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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乙未年 신년사
을미년, 푸른 양의 해를 새롭게 맞으며!

MNU theme

신년사		
최일 총장 특별 인터뷰 | 나주 빛가람공동혁신도시가 서남권 경제 돌파구
2014 목포대학교 페스티벌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회에서 다도해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목포대, 제4회 전남 지역발전 포럼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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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U special

목포대, 201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호남 국립대 중 최고
목포대,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목포대, 따뜻한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간담회 개최
목포대, 세계로봇 월드컵 연합축구 1위, 마라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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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푸른 양의 해를 맞아 모든이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푸른 양은 젊음을 상징합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고집이 센 동물로서 끈기와
부드러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양의 특징처럼 연초에 품었던
새로운 각오를 고집스레 지키면서도 위기는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MNU issue

목포대,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 123억원 확보
목포대,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목포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목포대, 산학협력EXPO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 수상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공모전 4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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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U focus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소개 | 공학교육혁신센터
목포대학교 주요 부서 소개 | 취업지원실

사업의 선정과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 많은 성과들을
이뤄 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사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목포대학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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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U report

취업의 벽, 창~창~창업으로 뚫다! | 학생 창업동아리 소개(타키온)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 교직원 동호인회 소개(사나래봉사)
제6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참가記 | 안장아(지적학과 4)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참관記 | 허미현(국어국문학과 4)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참가記 | 이애리(간호학과 1)
목포대학교 제1회 유학생의 날 | 배혜령(중어중문학과 2)
사진으로 읽는 목소리 | 2014 MNU 사진 공모전 당선작

특히 우리 목포대학교에서는 165억 규모의 성공적인 지방대학 특성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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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U love story

목포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한마당’ 성황리에 마쳐
목포대, MUM 꿈 희망 프로젝트 망운중 방문수업 개최
목포대, 도서벽지 고교 초청 ‘캠퍼스 투어’ 개최
목포대 교수합창단, 대학 축제의 아름다운 동행
목포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펼쳐
목포대, 행복이 가득한 보육지원실 개소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쉼없이 달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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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해양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목포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함께 하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지역이 보여주었던 양보와 협력, 믿음과
신뢰를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양의 해, 복된 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목포대학교는 지역의 문화, 산업, 경제,
행복지수를 함께 끌어올리는 동반성장의 지렛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NU interview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 박찬표(정치언론홍보학과 학과장)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천일염 우수성 입증’에 박차 | 함경식(천일염연구센터장)
MNU hot clip
MNU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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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MNU letter

37년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 김정문(명예퇴직)
MNU news

표지모델 : 김수진(미술학과 4)

40
42

2015년 1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최 일 드림

theme;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선해양 등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분야의 성과도 이미 알려져 있죠?

특/별/인/터/뷰

최
일
총장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에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뤄지지 않으면 대학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

도서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섬과 바다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

역에 존재하는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국제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

기획적인 커다란 청사진을 지방정부와 함께 그려야 합니다. 그

원이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휴먼코리아(HK) 인문한국 사

래서 새롭게 마련된 청사진을 중심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업에 선정돼 10년 동안 섬과 바다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산업을 발달시키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공

시행하고 있고 그러한 성과가 이미 축적돼 있으며 이는 대내

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의 인

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낙연

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사 취임 이후에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문 자연 생태학적 관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발전을 위해 안착할

점에서 자원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향후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

목포대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

포대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 분야별 사업단도 활성화 돼 있고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중심대학으로서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포대는 전남 서부권의 산업지도와 맞춰 조선해양산업에

지역주민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일자리를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

찾아서, 취업이 잘된다는 명목하에 비싼 학비를 들여 서울로

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해 내실있는 인력양성사업을 수

유학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정말로 독창적인

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시절 누리사업으로

분야나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

조선해양 분야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

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점에 있

예를 안았습니다. 그 다음은 LINC사업으로 국내 유일 해상풍

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지역대학에 진학해 지역발

나주 빛가람공동혁신도시가
서남권 경제 돌파구

력 및 신해양산업 인력양성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되고 정착됐을

하는 큰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때 전남의 발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남을 사랑하는 도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사업

민 여러분들은 너무 수도권 지향의 대학 진학 보다는 이 지역

단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필요로

에 있는 목포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

하는 인재를 특화하여 양성하기 위해 목포대는 끊임없이 노력

는가를 살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졸업

지역 상생 성장전략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성과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크게

