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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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직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것이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

끝으로 목포대학교 진학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제협력사무소를 통하여 주기적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극적인 유학생 유치 계획과 홍보가 필요

인 대학 홍보 및 유학생 추천 등 긴밀한

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다수 유치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대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일은 대학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필

목포대학교는 대한민국 전남도청 소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활용하

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다양한 학

고 있습니다.

향상시키는 일과도 결부됩니다. 따라서

문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정

현재는 우리 대학에 12개국 364명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규과정(학부·대학원) 입학 전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연수 과정, 학부과정, 대

을 통하여 성과를 이루었을 때의 보람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수과정」 (초,

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습

무엇보다 크며, 앞으로도 대학의 국제화

중, 고급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니다.

전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학생생활관도 기숙이 가능하므로 많은

습니다.

이용과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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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교육원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재학생들에게

국제교류교육원 업무에 대한

love story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의

날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

험
체
무안
츠
종합
스포
스포
는뉴
츠파크
, 2014 지역민과 함께하

love story 3
▲▲

love story 1
▶▶

우리 대학은 진도 소재 조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

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전공학과를 탐색하고 체

목포대,
조도고등학교 초청
‘학과탐방의 날’
행사 개최

조도고등학교 ‘고교 초청 학과

탐방
의

우리 대학 체육학과는 스포츠산업연구소와 함께 6월 10일 오후 1시부터 5

시까지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날’

‘2014 지역민과 함께하는 뉴스포츠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대학 교수 및 학생 등 20여명이 참여해 뉴스포츠 종목인
프리테니스, 핸들러, 플링고, 인디아카, 셔플보드, 스펀지볼링, 스포츠스태킹, 플라

험할 수 있도록 ‘고교 초청 학과탐방의 날’ 행사를 7월 15일

잉디스크 등 총 8개 종목을 소개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령

대학본부 및 관련학과에서 개최했다.

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에 대한 실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조도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목포

써 체육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이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대학교 학과 및 입학전형 안내,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준비 특

이번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의 선수와 임원 약 6,600여명

강,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 방문 체험, 교수 및 재학생 선배

이 참가했으며 목포대 체육학과 학생들도 출신 지역의 선수로 출전해 뉴스포츠 소

로부터 듣는 학과 비전과 장래 진출분야 안내 등으로 진행

개는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해 의미를 더했다.

목포대 체육학과,
전남체전 개막식
‘뉴스포츠 체험의 날’
행사 개최

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입시정보가 취약한
도서벽지 고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리 대학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신안

이번 행사에는 학생취업처 교직원과 총학생회 간부 20

학(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공학(기계, 컴퓨터)분야의 실험·실습을 통해 이

여명이 함께 했으며 지역 정화 봉사활동을 통한 상호

공계 분야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멘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

토링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 활성화와 미래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 진행은 친

자 마련됐다.

밀감 강화를 위해 무안군 소재 승달산 등산로에서 쓰

Ca
mp

교수진이 직접 수업에 참여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험·실습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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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밀감 강화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Dream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도서지역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과

산

취약한 점을 고려한 이번 『도서지역 여학생 Dream Camp』에서는 우리 대학

m
ea
Dr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승달산 정화활동을 5월 21일 실시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육지의 중·고등학교보다 실험·실습의 기회가

생
여학
역
신안 흑
지
산중학교, 도서

◀◀

흑산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금은 과학·공학! 『도서지역 여학생

정
화
활동

목포대 WISET
전남지역사업단,
도서지역 여학생
‘Dream Camp’ 개최

love story 4

공함으로써 이공계 진학을 위한 올바른 학과 선택의 정보를 제공했다.

화를
활성
사
봉
사회
학생취업처,

한
위

달
승

레기 줍기 정화활동과 함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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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학생취업처,
승달산 정화활동으로
총학생회와
친밀감 다져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취업의 벽, 창~창~창업으로 뚫다!
맛사랑(지도교수 박복희)은 동아리 이름에서 강조하듯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식품분야에 관한 활동으로 웰빙 푸드를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창업 준비를 모색하는 목포대학교의 대표적인 캠퍼스 창업동아리이다.

식품영양학과 창업동아리

‘맛사랑’
매년 색다른 주제로
활동을 넘어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에 까

LINC 사업단에서는 맛사랑을 유망 창업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오이 콩국수, 블루베리 머핀, 곡물 쿠키, 양배추 만두, 단호박 크림 떡볶이, 마늘 파

2013년도에는 맛사랑 동아리 주제였

지 참여하고 있다. 먼저 목포 성덕원 및

동아리로서 인정하여 재료비 지원 등 다

스타 등 다양한 식품의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전공교육을 너머 창의성을 겸비한 창업

던 ‘저염화를 향해, 무안 힐링!’을 목표

애중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맛사랑 회원

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다양한 전남지역 축제에 전시 및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대

로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Healing’

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강정을 만들

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열풍을 식품 분야에서도 일으키고자 노

어 기증하고 있으며 목포보훈지청과 연

력했다. 특히 무안지역 특산물을 이용

계하여서는 다른 기관의 봉사자와 합동

이제 2014년 맛사랑의 목표는 현대인

한 식품개발(양파치즈머핀, 연근브라우

으로 송편을 빚고 김치를 담궈 어려운

들의 바쁜 일상에서 비용과 시간대비 저

맛사랑은 동아리 결성부터 잼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여 그동안 잼의 종류는 바뀌기도 하였으나 맛사랑의 전통

니, 참마 쿠키)은 인근지역 식재료와 접

환경의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렴하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만

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따로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1년이나 되는 레몬딸

근성이 용이하여 신선한 재료로 조리할

또한 청계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영

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푸드(Food)

기잼은 수작업으로 딸기 씨의 생동감과 함께 레몬을 첨가하여 더 밝은 색감을 띠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화학적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다섯 가

양교육 활동인 ‘골고루 먹자’를 통해 아

와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음식

으로 안토시안계색소가 산성에서 더 밝은 적색을 나타내는 점을 확인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레몬의 향기가

지 대표적 특산물(양파, 연근, 고구마, 마

이들과 또띠아 피자와 부추 만두를 만드

으로 건강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곁들여짐으로써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편적인 딸기잼보다 풍미를 더하면서도 건강을 지향하고 무색소, 무방부제

늘, 참마)이 가진 특성으로 저염화에 효

는 체험을 함께하고 있으며 현경중학교

있는 푸드 테라피에 맛있는 이란 형용사

제품이라는 점은 동아리만의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레몬딸기잼은 매년 200여

과적인 영양소인 칼륨을 힐링 포인트로

와 장흥군과는 찾아가는 ‘행복나눔축제’

를 붙여 ‘맛있는 푸드 테라피’를 이번 년

개가 완판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어필하여 주 고객층을 10~20대로 잡아

등을 통해 머핀과 브라우니를 만들어 나

도의 주제로 선정했다.

연령대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식재료

누는 행사를 진행하여 왔다.

대표적인 건강 레몬딸기잼 생산
맛사랑

저염화를 향해, 무안 힐링!

를 색다른 레시피로 요리함으로써 이들
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특히 영양 조합 레시피를 이용함으로

이를 통해 요즘 외식사업의 추세인 간
편함을 반영하여, 올해 활동은 바쁜 현대

다양한 외부 활동 및 수상으로

인들에게 많은 돈과 시간을 지불하지 않

공인된 실력 겸비

고 간편하지만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써 기존의 유사 제품으로 먹었을 때보다

맛사랑은 2010년 영암군 왕인축제

섭취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직접 만들

좋은 영양소의 흡수율은 높이고, 지나치

낙지개발음식 전시 및 시식코너 운영,

수 있도록 알맞게 포장 및 판매하고자 한

면 좋지 않을 영양소(예: 나트륨, 당질)

2011년 ‘해남에 다녀왔습니다’와 자매

다. 이러한 활동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맛

의 흡수율은 낮추었다. 건강에 대한 욕

결연, 2011년 함평나비축제 명품한우 요

있는 한 끼로 건강까지 다스릴 수 있는

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소

리경연대회 특별상 수상, 2012년 다이어

웰빙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비자에게 충분히 어필함으로써 향후 창

트 식품 오이콩국수 개발, 2013년 고교

업 성공의 아이템으로서 커다란 기대를

및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대학부

모으고 있다.