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외부여건이 마련될

인정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지역전략

것이고 자체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10개 대학이

때문에 목포대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학에 자녀들

있고 그 중 호남권은 3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전북대와 전남대

을 안심하고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포대학교

대학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특히 올해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대학들이 자구책

그리고 목포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전남도의 지역전략

와 함께 전남이 정말로 세계로 미래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로서 비교적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목포대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을 선도하며 완성시키기 위해 내실있는 특성화 사업을 향

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후 5년간 충실히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기사제공 | 목포투데이

동안 너무 방만하게 남발했던 대학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목포대학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성장전
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혁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16개 공기업이 전남에 내려와 있습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요소들을 감안하면 이 지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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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함께 목포대가 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나날이 성장 발
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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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입학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theme;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19일 부터 21일 까지 학생 및 일반인 등 8천여명 관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회에서 다도해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장보고의 천재성, 그가 꿈꾼 미래 ‘다도해 발전전략과 비전’

목포대,
제4회 전남 지역발전 포럼
성황리에 마쳐

전라남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우리 대학은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11

특성화된 목포대만의 강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11월 2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우리 대학은 1월 21일 오후 3시 본관 1층 홍보실에서 ‘전라

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림캠퍼스 일원에서 열린 2014 목포대

로 구성됐다. 전체 행사는 크게 입학, 교육, 공학, 취업, 행복이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보고의 천재성, 그가 꿈꾼 미

남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을 주제로 제4회 전남 지역발전

학교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마감했다. 이번 행사의 총 관람

라는 5가지 주제별 섹션으로 구분해 총 62개 부스로 운영됐으

래 ‘다도해 발전전략과 비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

포럼을 개최했다.

객 수는 8천여명으로 입시설명회와 연계한 단체 관람 고교가

며 주제관별로 관람객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했다.

10여개 교에 이르는 등 많은 관람객과 함께 큰 관심을 모았다.

부스 행사의 단조로움을 탈피해 행사장 곳곳에서 흥미유발 이

제2회 목포대학교 페스티벌은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으
며 그동안 11월에 분산 개최됐던 교내 행사를 통합해 대학이
시행하는 종합 페스티벌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벤트를 진행하는 등 신선함을 더했다.
또한 대학 홍보 위주를 벗어나 취업 예정자 대상 MNU 취업
박람회와 MNU 취업연계프로그램(컨설팅관, 이벤트관, 홍보

‘전남 지역발전 포럼’은 우리 대학이 전남권 지자체 및 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최대의 다도해 해역을 보유한 전라남

업체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도가 후원하고 (사)장보고기념사업회와 김영록 국회의원이

지역이 함께하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모형을 창출하기 위

주최했으며,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회와 우리 대학 도서문화

해 전라남도와 전남권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

연구원이 주관한다.

는 행사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선해양 산업 분야 전남 지자체

19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철주 무안군수, 윤진보 목포부시장,

관)을 함께 개최해 내실을 더했다. 특히 KT와 KOTRA 등에 소

행사진행은 김성훈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장보

이요진 무안군 의회의장, 김웅기 목포대 총동문회장 등 지역의

속된 전문가를 초청해 취업 특강을 진행했으며 우리 대학 가

고가 꿈꾼 미래, 다도해의 비전’ 기조강연에 이어 왕잉(王穎)

유력인사가 다수 참석해 우리 대학의 위상과 함께 지역적 관

족회사와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취업관을 운영함으로

교수(중국 저장해양대)의 ‘중국 저우산군도(舟山群島) 개발

이번 제4회 포럼에서는 ‘전라남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심을 실감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우리 대학은 이번 행사를 통

서 다수의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도

신구(開發新區) 지정과 발전전략’, 강봉룡 원장(목포대 도서

라는 큰 주제 아래 <제1부> 전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해 전남 서남권 지역민과 학생에게 지역 중심대학인 목포대학

크게 기여했다.