대상 수상, 2013년 목포보훈지청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외부 활동 및 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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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푸드 테라피를 향해

복지재단과 연계한 재능기부까지
맛사랑은 단순히 창업동아리로서의

공인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목포대학교

●

구매문의 | 목포대 식품영양학과
(061-45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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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결성된 맛사랑은 ‘몸속부터 예뻐지는 건강 레시피’, ‘저염화를 향해, 무안 힐링!’ 등 매년 색다른 주제를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무더운 여름의 오후, 컴퓨터 앞에 앉아 대학 공지사항 웹 검색을 하던 중 나는 흥미로운 게시글을 읽게 되었다. 내가 의경생활을 했던 창원
의 대학과 영·호남 교류사업(목포대-창원대)을 위한 교류학생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창원에서 의경생활을 했지만 창
원의 역사를 포함해 아는 것이라고는 ‘계획도시’라는 것 정도 뿐. 그래서인지 다시 한 번 창원을 방문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는 마음
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 영·호남 교류사업 계절 학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소정의 경쟁을 뚫고 참가자로 선발되었고 목포대학
교 대표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영예까지 안게 되었다.

창원대 도착과 동시에 비가 우리를 맞

영·호남
교류사업

영·호남 목포대-창원대
학생 교류사업 참가記

글 _ 이석 환경교육과 4
중간 기착지에서 만난 순천 정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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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창원이 어떻게 계획도시

도록 연계되어 있어 주말에는 김해, 진

가 되었는지의 이야기까지.

해, 마산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두루 구

이했다. 도착 첫날을 비 때문에 숙소에

고대 삼국시대 창원은 가야의 범주에

만 머문다면 소중한 시간이 너무 아까울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원과 인

이렇게 창원대 교류학생으로 참가하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수업을

근 지역인 김해나 합천 등에서는 가야의

여 창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받게 될 창원대 캠퍼스 투어를 위해 참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

것을 알 수 있었고, 쉽게 알기 힘들었던

경할 수도 있었다.

가학생들과 함께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

무엇보다도 가야가 3국 시대에 들어

다른 과 학생들과 타지에서 함께 동행하

에서 우연히 네팔 사람을 만나 인사를

가 4국 시대로까지 만들지 못한 이유

면서 친해질 수도 있었다. 또한 창원을

하게 됐다.

는 멸망까지 연맹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비롯한 영남지방의 정서를 보다 깊이 있

무작정 되지 않는 영어로 어렵게 대화

고 다른 3국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

게 살펴봄으로써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를 하다가 네팔친구가 3개월 밖에 되지

치체제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감정의 벽을 허무는 뜻 깊은 기회가 되

않은 창원대 석사과정 학생이라는 것을

고 한다. 또한 근대의 창원은 분지로 이

었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도 좀

루어져 있어 레이더망에 잘 잡히지 않

아마도 우리와는 역으로 동일한 기간

더 나눌 겸 창원대에 우리보다 3개월 빨

아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를 넓게 만들어

에 창원대에서 목포대 교류학생으로 참

리 왔으니까 “창원대 캠퍼스 투어를 시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의 이동이나 전투

가한 학생들도 마찬가지 감정일 느꼈으

켜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네팔친구가

기 활주로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도시로

리라 생각된다. 영남에도 우리와 같은

흔쾌히 승낙을 하며 전반적인 창원대 주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마산과 진해

아름다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요 건물 위치와 내일 당장 수업이 이루

그리고 창원이 창원이라는 하나의 도시

창원대에서 함께 나눈 교류의 시간은 내

어질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정

로 합쳐져 광역시만한 크기와 인구를 자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

말 고맙고 따뜻했다.

랑하는 커다란 도시로 성장했다고 한다.

같다.

2014년 7월 2일, 떨리는 마음과 함께 기대감에 부푼 목포대 학생 29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

도착 이틀째 날부터 강의는 진행되었

를 마친 후 교무과 직원분의 인솔에 따라 9박 10일 일정으로 창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목포에서 창원으로 가던 중

다. 수업의 내용은 정말 다양했다. 경남

우리나라 생태수도라고 불리는 순천에 들러 국제행사 개최지인 정원박람회를 관람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순천 정

지역의 고대 주요 발굴유물에는 어떠한

창원에서 9박 10일 동안 교류학생으

원박람회를 방문하는 것이라 들어가기 전 “정원박람회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해진 시간 안에 다 구경할

것들이 있는지, 자연생태습지로 유명한

로 있으면서 창원대학교 교정과 정문 앞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궁금증이 앞섰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정원박람회의 거대한 규모에 깜짝 놀랐고, 잘

우포늪에서 자연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대학로가 깨끗이 정비된 모습은 특히 인

꾸며진 정원들을 보며 감탄사가 연달아 튀어나왔다. 환경교육과에 재학 중인 나로서는 환경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분의 이야기,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합

상적이었다. 또한 창원의 주변 지역도시

깨닫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선사하는 안락함과 치유의 가치까지 느낄 수 있었다.

천 해인사에 대한 설명과 방문, 창원의

는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

영·호남의 벽을 넘는 이해의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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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울림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어요?

“울림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어요?”라는 제안은 확실히 인상 깊었다. 오름목. 울림이라는 강연회를 만들어가
는 단체 이름은 그야말로 올라가보자는 취지의 이름, “오름목”이었다.
오름목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치기구다. 동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학생회도 아닌 어정쩡한 단체. 학교
의 지원금이란 명목의 돈도 일절 받지 않았다. 학생 스스로 강연회를 기획하고 완성시켜보자는 것이 오름목의
다부진 포부였다. 울림은 목포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강연회였다. 늘 강연이라고 하면 지식이 풍
부하거나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이하기 마련인데, 그 틀을 깨보자는 것이다. 오름목의 제안에 나는 한치의 망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던 즈음. 찾았다, 특이한 것을! 대학교 방송국에서 생활하던 내게

임도 없이 “YES!”를 외쳤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리고 자부심과 성취감

울림은 한 학기에 2번 진행됐다. 강연자는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으로 이뤄졌다. 강연에 필요한 금액은 후
문 상가를 찾아가 사장님을 설득해 마련했다. 그러다보니 겨우 강연회에 맞춰 예산이 만들어졌다. 아르바이트
를 하면 돈이라도 벌지, 이건 돈도 받을 수 없고, 학기 중 내내 바쁘기만 했다. 때론 강의시간도 지각하기 일쑤
고, 일을 할 때마다 땀을 쭉쭉 빼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날더러 바보 같다고 했다. 2시간 알바하면 만원이
라는 공돈이 떨어지는 세상에, 사람들은 나더러 시간을 버린다고 했다.
하지만 오름목 멤버로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오름목은 내게 대학생활의 로망을 채워주기에 충분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다. 오름목은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따뜻한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늘 울림을 끝내고 나면 마법처럼 보람이 밀려들곤 했다. 울림
을 보러온 학우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박수갈채. 그 사이에 두 손 꼭 잡고 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오름
목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어느 누가 대학에 들어와 후문 사장님께 기획서를 들이밀어
보고, PD처럼 무대를 구성해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우들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목포대학교 재능기부 강연회,
		
을 아시나요?

겁쟁이가 알을 깨고 이룬 열정의 성장기

오름목에 들기 전에 나는 겁쟁이었다. 방향도 잃고 검은 비닐봉지처럼 하늘에 아무렇게나 나부꼈다. 그랬지
만 울림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바뀌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고 그렇게 겨울이 왔을 때,
4학년이 문을 두드렸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한다고 내게 손짓했다. 이제 나는 오름목에서 벗어나 이전에 없던
용기와 포부로 다른 세상에 문을 두드리려 한다. 열정이라는 이 한 단어가 만들어낸 기적. 대학생들이 꾸며놓
은 가슴 울리는 우리들의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 _ 김희영 국어국문학과 4

대학에 들어오기 전 한 번 쯤 꿈꿨던 적이 있었다. 하얀 와이셔츠를 걷어 올리고 굵은 땀을 닦아내는 남
자 선배, 그가 볼펜을 물어뜯던 앵두 같은 입술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상상. 내가 모르는 시험 문제를 알아
서 척척 가르쳐줄 것 같은 대학 선배에 대한 환상은 언제나 그렇게 내 대학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학년 땐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선배들이 알려준 방법
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고, 2학년 땐 취업 준비를 위한 성적관리를 위해 강의실과 도서관을 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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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 20대는 창의적인 생각의 완전체라고 했지만, 나만큼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변함없
는 일상.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이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아파하는 철없는 스무 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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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스무 살!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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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예쁜유치원을만들어주자!!
처음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 곳은 미얀마 양곤이라는 도시에서 버스

!
마
얀
미
시
도
의
황금
기
야
이
눔
9일간의나

황금의도시미얀마! 야기
이
9일간의나눔

를 타고 2시간 정도를 이동하여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유치원을 꾸며주는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를 처음 가본 우리는 설렘도 잠시, 너
무나 열악한 환경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전기가 자주 끊기고 도로도 잘 정돈되지 않아 우리
나라의 60.70년대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치원이라고 불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빈약한 놀이기구와 각종 기구, 아무런 장식도 없는 콘크리트 건물이 전부였
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마을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지만, 유치
원만큼은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힘을 내 열

먼저 이글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해외봉사 활동의 기회를 주신 중어중문학과 정일 교수님께

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멋지고 예쁜 유치원을 만들어주자!! 라는 생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저는 “씨앗한톨”이라는 해외봉사팀에 소속되어 봉사를 다녀온

각에 가득 차 더위도 잊은 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씨앗한톨 봉사팀을

글 _ 이상준 사회복지학과 2

여자단원들은 유치원 아이들과 준비해간 팔찌 만들기와 영어율동과 같은

소개하면 중어중문학과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미얀마라는 나라에

소통 활동을 하였으며 남자단원들은 유치원을 꾸미는 활동을 했습니다. 중

목포대학교의 교류 씨앗이 되자! 라는 뜻으로 결성된 봉사팀입니다. 우리 팀이 해외봉사를 가서

간 중간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절기상 우기였던 미얀마는 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더 습해지고 무더웠지만 그 때 만큼은 더위도 잊은 채 열심히 봉사활동
수행했습니다.

샨부족과함께한소중한하루
양곤이라는 도시에서 봉사활동을 끝마친 저희 팀은 미얀마 국내선 항
공기를 이용해 만달레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만달레
이라는 곳에서 다시 트럭을 이용해 2시간 30분가량을 이동해 핀우린이라
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도시 자체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중 날씨는 우리나라의 5월
과 비슷하다 하여 MAY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핀우린은 날씨가 온화했습
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도 시골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해외라서 잘되지

I Love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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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휴대전화마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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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도시미얀마! 야기
이
9일간의나눔
이곳 핀우린에서도 초등학교에 칠판을 새롭게 바꿔주는 활동과
함께 아이들과 소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핀우린까지 저희
가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샨부족이라는 미얀마 소수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얀마 해외봉사를 기획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

하나
수대 광장에서

는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접하는 문화와 새로운 사람
들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 했습니다.
이 앞섰습니다. 이윽고 핀우린 숙소인 가나안농군학교에서 트럭을

둘

분

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바로 샨부족과 하루 동안 같이 생활하

막상 샨부족을 만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민과 두려움

분수대 광장에서

사진으로 읽는

타고 1시간 가량을 이동해 샨부족이라는 소수민족을 만나게 되었
습니다. 트럭 뒤에 타고 오던 중 비를 만나 홀딱 젖은 저희 모습을

목포대학교
순수문예창작동아리
2014 풀잎문학 시화전

소
목 리

본 샨부족 분들이 어찌나 웃으시던지, 긴장감은 온데간데없고 화
기애애한 분위기로 환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우려를 많
이 했던 샨부족과 교류는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습니다. 샨부족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를 꾸며주고 샨부족의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대화하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의 소중한 문화교류와
봉사활동을 끝마친 우리 봉사팀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미얀마에희망이라는작은씨앗을심다.

2014 풀잎문학 시화전을 지킨 동인들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통해 미얀마에 희
망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고 저희 ‘씨앗한톨’ 봉사팀은 9일
간의 해외봉사활동을 끝마쳤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아
조금은 아쉽고 힘든 봉사활동이었지만 다시 누군가 저에게

실에서 둘

미얀마로 봉사활동 떠나자고 제안한다면 ‘꼭 다시 가고 싶
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넓은 세상으
로 나아가 나눔의 체험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목포대
학교에는 많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회 또
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벌 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되
고 값진 체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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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60 전시실에서

플라자60 전

하나

시실에서 셋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시
플라자60 전

peopl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대학원생 박태원,
알프스 산맥 최고봉
몽블랑 정상 등반

목포대 고고학과 이헌종 교수,
Suyanggae Academic Award 수상

>>

목포대 미술학과,
제27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대거 입상

  우리 대학

>>

목포대 검도부,
전국대학검도대회 준우승

  우리 대학 미술학과는 5월 22일 입상

>>

우리 대학 검도

체육학과 일반대학원

자 발표가 이뤄진 제27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에

부(지도교수 박동철)가

레저스포츠학과 박

서 총 13명(최우수상 2명, 특선 1명, 입선 10명)이

6월 27일부터 29일까

태원(지도교수 전호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은

지 전북 순창에서 개최

문)원생이 전문산악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

된 제13회 전국대학검도

인으로 6월 17일(오

역시지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전 11시 10분) 알프스

행사로 매년 참신하고 유망한 신인작가를 발굴함

을 차지하여 학교 명예

산맥 최고봉 ‘몽블랑

으로써 창작 의욕 고취를 통한 미술문화 발전을

를 드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 대학은 이번 대회에서 전국대학 21개 팀이

(Mont Blanc)’정상 등반에 성공했다. 알프스 몽

위해 개최하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 우리 대학은 함승우

출전한 가운데 수많은 강호들을 제치고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아쉽게 용인대

블랑은 프랑스 샤모니에 위치하며 이탈리아 국

(미술학과4) 학생과 한해(미술학과2) 학생이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

학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 사이에 있는 해발 4,807m로 알프스 산맥에

상하는 등 13명의 학생이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박태원 원생은 2013년
11월 11일(오전 11시 50분) 히말라야 ‘체르코 피크
(Tserko Peak)’정상 등반 성공에 이어 재학 중
  우리 대학 고고학과 이헌종 교수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폴

Symposium : Suyanggae and Her Neighbours 국제학술대회에서

복해 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깃발을 꽂음으
‘목소리’는 교직원 상호간에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는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

로써 목포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높였다.