문화연구원)의 ‘전남의 미래 비전과 다도해’, 미키히로시(三

(신종계 대한조선학회 회장·서울대 교수)과 <제2부>전남 해

木剛志) 연구원(일본 離島센터)의 ‘일본의 도서지역 활성화

양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언(조규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를 위한 정책’, 아담 그리이데호(Adam Greydehøj) 회장(유

미래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홍익대 교수)이라는 주제발표

럽 Island Dynamics)의 ‘유럽 섬 공동체의 다차원 거버넌스’

로 진행됐다.

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2014 목포대 페스티벌 행사는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에

공무원, 목포대 교수 및 지역 산업체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호성 前서울교대 총장의

이어 우리 대학 송하철 조선공학과 교수(대불산학융합지

주재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덕수 명예교수(군산대),

구조성사업단장)의 진행으로 전남 조선해양 산업 활성화를

김정호 소장(광주향토문화연구소), 신순호 교수(목포대), 박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특

종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임흥빈 의원(전남 도의회) 등이

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 조선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보 교류와 함께 학계 전문가의 제언이 함께해 산·학·관
이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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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2014 목포대학교 페스티벌

special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펼쳐갑니다

우리 대학 교육혁신개발원은 12월 9일 플라자60 1층 소강당에서

목포대, 따뜻한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간담회 개최

교수-학생 소통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제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제동행 간담회는, 교수와 학생이 지역과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우리대학이 개선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
론함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
해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일 총장을 비롯해 정양준 교무처장, 전호문 학생취

우리 대학은 12월 24일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84명 모집에 최종 3,559명이 지원해 평균 4.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0명의 학생이 참석해 사제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순서는 ‘학교

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호남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

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크게 <Q&A>와 <학생과의 대화>의

이다. 자세한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을 살펴보면 컴퓨터공학과 12.67:1,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Q&A>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

전기공학과 10.06:1, 교육학과 9.50:1 순으로 나타났다.

터넷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질문지 등을 통해 접수된 학생들의 의견과 질

서재현 입학본부장은 “이번에 2년 연속 호남 국립대 중 최고의 경쟁률

문을 모아 교수에게 직접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

을 기록한 것은 최근 우리 대학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등 대형

생과의 대화>에서는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내의 다양한 문제에 대

정부재정사업에 다수 선정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호남 최

해 상호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입지를 굳힌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저렴한 등록금, 다양한 장학혜택, 신입생 전원 기숙사 수
용이 큰 장점으로 최근 급성장한 성과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 육성
및 신해양시대 글로벌 리더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학생이 편리한 캠퍼스 만들기 구축의 일환으로

목포대,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생취업처는 그동안
각 건물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생 지원 관련 서비스(장학·의료지원·취
업·사회봉사·학생식당 등)를 학생회관에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학교생활 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사전에 학생들 입장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제공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한 후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느끼는 불편함 해소를 실질
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됐다.
이번 우리 대학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들은 한
공간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취업처는 통합시스템 구축 외에도 플라자60 3층에 학생
들이 편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MNU 힐링 월드’를 새
롭게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공강 시간을 활용해 상호 소통하며 즐거운 캠
퍼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리 대학 제어로봇공학과 iSL(intelligent Space Lab.)의 로봇대표팀(지도교수 유영재)은

목포대, 세계로봇 월드컵
연합축구 1위, 마라톤 2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월드컵인
‘The 19th FIRA Robo World Cup 2014’(이하 FIRA 2014)에 참가하여
Huro Cup 부문에서 연합축구 1위, 마라톤 2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영재 교수가 이끄는 iSL팀은 이기남(박사과정), 곽현진(석사과정), 길
우람(석사과정), 정준호(4학년), 박수산(4학년), 박태훈(4학년)으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우리 대학 iSL팀은 올해 8월 열린 국내 전국 Huro
Cup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해 국가 대표팀 자격으로 이번 세계로봇 월드컵
FIRA 2014에 출전하게 됐다. FIRA 2014는 중국 베이징 석경산 스타디움에
서 2014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됐으며 영국, 캐나다, 중
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등 20여 개국에서 69개팀 1,800여명의 선
수와 로봇이 참가해 진행됐다. Huro Cup 부문의 세부 종목으로는 연합축
구(United Soccer), 역도, 농구, 스프린트(Sprint), 마라톤 등 9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uro cup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올림픽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치르는 경기로 각 종목에 따른 경
기 규정이 사람의 실제 경기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iSL팀은 Adult급에
는 키 110cm인 로봇 CHARLES가, Kid급에서는 키 45cm인 TOTO팀이 출
전하였으며 연합축구(United Soccer) 4번째 경기에서 1골, 유효 슈팅 횟수
5회 등의 성적으로 1위, 마라톤에서 74m를 49분의 기록으로 달려 2위라
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The 19th
FIRA Robo World Cu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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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201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호남 국립대 중 최고

업처장, 이광복 교육혁신개발원장 등 7명의 교수와 각 학과 대표로 구성된

issu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 목포대,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 123억원 확보
>> 목포대,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 목포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 목포대, 산학협력EXPO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 수상
>>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공모전 4년 연속 수상

3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목포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무
역전문가 양성사업(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이하 ‘GTEP’)’
에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의 새로운 출발
점이 될 ‘GTEP’사업을 추진할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을 6개 권역별로 구
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능력 등 세부항목별 평가를 거쳐 서울·수도
권 6개 대학과 지방 18개 대학 등 2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는데, 우리 대학은

1

전라남도 대학 중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맞춤형 무역실무 교육 및 현장교육 프로
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과 전문 역량이 융합된 선진형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
해 산·학·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포대,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 123억원 확보

우리 대학은 정부 201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비 예산편성 결과 2015년

목포대, 산학협력EXPO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 수상

도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은 증축 연면적 4,500㎡ 및 기존 건물에 대한
공간조정 등 노후 환경개선공사를 201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완공
할 예정이다.

4

우리 대학은 10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2014 산학협

우리 대학은 이번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을 통해 학술 및 복합문화 공간

력EXPO’에 참가하여 산학협력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을 구현하는 통합형 도서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첨단 도서관, 이용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소통과 만남의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성화분야[풍력발
전기] 기술협력을 통한 가족회사 경쟁력 강화’로 기술협력부문에서 우수사례로

2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의 56개 LINC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 의류학과 4학년 유수현 학생(지도교
수 조경희)의 “짧지만 값진,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의 현장

목포대, 2014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제5차 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중소형 조선소 주력선종의 최적선형 및 에너지
절감장치 적용기술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5년간 정부지원금 70

실습” 체험 수기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5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공모전 4년 연속 수상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산업 분야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과거 3년 연속 수상한 저력을 발판으로 여성가족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으로 10년 이

부 주관 2014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서포터즈 공모전에서 서포터즈 활

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다라 木’으로 활동한 서포터즈는 지난 1년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안 학생취업처를 이용하는 대·내외 이용자들을 대표해 이용자들이 개인
별 커리어를 개발하고 쌓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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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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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을 지원받는다.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4대 공통
필수과제

창의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운영 | 산업체에서 제안한 신사업을 산학협력과제로 선정하여 캡

스톤 디자인 과제개발로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체 실무자를 멘토로 하여 산업체 연
계 캡스톤 디자인 과제개발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연계 현장실습 운영 | 우리 대학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참여기관과 협약 체결

을 확대하고, 가족회사 연계 현장실습 운영 및 현장 밀착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참여자 취업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해양 특성화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신해양융합연계전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내 신해

양 관련 특성화 분야와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운영 체계 개선 및 성과분석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확산 | 산학협력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델 구축 및 성과 확산

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우수성과 확산 대회를 개최하여 대학 브랜드를 정립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특성화

산학 연계 개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교수-가족회사 활동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 ‘산학협력 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교수업적평가제도에 반영 등 합리
적인 산학협력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컬 공학인재 양성 체제 구축 | 국제 융복합 설계캠프를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공과대

학 학생들을 선발하고 해외 우수대학 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컬 공학인재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 교육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소개

공학교육인증 활성화 |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지원으로 공과대학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 체제 구축 및 순환 자율개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공학인재 양성의 메카!