를 마련하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직원이 또 다른 교직원을 칭찬하는 ‘칭찬릴레이’가 따뜻한 분위기를

Suyanggae Academic Award 제7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이융조 박사
(전 충북대교수, 현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7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포대 약학과 조정재 학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부터 올해까지 19년간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과 미주의 여러 나라에서 순회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의 구석기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권위 있는 고고학 학
술대회이다. 특히 이번 이헌종 교수의 Suyanggae Academic Award 수상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

>>

아,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 7개국 15명으로 구성된 SISEC(Suyanggae International Symposium

약학과 4학년 조정

Executive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국내 학자로서는 처음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재 학생이 제1저자

>>

좌부터 정준호, 길우람, 곽현진, 유영재 교수, 이기남, 정광덕, 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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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천연 성분인

“목포대학교 역사와 함께한 부드러운 힘”이라는 과분한 칭찬 메시지를 준 박물관 정영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포대학교에서 공무원 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 제 인
생의 행운중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왔는데 어느덧 38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Licochalcone A이

마지막 정년퇴임까지 우리 대학과 함께 할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혼자

가진 Sp1와 Sp1 조

생각에 빙긋이 웃어 봅니다. 칭찬릴레이 덕분으로 재직한 뒤안을 돌아보니 다시 한 번 감사

절단백질을 통한 구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학 제어로봇공학과

강편평상피세포암의 사멸기작 증가효과’라는 논

iSL(intelligent Space Lab.)연구실

문이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의 로봇대표팀(지도교수 유영재)이 8

oncology에 올해 8월 게재가 확정됐다. 이번에

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게재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다음 칭찬할 사람을 생각해보니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분은 비서실 박국선 실장님

에서 열린 제3회 로봇융합페스티벌

는 종양과 암 치료법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이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지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대하고 계시

로봇축구전국대회에 참가해 HURO

학술지로 이번 학부생 논문 게재는 이례적인 것

며, 완벽하고 적극적인 일처리, 편협하지 않는 사고를 지닌 분으로 우리 직원이면 누구나 공

컵 종합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뤘다. 우리 대학 제어로봇공학과 로

그동안 조정재 학생은 학교생활 틈틈이 심정현

봇팀은 이번 대회에 휴머노이드 로봇

약학과 교수의 지도 아래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

어덜트급에 CHARLES, 로봇 시니어

악성중피종에 대한 표적항암후보물질에 대한 연

급에 TOTO가 출전해 눈부신 선전을 펼치며 HURO컵 종합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신이 참여한 연구를 바탕

수상으로 목포대 제어로봇공학과 로봇팀은 2014년 1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로봇축구대회

으로 이번에 논문을 게재하게 됐다.

FIRA컵에 출전할 수 있는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젠틀맨 박국선 실장님

  우리 대학

로 참여한 ‘감초에서

목포대 제어로봇공학과 로봇대표팀,
제3회 로봇융합페스티벌 로봇축구전국대회 HURO컵 대상 수상

추천인 | 교무과 신 해 숙 과장

목소리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20여 년 전 퇴직한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학교 근황을 이야기
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식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의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십
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학교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
는 실장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칭찬주인공

박국선
비서실장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

란드 우찌대학교(Lodz University)에서 개최된 The 19th International

벌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산을 두 번씩이나 정

건축학과 학과장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학교에서 진행한 최종 설계과제를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공개 크리틱을

공간 창조의 마법
건축디자인으로
삶을 풍요롭게

김태훈

interview;
하는 등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져볼
수 있습니다.

+

학과에서 재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있는지요?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취업률 향상프로그램은 건축사무소 현장실습제도가 있겠습

건축학과

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기 전 학생들은 반드시 현장실습을 다녀와야 졸업을

교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교수님들이 조율해주셔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회
사를 선정하고 실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
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청특강에도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

학과에서 최근 졸업생 중

우리대학에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는 회사의 CEO를 초청하여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우수 취업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두학과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학교육이 취업에만 무게를 두어서는

4년 전부터 국제 건축학 교육인증 이후,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중심에 두고 창의적

안되겠지만, 취업률 역시 중요한 학생들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다양

건축학과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작업을 하는 곳이 건축학과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시공과 재료에

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쟁력향상을

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 건축공학과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위해, 매년 입사지원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크리틱 프로그램과 면접시의 경

도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상황과는 달리,

분야는 상호보완이 되어 협력작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워낙 전문성을 요구하

쟁력 강화를 위한 면접관 초청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림건축, 간삼건축, ANU건축, 금성건축 등
업계 최고의 건축디자인 사무소에서 치러

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
렵기 때문에 구분지어 전공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의 폭넓은 분야

학과 자체 취업프로그램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는 힘든 입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학

졸업학년이 되면 담당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생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 맨투맨으로 지도하면서 취업을 방향을 모색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오고 있

에는 국제 공모전에서도 입상하는 등, 서울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5년제(건축학과)와 4년제(건축공학과)의 차이가

습니다. 교육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학과의 교수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신

의 우수대학 졸업생들과 겨뤄 더 우수한 성

있습니다. 우리학과는 전라남북도, 제주권을 포함하여 최초로 5년제 국제건축

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학과 취업률이 늘 공

과를 올리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

학 교육인증을 받았습니다. 장래에 대한민국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제 건

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취업했습니다.

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학과 교수님들의 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건축학과에 관심이 있는

에 대해 양쪽 모두 연구하고 배우지만, 그중에서도 건축 디자인의 분야의 전문
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학과를 전공해야 합니다.

축인증을 받은 학과에서 졸업을 해야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
어느 학과나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하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축학과 학과장 김 태 훈 교수

34
+
35

고교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학과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과 자체적으로

학생이 교수님과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사

교수님들과 예비 건축학도들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요?

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기본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의 격차에

위해 토론을 하다보면 언제나 언급되는 우

건축학과는 여느 예술적인 작업을 하는 전공분야들처럼 때로 밤샘작업도 많

서 오는 세대차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다양한 방식

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고등학

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장시간의 실기작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생각부터 젊은 교수님

교에서의 성적이나 수능 점수가 좋은 공부

학교생활이 고된 학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교수님들

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축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

의 공동참여와 학생들의 참여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는 재미가 쏠쏠한,

들의 디자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수업이 아닌 시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습니다.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흥미 있는 학과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대학

방학에도 마다않고, 학생들과 공유하려는 열정을 가진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있

그것이 성적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생활이 편하기만 하고, 심지어 심심하게 지나간다면 결과적인 만족도는 더 낮

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을 수밖에 없겠죠. 건축학과에서는 국내 현대건축 답사, 고건축 답사, 일본, 유

관심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두

럽 등 해외건축 답사 등을 매학기 마다 진행하여 다양한 건축적 상상력과 공간

려워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건축 디자이너들과 대형 건축사무

꿈을 성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울 것

소의 대표, 건축, 문화계의 인사들의 초청특강이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입니다. 우리의 건축 환경을 아름답고 풍요

7년간 학기당 평균 7회(총 85회)의 학과 초청특강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다

롭게 만들어 가는 공간 창조의 마법사가 되

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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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학과선택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interview;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기관, 병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되어 있어 향수, 바디오일, 꽃잎가루 및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등에서 원예치

오일 첨가 화장품, 과자 등의 제품들이

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미는 주

꽃이 활발한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최근에는

데, 이를 탈피하여 장미가 지니고 있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는 것으로

기능성을 활용한 향수, 오일, 아이스크

알고 있습니다. 꽃의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

림, 과자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실태와 미래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꽃은 위에 언급했던 기능성을 바

일년초 화초인 메리골드는 꽃에 카로

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

테노이드 색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색

한 산업분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

소에 함유되어 있는 루테인은 시력보호

다. 먼저 원예치료 분야를 살펴보면, 정

에 효과가 있으며, 이 색소는 천연염료

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 스트레스를 많

나 계란의 난황의 황색도를 높이는데 효

이 받는 성인, 정신분열증 환자, 지적장

과가 있어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여 산업

애인, 신체 부자유자, 노인성 질환자 등

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지기관, 양로원, 교도소 등에서 적

마지막으로 자연자원개발연구소에서 꽃의

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기능성과 상품화 전략을 위해 향후 계획하고

은 꽃을 재배하고, 본인이 재배한 꽃을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용하여 예쁜 장식품을 만들고, 꽃차를

최근 농업은 1차 산업에 6차 산업으

만들어 마시고, 비누를 제작하고, 염색

로, 즉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는 작업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이를

강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용해 판매하는 관광, 서비스, 유통산

또한 꽃은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개발

업 즉, 1+2+3차 산업인 6차 산업으로 방

되어 시판되고 있는데, 국화의 경우에는

향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연

먼저 목포대 자연자원개발연구소에 대해 간

지원해 주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군

꽃은 지금까지 꽃꽂이용, 화단용, 화

apigenin, luteplin, acacetin, flavonoid

구소에서는 강진군 장미 재배농가들과

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을 199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8년