공학교육혁신센터

융합형
특성화

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학제적 융합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융합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하고 CEO 초청 특강을 통
해 인성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의형
특성화

기술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과목 개설 및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 창업동아리에 필
요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여 교수-학생 멘토링을 운영함으로서 교내 창업 분위기 조성
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우리대학의 공학도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도록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혁신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되었으며, 교육부와

우리대학이 국제적 수준의 서남권 지역산업 실무 공학인재를 양성하는 거점대학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2단계, 2012년
을 가지고 4대 공통 필수과제, 개방형 특성화, 융합형 특성화, 창의형 특성화 등 다양
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지난 2008년 9개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이
공학교육의 국제적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하는데 기여 하
였으며, 2014년 5월에는 기계공학 등 8개 심화프로그램(인증참여 전 학과)이 NGR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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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하였고, 공과대학의 인증 참여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
니다. (’13년도 인증 졸업생 219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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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글로컬 인재육성을 위한 Control Tower’라는 비전

focus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 취업 교과목 운영 |
•자기이해와 진로설계 : 2학년
•자기계발과 취업전략 : 2~3학년
•직업과 사회생활설계 : 3~4학년
•여성의 직업과 진로개발 : 전학년(1학년 권장)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직업 기초역량 강화 교육 : 1~2학년
•직무역량 향상 교육 : 2~3학년
•취업 Skill 향상 교육 : 3~4학년
| 맞춤 취업 지원 활동 |
<우수인재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원임용시험 준비 학습반
•공기업 준비 학습반
•대기업(금융 포함) 준비 학습반
•지역인재(7급 견습직원) 준비 학습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운영>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취업동아리(MNU Leaders Club) 운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교과목
운영

목포대학교 주요부서 소개

진로상담,
취업추천 및
취업알선 활동

성공 취업 목적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공 취 업

맞춤 취업
지원 활동

내 비 게 이 션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성공취업
원스톱 프레이닝
시스템 구축

취/업/수/기

‘치열한 삶’
성공 취업 노둣돌

한국전력공사 입사
김한길 사범대학 교육학과 04학번

목포대학교 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04학번 김한길입
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
습니다. 목포대학교(MNU)의 가장 큰 강점은 열심히만 하면,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4년 전액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학점관리를
잘해서 학교를 거의 공짜로 다니다시피 했고, 학교의 지원을 받아 어학연수 3개

| 진로상담, 취업추천 및 취업알선 활동 |
•MNU경력개발·관리프로그램에 의한 경력관리
•진로지도교수에 의한 진로상담
•학과 취업지도교수에 의한 취업추천 및 취업알선
•목포대학교 취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월(호주)/해외 인턴십 8개월(미국 뉴욕)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 성공취업 원스톱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
진로목표설정 → 직무분석 → 입사지원서 작성
→ 면접훈련 → 입사지원 완료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사무직은 제게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었

입사지원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특별반(임용고시/공무원/대기업/의학전문대학원
준비반 등)에 입소해 나름 편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 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2학년
때 꿈이 바뀌었고, 은행원/공기업 사무직/공무원 3가지 중 하나를 목표로 해야
고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는 제 꿈의 직장이었기에 ‘꼭 한전에 취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
작했습니다. 학과 수석을 목표로 공부했고, 방학을 이용해 학교 토익 강좌를 수
강하며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어학연수/해외인터십에 관심이 있다면 토익은

취업지원실은 급변하는 채용시장의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

필수이기에 토익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면접훈련실

류 클리닉, 모의면접 훈련 등 참여형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체와 학과 및 학생

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토익은 꾸준히 공부했고, ‘5개월 1자격증 취득’이라는 목

을 하나로 연결하는 맞춤형 구인·구직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열

표를 갖고 컴퓨터/한문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3학년 마치고 학교의 지원

한 취업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을 받아 뉴욕의 신문사에 8개월간 인턴십을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신문사 일을

그 중 대표적인 것이 MNU 경력개발 포인트와 진로지도 교수제도로 구성된 ‘MNU 경력개
발·관리프로그램이다’, ‘MNU 경력개발·관리프로그램’은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영어실력을 쌓았습니다. 만들어진 영어실력을 바탕으
셀프면접훈련실

로 영어 말하기, 쓰기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사

과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개 역량강화활동(자기탐색/리더십 함양/글로벌/역

가 필수였기에 한국사 자격증 또한 취득하였고, 졸업 후 약 6개월 간 학교 고시

량 강화/취업프로그램)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도전정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

원에 들어가 공부하였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그

쓴다. 그리고 진로지도 교수와 함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경력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

결과 당당히 한국전력 공사 정직원 입사의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포인트를 배정해 자기 계발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장학생 선
발, 해외연수자 선발, 취업추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취업지원실은 학생들의 단과대학·전공별 취업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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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익점수 향상과 자격증 취득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취업 지원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PT면접실