에 제안하여 시작된 축제로 산학관연의

분용 등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관

와 같은 기능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

함께 장미꽃을 이용하여 프리저브드 플

목포대학교 자연자원개발연구소는 지

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서부권 800여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

상용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고, 이러한 성분들은 위장, 감기, 두통,

라워(보존화)로 가공하고 있으며, 이를

역의 자연자원 이용과 보존에 관한 연구

농민들을 최고 농업전문가로 양성하여

다. 최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데, 꽃은 이외에도 재배하고 장식하면

현기증, 고혈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디자인하여 장식품으로 개발하고 있습

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지

서 주관하는 공적원조사업을 수주하여

서 정신적・신체적 재활을 추구하는 원

져 있어 국화차, 국화주, 국화 화장품 등

니다. 또한 장미, 작약, 수국 등의 꽃과

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소

원을 받아 10년 동안 전남국화산학연협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소재한 예진농

예치료, 실내의 공기오염물질들을 제거

이 상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

잎을 이용한 천연 비누제품도 개발하고

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자

력단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국화재배농

업대학교에서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하는 공기정화, 증산작용을 통한 음이온

다. 국화는 꽃잎을 분말화 하면 면류, 제

있으며 내년에는 이들 꽃을 이용한 꽃차

연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가들이 국내 최고 품질의 국화를 생산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미얀마의 농업분

방출, 안토시아닌과 카로테노이드와 같

빵 등에 첨가용 재료로 이용이 가능하

와 향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

탐구 및 학술조사, 2) 정부·공공단체 및

함으로써 일본 등지로 수출할 수 있도

야 상호협력과 교류 증진에도 노력하고

은 기능성 물질, 정서적 인정을 도와주

고, 염증이나 해열제로 개발할 수 있어

습니다.

기업체 등에서 위탁하는 조사, 시험 및

록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있습니다.

는 향기성분, 꽃의 다양한 색소를 이용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연구, 3) 자연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전남 신안

한 천염 염료 등 다양한 기능성들을 제

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지도 및 훈련, 4) 기타 연구소 목적

군 임자도에서 효율적인 튤립 개화구 생

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

장미는 꽃 중에서도 가장 산업화

될 예정이며, 추후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과 관련되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산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의 다

적 측면을 활용해 본 연구소와 원예과학

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장미 꽃잎에는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되어 일반인들

2008년부터 개최된 ‘신안튤립축제’는 본

양한 기능적 측면을 말씀해 주신다면?

과 학생 및 졸업생들은 원예치료사 자

cratgolic acid, malic acid, vitamin C와

에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에서

향후 이러한 제품들은 브랜드화 하여
강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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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유치원, 병원, 재활기관, 사

자연자원개발연구소장
원예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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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ctone 등의 기능성 물질들이 함유

로 꽃꽂이 장식용으로 주로 생산되었는

유용권

꽃의
기능성과
상품화
전략

격증을 취득하여 인근의 장애인요양원,

hot clip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사회과학관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4월 23일 오송역 내 오송컨벤션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2014년 신규 시설사업인 사회
과학관 공공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업
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고교 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

식을 높이고 그린에너지 확산을 통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공

램의 공동수행, 연구인력 지원 및 정보 공유, 교육기부 등을 통한 상호 교

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

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목포대는 사회과학관 공공그린리모

한편, 우리 대학은 고교 방문 모의전형, 고교 대학 동아리 연계 지도 등

델링 공사에 대한 사업기획지원분야를 신청하여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

농어촌 소외 지역고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사

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목포대학교 사회과학
관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표로
사업기획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목포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남부권본부와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4월 24일 본관 2층 총장실 내 회의실에
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남부권본부와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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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해남 화원고와 5월 19일 대학본부에서
서재현 입학본부장 및 김대천 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목포대 공과대학, (주)이글루시큐리티와 맞춤형 보안인재양성 업무 협약 체결

이날 행사에는 최일 총장, 박경우 산학협력단장, 장덕복 중소기업진흥

이날 행사에는 공과대학 박양균 학장과 (주)이클루시큐리티 이득춘 대

공단 중남부권본부장, 최병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

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맞춤

석했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 업무 지원체계 구축 ▲산업체 현장실습 지

형 기술 인력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우선 채용 ▲인턴십, 현장실습 등 인

원 협력 ▲대학 및 산업체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취업 예정자 진

적자원 상호교류 및 기술정보 상호활용 ▲공동 연구 및 기술 자문 ▲전

로지도 및 우선채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 광주지역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서 상호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수출마케팅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및 국제협력 지원 ▲기술 컨설팅·종합 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 지원 ▲중
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남부권본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남지역본부 등 20개 지역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목포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 교육훈련기관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
하는 201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목포대, 해남 화원고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 공과대학은 4월 9일 이글루시큐리티 서
울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인
(주)이글루시큐리티와 정보보안 산업 발전과 인력양
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편 이글루시큐리티는 우리나라 초창기 정보보호 시장에서 통합보안
관리 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기업으로 현재는 실시간 보안관제 통합
로그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보안 선도기업이다.

목포대, 중국 저장해양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은 4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에서 한국산업인력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 최일 총장과 저장해양학원 우창원(吳常文)

공단과 사업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일 목포대 총장, 이

총장이 참석하여 협정서에 서명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상찬 목포대 첨단기술교육센터장, 김희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장,

통해 한중간 해양 특성화를 위한 국제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탁인석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등이 참석했다.

상호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대학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교

▲학생 및 교직원 상호 교류 ▲공동 학문 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술 서

육훈련기관으로 10년간 총 160억 원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이

적 및 출판물 상호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지역 기업 대상 재직자 훈련과 함께 산업체가 요
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4월 16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중국 저
장해양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정이다. 한편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저장해양학원은 1958년 설립되었으
며 해양 관련 학과와 해양 관련 교수가 다수인 해양관련 특화 대학으로
44개 학부에 1,300여명의 교직원과 16,000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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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교류협력

letter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
2014 독서캠프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독서클럽 참여자 및 일

캠프 첫날에는 ‘프레임’(최인철 저, 21세기 북스)이라는 주제도서의 내용

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

중 ‘마음속의 CCTV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라는 논제로 32명의 학생들이 저

지 1박 2일간 해남 유스호스텔에서 독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집중적 토론 활동을 통
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대 전자상거래학과,
네이버 온라인 창업캠프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

마다의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며 열띤 토론의 장을 벌였다. 또한 주장
과 근거의 유기적 연결, 답변의 창의성 및 설득력, 발음의 정확도, 목소리 크
기, 토론 할 때 지켜야 할 매너 등 독서 토론 전문가의 코칭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 토론법을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찬반 입론과 교차질의, 팀별 작

최우수상 _ 문영화 학생

전타임, 최종 변론까지의 긴박하고도 치열한 시간을 보낸 결과, 경영학과 김
민수 학생이 이끈 토론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튿날 진행된 두륜산 숲 체험에서는 비가 내리는 여름 날 아침, 숲 속의
소리와 풀과 나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학업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캠프 참가자인 간호학과 성인영 학생(독서클럽 ‘다 해먹을거야’ 소속)은
“이번 독서캠프에서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확장을 느낄 수 있었고 독서라는

우수상 _ 유동현 학생

매개체로 사회적 연대감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에도 꼭 참가하고 싶
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올바른 독서

우리 대학 전자상거래학과가 네이버 주관으로

전자상거래학과에서는 문영화, 유동현, 박승태, 이호인, 정명현 학생이 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독서캠프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독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안산 엑

여해 3가지 과제 수행 평가 결과를 통해 최우수상(문영화)과 우수상(유동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스퍼트 연수원에서 진행된 온라인 창업캠프에

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전자상거

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
다. 이번 온라인 창업캠프에는 20개 대학에 5
명씩 총 100명이 참가했으며 약 30시간의 커
리큘럼 과정을 통해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다양

래학과의 위상 또한 드높였다.
이번 온라인 창업캠프는 우리 대학 전자상거래학과가 네이버에서 주관하
는 ‘e-Commerce Dream Project with Naver’ 산학협력프로젝트의 20개

한 분야의 e-Commerce 교육과 과제 수행으로

참여 대학에 선정돼 참가하게 됐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선정된 대학과 함께

진행됐다.

실무능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창업캠프 이외에도 판
매경진대회, 전문강사 지원, 쇼핑몰 동아리 장비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현재는 온라인 판매경진대회가 8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
주 동안 진행 중이며 전자상거래학과에서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아이템으로
적이 우수한 30명을 선발해 관련 기업에 인턴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판매경진대회 참가팀의 지도교수인 양후열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는 “FTA라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날로 힘들어지고 황폐해져만 가
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제시로 농산물 판매를 아이템으
로 잡았다”며 “우리 농업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농민들의 땀과 열정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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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여 학생들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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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에서는 온라인 판매경진대회 참가팀 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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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LINC 사업단,
ICT융합산업 발전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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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LINC 사업단, 산학협력협의체 총괄협의회 개최

WISET 전남지역사업단, ICT 공학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우리 대학 LINC 사업단은 6월 12일 목포 폰타나

우리 대학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5월 22일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전남지역 공과대학 공학동아

비치호텔에서 1단계 LINC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3

리 10개 팀이 참여하는 『2014 ICT 공학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남지역 4개

차년도 총괄협의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7팀)> M.R.C(기계공학과), 인포닉스(정보전자공학과), V.I.P(정보전자

산학협력협의체 총괄협의회를 개최했다.

공학과), En.d(토목공학과), 꽃들의 전쟁(정보통신공학과), HURO(제어로봇공학과), 파피루스(해양시스템

이번 총괄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원간의 네트워

공학과) ▲<동신대학교(1팀)> IT 홀릭(정보통신공학과) ▲<목포해양대학교(1팀)> 해플여신(해양·플랜트건설

크 강화 ▲산학 간 인력과 지식 교류를 위한 아이

공학과) ▲<순천대학교(1팀)> DH(건축학부) 등 총 10개 팀의 공학동아리가 참가했다.

목포대, 제13회 민두기 기념문고
학술세미나 개최

티어 플렛폼 구축 ▲가족회사 All-set 맞춤형 기
우리 대학 LINC 사업단에서는 6월 27일부터 28
일까지 양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신재생에
너지, 조선해양, 해양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을
ICT와 융합한 신산업 창출방안과 ICT 종사자간
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ICT융합산업 발전방안
포럼’을 지역 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소,
학계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 원상호 팀장(IT·SW융합단 융합정책팀)을 초
청해 ‘정부의 ICT정책 방향과 우리지역에 맞는 융

업지원과의 연계추진 ▲산학협력협의체 협력사업 시행 및 발굴 ▲산학협력협의체 관련 가족 회사들의 참
여 유도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소, 학계 관계자 등 총 30

WISET전남지역사업단,
‘Girls’ Engineering Week-지금은 공학소녀시대’ 개최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LINC 사업단이 운영하는 산학협력협의체는 총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뉘
어 있으며, 총괄협의회에서는 각 분과별 실무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전체적인 협의회 운영과 각 분야별
운영 성과 공유 ▲가족회사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구축 전략수립 ▲산학협력
협의체 관련 협력사업 시행 및 발굴 ▲실무협의회 운영결과 점검 등 LINC사업 전반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LINC 사업단, 지역 기업과 가족회사
대상 클러스터 창조 CEO 교육

LINC 사업단, 세계 풍력인의 날
기념 ‘풍력산업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학은 5월 23일 ‘동아시아 상호 혐오감정
의 역사성’ 이라는 주제로 제13회 민두기 기념문

우리 대학 WISET전남지역사업단은 7월 23일 우

고 학술세미나를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리 대학 박물관 대강당을 비롯한 캠퍼스 일원에서

에서 개최했다. 고(故) 민두기 교수의 학문적 업적

전남지역 여중·여고생 260명과 함께하는 ‘Girls`

을 기리고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마련된 이번

Engineering Week-지금은 공학소녀시대’를 성

세미나에는 박혁순 목포대 박물관장의 사회로 메

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이지 일본의 조선 인식을 통해 본 혐한언설의 기

국연구재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

원(함동주 이화여대 교수), 중국 일각의 혐한 정서

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대학교의 후원으로

에 대한 한국 지식인의 논평(박장배 동북아역사재

전남지역의 우수한 여성공학인력 양성을 목표로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이 주최했다. Girls` Engineering

단 연구위원),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호인식 : 혐중

합 산업의 분야가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가

Week(G.E.W) - 지금은 공학소녀시대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여

과 반한을 중심으로(임춘성 목포대 교수)라는 주

이뤄졌으며 ICT 산학연관 네트워킹 강화와 산학

성공학 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16개 지역사업단이 동시에 행사를 추진했다.

제발표가 진행됐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LINC 사업단의 기
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직장에서 상하간의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의 등도 함께
이뤄졌다.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제3대 이사장 권오봉 부지사 선임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원장 송하철)는 5월
28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전라남도 권오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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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LINC 사업단은 7월 8일부터 14주 동

우리 대학은 6월 20일 더케이서울호텔 3층 거문

안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2층 포럼룸에서 지

고 홀에서 Global Wind Day(세계 풍력인의 날)

역산업단지 입주업체 CEO 및 중견 간부를 대상

를 맞이해 육상 및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

으로 ‘기업 CEO의 창조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

고, 관련 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풍력산업

한 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클러스

심포지엄’을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주)전력문화

터 창조 CEO 교육과정은 국가산단 내 클러스

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터(산업체)를 포함한 대학의 가족회사와 인근 지

풍력산업의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정부정책

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창조적 혁신(Creative

및 업계 기술 구축 실적소개 등 풍력산업 활성화

innovation)’수요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인

방안을 토의하고 산업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 CEO들의 ‘창조적 마

화를 위해 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소, 학계

인드’함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목포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글로벌 공학도 화수분 역할 톡톡

제부지사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2014 융복합설계캠프(DMEDC)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나주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전북

권오봉 신임 이사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

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와 동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하

자연자원개발연구소, ‘꽃의 기능성
과 상품화 전략’ 심포지엄 개최

2014학년도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개최

목포대 교육혁신개발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한비야 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자연자원개발연구소는 ‘꽃의 기능성과  

우리 대학은 2014학년도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상품화 전략’ 심포지엄을 원예치료사 자격 취득(예

식을 최일 총장 등 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대학 교육혁신개발원에서는 5월 20일 박물

정)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5일 우리 대학 부

4월 15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관 대강당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의 일

속농장에서 개최했다. 꽃의 기능성과 상품화 전략

행사에서는 대외행사를 담당하는 MNU 홍보대사

환으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한비야 초청

((재)나주천연염색문화관 허북구 박사), 계절별 꽃차

(10명),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미디어 홍보대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무엇이 내 가

제조와 시음법(군유다원 윤명희 대표)의 주제 강연,

(5명), 국제화 홍보를 담당하는 글로벌 홍보대사(1

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2시간 30분 정도

명) 등 총 16명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진행됐으며 교직원 및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

참석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

에꼴드 목포, 한·중 국제 미술교류 展 중국 북경에서 열려

시민학교 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글로벌 세상에
말고 세계시민으로 우리의 무대를 넓혀 나가야 한

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만 스스로를 한정하지

단장과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

여 12개 대학에서 선발된 7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공학도가 갖춰야 할 소양교육과 함께 팀 활동, 작품발표를

우리 대학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중국 북경에 위치한 주중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 지하 1층 전시장에

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 경제통으

통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우리 대학에서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주도로 강민정(멀티미디어공학 4), 오명륜(멀

서 <제19회 Ecole De Mokpo>전시회를 개최했다. 에꼴드 목포(회장 공옥희)는 우리 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

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가

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사단법인 전남대

티미디어공학 3), 권혁준(정보보호 2), 이철(정보보호 2) 학생 등 총 4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강민정(멀티미디

고 목포, 광주, 여수, 진도, 서울, 프랑스, 독일, 중국, 미국 등 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슴 뛰는 삶을 사는 방법을 자신의 체험담을 소개

불산학융합본부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어공학 4)학생이 소속된 팀인 ‘우으리’가 은상(전북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상)을 수상했다.