해 본적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만큼은 이를 만
회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전진
한 끝에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MNU
는 여러분의 앞장을 밝혀 줄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의지만
큼, 저와 MNU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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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취업교양강좌, 취업아카데미, 입사서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3개월 간 호주 어학연수를 보내 주었는데 세상 보는 눈

love story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love story 3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

우리 대학은 10월 28일 완도군 약산고1,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캠퍼스

진로탐색 및 캠퍼스 생활 체험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

생활
체험

이날 행사에서 약산고 학생들은 우리 대학 박물관을 비롯해 대학 주요기
관 탐방, 재학생 선배로부터 듣는 나에게 맞는 학과선택 및 캠퍼스 생활,
학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등 학과 비전과 장래 진출분야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과, 식품영양학과, 체
의류학
육학
과,
미술
학
과

목포대 교수합창단,
대학 축제의
아름다운 동행

가
참

목포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한마당”
성황리에 마쳐

▲▲

목포대,
도서벽지 고교 초청
‘캠퍼스 투어’ 개최

love story 4
◀◀

우리 대학 교수합창단은 대학 축제(대동제) 행사의 일환으로

9월 30일 오후 5시 반부터 30분 동안 도림캠퍼스 분수대 특설무대
에서 합창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한다는 의
미로 마련됐다. 특히 우리 대학 교수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대

▶▶

축제
의장

love story 1
우리 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과대학

복
한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9일 구례에서 개막된 2014 전남 학생스포츠
문화 축제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는
감하
공
하고
함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 미술학과 소속 교수와 학생 90여명이

모두가 함께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행

교

참가했다. 우리 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은 각 학과의 특화된 역량을

학 축제는 학생들만의 축제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대학 구성원

바탕으로 축제를 찾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회 관계자 5,500여명을 대
상으로 ▲ 의류소품 제작 및 염색 ▲ 기록사진 촬영 및 페이스페인팅 ▲ 뉴스

love story 5

포츠 체험 ▲ 스트레스 측정 및 영양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월 19일 오후 2시 교내 학생생활관 식당에서 교직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내

교직원
당에서
관식
활
생생
학

60여명 참여

우리 대학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소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2

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 사범대학은 10월 8일 무안 망운중학교에서 지난 5월 양교

이날 우리 대학 봉사단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목포시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간의 교육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MUM 꿈 희망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일

에 김장김치 200포기를 직접 담아 전달했으며 복지관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무안

일교사 방문수업을 진행했다.

군·목포시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 불우한 이웃 20개 가정에

이번 방문수업은 우리 대학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

전달됐다.

◀◀

목포대,
MUM 꿈 희망 프로젝트
망운중 방문수업 개최

최일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이 무안 망운중학교의 일일교사로서 수업 및 학교운
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하는 여직원들
아를 병행
의보
과육
육고
장
직
충

제
공

특히 이번 방문수업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에게는 수업에 관한 자신감

16
+
17

진로
양한
멘토-멘
티 교류를 통해 다

진학

보
정

해
소

목포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펼쳐

love story 6

을 고취하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한 무

◀◀

안 망운중학교 학생에게는 지역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교류를 통해 다양

원들의 보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8월 28일 대학본부 별관 1층에

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교육적 기회균형 확대에 기여했다.

보육지원실을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보육지원실은 침상 2대, 안

우리 대학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

마의자 1대 등 수유공간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임신과 영

목포대,
행복이 가득한
보육지원실 개소

유아를 둔 여직원의 쉼터로서 건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love story 2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또한, 12월 5일에 광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전시회에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여 우수
상을 받았다. 현재 ‘압축식 에너지 물병’은 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다. 이어 12
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목포대학교 MNU페스티벌에는 캡스톤디자인대회에 ‘수력 파워 캡슐’이라는 작
품으로 전기공학과를 대표해 전시 및 심사를 받았다. 또한, 동일한 작품으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광주 지역 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캡스톤 디자인 우수 작품 전시에
선정되어 전시 및 심사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개발에도 으뜸