1995년 결성, 1996년 프랑스 파리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전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며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도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의 개발과 지식재

교직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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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도서관,
제2회 전자정보 박람회 개최

목포대,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목포대 사범대학,
망운중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 실시

2014년 2학기 신규임용 교수
성명

우리 대학 도서관은 5월 15일 중앙도서관 1층에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4월 23일 박물관 대강당에

우리 대학 사범대학은 6월 26일 무안 망운중학교

서 제2회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

서 최일 총장, 최태옥 목포시의료원장, 조생구 한

에서 사범대학 교수진과 망운중 교사가 함께 참여

회는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소통을 위한 정보공유

사랑병원장, 정광숙 전남간호사회 회장, 학부모

하는 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의 장을 제공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일 우리 대학이 무안 망운

활용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대학 간호학과 3학년

중학교와 체결한 교육협력 협약에 따른 학교 현장

행사에서는 현재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 66명을 대상으로 ▲연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

전자책, 전자저널, 웹DB, 오디오북 등을 한자리에

혁보고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환영사

됐으며 지난 협약체결 시 양교는 목포대 재학생

모아 소개하고 시연했다.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실습 기관 지정 협조, 교육봉사활동 지원, 학
교 교육시설 공동 활용, 현장수요 교원양성을 위

목포대, 고교방문
과학특강 개강식 개최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4기 임명 및 발대식 개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❶

소속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
고 우리 대학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2014

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은 우리 대학 자연과학

년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서포터즈 4기를 임

대학장의 인사말 및 진로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기

명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강연을 시작으로 간호학과 교수의 청소년의 핸

이번에 임명한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4기는

충북대 농화학(농학사), 충북대 농화학(농학석사), South Dakota State Univ. Agronomy(농학박사)

❷ 유선주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간호학사), 서울대 보건학(보건학석사), 가톨릭대 보건학(보건학박사)

❸ 김윤희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전남대 간호학(간호학사), 성균관대 임상간호학(간호학석사), 전남대 간호학(간호학박사)

❹ 박원석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서울대 토목공학(공학사), 서울대 토목공학(공학석사), 서울대 토목공학(공학박사)

❺ 백동재

약학대학 약학과

수원대 화학(이학사), 수원대 화학(이학석사), 서울대 약화학(약학박사)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발령
안미현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영국 Cambridge University
파견기간 : 2014. 8. 6.∼2015. 8. 5.
≐≐이창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미국 California University
파견기간 : 2014. 7.17. ∼ 2016. 1.16.
≐≐

명예퇴직 교수 (2014. 6. 30.)

드폰중독 예방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산다라 木-굳세고 꿋꿋한 목포대학교』로 명명되

‘고교방문 과학특강’은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실과

었으며 나경하(물리학과), 염은진(교육학과), 이미

자연과학대학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남고 과

희(관광경영학과), 정소혜(전자상거래학과), 정주

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

영(교육학과), 황선자(아동학과) 총 6명으로 구성

개월 동안 월 2회씩 총 13회로 진행된다.

됐다.

목포대, 전남 조선산업 중소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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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교수 (2014. 8. 31.)
유원적
≐≐박경양
≐≐김형모
≐≐홍순모
≐≐김용영
≐≐유기조
≐≐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수)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승진 (2014. 7. 1.)
김규수
≐≐임흥수
≐≐조영선
≐≐박향숙
≐≐전진무
≐≐나창영
≐≐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5월 22일 목포캠퍼
스 대회의실에서 ‘섬,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주제
로 <2014년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서문화연구원이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문
한국(HK) ‘섬의 인문학’ 과제의 연구성과를 학계
에 발표하고 연구자들 간 학문적 소통을 위한 자

(목포대학교)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기획처 기획평가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사무국 재무과)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근속승진 (2014. 8. 20.)
서연식 (사무국 총무과) 운전서기보  운전서기

≐≐

리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8개의 주제발
전보 (2014. 7. 2. / 8. 8.)

표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역사와 생태분야

우리 대학은 5월 8일 대불산업단지 내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강당에서 전남 조선산업 중소기업 지원

를 오후에는 민속과 사회문화 분야 발표를 중심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대학교 중형조선RIC, 전남테크노파크,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

로 진행됐다. 특히 주제발표를 통해 ‘섬, 경제활동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선해양/플랜트 장비 국산화(현대삼호중공업 이동규 부장) ▲무재

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해를 여는 마중물(대한조선 김주철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산업협력권사업(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

서 ‘섬’을 재조명하고, 섬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나

획단 황재연 단장)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위성헌 차장) 이라는

타나는 역동성을 근간으로 소통과 교류의 인문환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을 고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❺

자연과학대학 원예과학과

이광보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학 분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특강 개강식

❹

학위

≐≐

우리 대학은 4월 17일 해남고에서 자연과학 및 공

❸

❶ 김기인

합의한 바 있다.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❷

이진웅
≐≐기진서
≐≐홍병열
≐≐강영호
≐≐김규수
≐≐임흥수
≐≐

(행정사무관) 기획처 기획평가과  사무국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기획처 기획평가과장
(시설사무관) 제3행정실  사무국 시설과장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장           

김 광
정 명
≐≐김재화
≐≐차성철
≐≐노도국
≐≐조영선
≐≐박정열
≐≐이정봉
≐≐한선미
≐≐박승렬
≐≐장덕순
≐≐황앵성
≐≐
≐≐

(공업사무관) 목포대학교  제2행정실장
(사서사무관) 목포대학교  학술정보지원과장
(행정사무관) 제1행정실  학생생활관
(행정사무관) 학생생활관  제1행정실
(행정주사) 기획처 기획평가과  학생생활관
(행정주사) 기획처 기획평가과  제3행정실
(행정주사) 사무국 재무과  교육혁신개발원
(행정주사) 교육혁신개발원  사무국 재무과  
(행정주사) 제3행정실  기획처 기획평가과
(기계운영주사) 학생생활관  사무국 시설과
(행정서기) 산학연구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기계운영서기) 사무국 시설과  학생생활관

전출 (2014. 7. 1.)
류기현
≐≐임홍래
≐≐이형기
≐≐배금표
≐≐

(기술서기관) 목포대학교  경북대학교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군산대학교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한경대학교
(사서사무관)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입 (2014. 7. 1. / 8. 11 / 8. 19. / 9. 1.)
강영호
≐≐정 명
≐≐이인석
≐≐김 광
≐≐정미선
≐≐박대길

≐≐

(행정사무관)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사서주사) 한국교원대학교  (사서사무관) 목포대학교
(행정사무관) 교육부  (서기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공업주사) 순천대학교  (공업사무관) 목포대학교
(행정서기) 해남군청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시설주사보) 안산시 단원군청  사무국 시설과

명예퇴직 (2014. 5. 31. / 6. 30.)
김명구 (서기관)      
≐≐김영권 (행정사무관)
≐≐이영범 (시설주사)       
≐≐

육아휴직 (2014. 6. 8 ∼ 2015. 3. 31.)
안정희 (행정주사보) 목포대학교           

≐≐

공로연수 (2014. 7. 1. ~ 2014. 12. 31.)  
양용승 (기성회직 7급) 사무국 총무과
≐≐정종기 (기성회직 7급) 제 4행정실
≐≐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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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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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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로16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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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련동1길 17-4
☎061-452-3645

5호점

12호점

19호점

26호점

청계수산

미야비일식

초록식당

이로운꽃게랑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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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음식점

(일반음식점)
대표자:정순환
무안군 청계면 구로길 25-12
☎061-45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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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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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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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점

14호점

21호점

28호점

한진수산

아이디오

거성촌

중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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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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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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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29호점

36호점

43호점

50호점

돼지꿈

법무사 배상회 사무소

(주)앤투어

지선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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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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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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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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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점

37호점

44호점

51호점

동일광고&송월타월

투어스토리

푸른바다횟집

진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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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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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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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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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점

38호점

45호점

52호점

송월갈비

태성식육식당

연한정식

대경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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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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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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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음식전문)
대표자:이승아
목포시 상동 839-2
☎061-287-5677

32호점

39호점

46호점

53호점

세계로여행사

두레정

운영식당

한솔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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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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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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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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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호점

40호점

47호점

54호점

찬성공업사

호남이화학상사(주)

중앙OA시스템

자유(한솔)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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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상열
목포시 영해동 2가 4-4
☎061-24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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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2
☎061-284-1000

34호점

41호점

48호점

55호점

민설민헤어갤러리

청계한우한돈특설할인매장

송죽일식

착한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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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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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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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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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점

42호점

49호점

56호점

더플라워샵

한울타리

뉴한주여행사

차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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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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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정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4-36
☎061-27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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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 ;

64호점

아이더

(유)목포IC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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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양수
목포시 대양동 235-1
☎061-282-5140
신규

58호점

65호점

오아라 쭈꾸미

무안애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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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식)
대표자:노경현
무안군 무안읍 영산로 3083
☎061-453-2288
신규

59호점

66호점

학교후원기금을

목포대학교는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누계액(최초일로부터 현재까지)

10,794,764,826 원

기간 : 2014년 5월 1일~2014년 8월 31일

구분

후원자

후원금액

구분

후원자

후원금액

성연동

2,000,000

한솔공업사

서오천

300,000

김정호스튜디오

장부다리주유소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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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성문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450
☎061-453-7878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신순호

2,000,000

차이홍

정해연

300,000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심규남

2,000,000

SK텔레콤 태주대리점

김복수

300,000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최승영

2,000,000

무안애꽃한정식

노경현

300,000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박민호

2,000,000

꽃게랑낙지랑

강기옥

280,000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경희

1,000,00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구지영

200,000

신규

60호점

67호점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복희

1,0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경숙

200,000

SK텔레콤 태주대리점

(주)예일디자인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이진형

1,0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광순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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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성일
목포시 영산로 34(대의동 2가)
☎061-242-1238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현아

8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영숙

200,000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양후열

800,000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김은미

200,000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상진

800,000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일수

200,000

한진수산

황숙희

800,00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김일환

200,000

대림식당

이길재

800,000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

김정희

200,000

목포대학교 법학과

강남진

400,000

목포대학교 교직과정부

박신자

200,000

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강성준

400,000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

배주현

200,000

목포대학교 사학과

고석규

400,000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

서향심

200,000

목포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고태용

400,000

목포대학교 제2행정실

손 진

200,000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김경희

4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양용승

200,000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

김병운

400,000

목포대학교 교무과

오미영

200,000

신규

61호점

68호점

잭울프스킨

예향회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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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오선영
목포시 상동 1147-7
☎061-262-9595
신규

62호점

69호점

목포대학교 기획처

박영용

400,000

목포대학교 박물관

채용옥

200,000

파스쿠찌 전남도청점

미미향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이형재

4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최귀봉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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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장현미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25
☎061-454-8284

목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임춘성

4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최금신

200,000

목포대학교 화학과

남상호

400,000

목포대학교 도서관

최우진

200,000

영란횟집

조성숙

400,000

목포대학교 재무과

추정임

200,000

토담골한우곰탕

장차덕

400,0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허지숙

200,000

영조전복수산

박경훈

400,00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홍주식

200,000

해왕궁일식

최길순

400,0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정태균

200,000

선명출판복사

이형철

400,000

목포대학교

정종기

200,000

중앙기획

이형진

4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성백

200,000

목포대학교 약학과

심정현

4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이점례

200,000

청계수산

박은숙

300,000

무안식당

이은정

200,000

신규

63호점
M o k p o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주)마음515

52
+
53

발/전/기/금

(디자인전문)
대표자:이승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80[2F]
☎062-654-3003
신규

후원의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후원의 집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기획평가과(061-450-2054, 20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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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점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Click campus;

구분

후원자

후원금액

구분

후원자

후원금액

민설민헤어갤러리

이영창

200,000

오아라쭈꾸미

지선플라워

최소심

200,000

이자수입

아이더목포하당점

정선옥

200,000

예향회정식

오선영

100,000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최소은

200,000

선명출판복사

서정모

100,000

김정호스튜디오

김정호

200,000

미미향

장현미

100,000

장부다리주유소

김성문

160,000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박미다

80,000

엘비스시스템(늑대와여우 옥암점)

김영석

150,000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조영호

80,000

착한왕갈비

박광민

150,000

(주)마음514

이승찬

50,000

구로횟집

정순환

150,000

대경횟집

이승아

50,000

(유)목포IC주유소

김양수

150,0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신철진

40,000

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호문

120,000

목포대학교 제4행정실

천미정

40,000

태성식당

김점희

120,000

청계신문사

박은희

40,000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우택

120,000

이마트목포점 지역단체재원프로그램

돼지꿈

남세준

120,000

(유)뉴~한주여행사

정경주

더플라워샵

김세영

120,000

이로운꽃게랑아구랑

송영애

두레정

김미숙

120,000

합계

최용재

120,000
118,842

32,620
30,000
30,000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사항 확대 안내
공통예우 사항
감서서한(감사장)
및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학교발행
홍보물 발송
소식지,학교홍보
책자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감면

34,271,462

교내 주요행사
정례초청 및 입장권
우선 배부

나의 삶의

철학

도서관 열람,
박물관 관람 및
학교시설
이용편의 제공

대학소식지,
대학신문 및 각종
홍보자료 등에 출연자
명단 및 금액 공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 감사패 증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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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우 사항

새옹지마와 함께한 긍정적 삶의 행복

예우내용

국어국문학과

허미현

2. 명예칭호 부여

○

○

○

○

○

○

○

인은 무척이나 특이했다. 자신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가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3. 명패 게시(현관)

○

○

○

○

-

-

-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과

4. 총장 초청 만찬(년 1회)

-

-

-

○

○

○

○

4

함께 돌아왔다. 주민들이 축하하니 노인은 이번에도 허허 웃으면서 “이게 화가 될지

5. 인물상 게시(현관)

-

-

-

-

○

○

○

누가 압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

6. 기념식수

-

-

-

-

○

○

○

7. 기금명칭 부여

-

-

-

○

○

○

○

8. 기념비 또는 기부자 명의의 건물 또는 실명칭 부여

-

-

-

-

-

○

○

9. 종합건강검진권 증정(년 1회)

-

-

-

-

-

○

○

10. 창립기념일(생일) 꽃바구니 및 축하카드 발송

-

-

-

○

○

○

○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는 중국의 한 노인을 생각한다. 그 노

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 하자 노인은 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
까?”라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아 나라에서는 전쟁이 났고,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를 고사성어로 새옹지마
(塞翁之馬)라고 한다.

○

○

○

○

○

○

12.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다잡고자 했다. 또 슬플 때는 이 감정은 잠시

13. 국제교류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뿐 일 것이라며 다시 극복할 계기가 되어주었다. 이 고사성어를 마음속에 세기고 다

14. 대외협력관 사용료 할인

-

○

○

○

○

○

○

니니 나는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입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절로 붙

15. 임자수련원 사용료 할인

-

○

○

○

○

○

○

16.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할인

-

-

-

-

○

○

○

17. 학생생활관 우선배정

-

○

○

○

○

○

○

18. 가족 장학금

-

-

-

-

○

○

○

19. 회사 장학금

-

-

-

-

○

○

○

새옹지마, 이 네 단어가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기쁠 때는 이 행복이 곧 불행

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가지
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중국 노인의 말처럼 마음은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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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할인 상품권
구입시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 부여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11. 도서관 평생이용권 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