타키온의 활동은 그저 경진 대회 참가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작은 동아리
이고, 5명의 총원일 뿐이지만 학습 시에도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가르쳐 주며 개인 역량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 특성화 교육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무료 TOEIC 교육에도 5명 모두 참여하
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 또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2월 8일에 특허청 심사위원들을 초청하
여 전기공학과 내에서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아이디어 대회에 참가하여 5명 중 3명이 각각 금상, 은상, 동상
을 차지하였다.
이토록 창업 동아리 타키온이 각종 경진 대회와 개인적인 학습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인 박태
식 교수의 열성적인 지도가 큰 원동력이 되어서다. 지도교수인 박태식 교수는 전기공학과에 부임한지 2년차
취업의 벽, 창~창~창업으로 뚫다!
타키온

전기공학과 창업동아리
‘타키온’

로 교수직을 맡기 전에는 전력전자를 전공하였고, 특허청에서 일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타키온

발명과 특허 출원으로 취업과 창업에 함께 도전

타키온은 전력전자와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
한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학과 강의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발명과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앞으로 전기 관련 직종이나 창업 시 필요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타키온은 이러한 다양한 학습과 경험들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실력있는 창업동아리로서의 역사과 전통을 세워나갈 것이다.

2014년 처음 결성,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창업 동아리 타키온(TACHYON, 지도교수 : 박태식)은 2014년 처음 결성된 전기공학과 소속의 신생 동아리

전기공학과
창업동아리

이다. 처음 결성된 계기는 학습과 실험을 통해 다양한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였고, 여러 경진 대회의 참가를 첫
가득 차 있다.
각종 경진 대회 참가로 진정한 실력 입증

타키온은 앞서 여러 경진 대회의 참가를 목표로 설정한 만큼, 동아리의 결성 첫 해지만 LINC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꽤 많은 경진 대회에 참가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우선 2014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서울특
별시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의 본사에서 개최된 발명 특허 대전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전력의 자회사들과 대학생들의 작품들 중 선별하여 2박 3일간 전시하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이 대회에서
‘압축식 에너지 물병’이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차지하면서 소정의 상금과 한국전력 공채 모집 참가 시 10%의 가
산점이라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18
+
19

TACHYON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목표로 설정하였다. 비록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총 인원 5명의 신생 동아리이지만, 구성원 모두 열정과 의지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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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체취를 맡으며 청소에 임하다.

처음 요양원을 방문하던 날 십 수 년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의 반가운 얼굴에 기쁘기도 하였지만 막상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자세한 설
명을 듣고 남자 봉사자들은 남자 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또 여자 봉사자들은 어린 아이와 여성 장애인
이 생활하는 곳으로 각각 배정되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바닥 청소와 소독 그리
고 이른 저녁식사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바닥을 꼼꼼히 구역을 나누어 자기가 맡은 곳을 쓸고 닦으면서 이
상야릇한 장애인들의 침과 약, 변 등이 섞인 약간은 거북스러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냄새를 맡
을수록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그 위에 소독제를 가볍게 뿌리고 다시 닦으면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
니 어느덧 청소가 마무리 되었다.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옆에서 청소법을 개략적으로 안내해 주셨지만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청소에 임하였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다.

청소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들이 곁에서 보기
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었고, 빨래가 그리도 많이 나오고 생활하는
곳이 그리도 알 수 없는 냄새가 스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녀오면서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나름 뿌듯
교직원 동호인회 소개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사나래
봉사

하기도 하는 등 만감이 교차했지만 참으로 의미있고 보람 있었던 방문이었다.
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목포장애인요양원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사나래봉사’

처음 생각했던 자원봉사의 모습은 아이들 손을 잡고 건물 주변을 산책하거나 야외행사를 하는 곳에서 보

사나래
봉사

조역할을 하는 등 드라마에서 봄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역시나 내가 꿈꾸는 것과 현실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보단 그들이 무엇을 진정 필요로 하는가에 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한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장 안에서 얼굴은 알지만 교류가 많지 않았던 선생님들과 좋은 일을 함께
하며 서로 땀흘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작
지만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_ 박진구 공동실험실습관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해 보지 않을래요?

일상에 지쳐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조승곤 선생님이 같
이 자원봉사동아리(사나래) 활동을 해보자고 권하였다. 잠시잠깐 신중하게 고민하다 그래도 생활에 변화
를 주고 보람있는 일을 찾는게 좋을 것 같아서 승낙을 하고 첫 미팅을 가지게 되었다. 동아리 소속 10여분
던 내 귀가 갑자기 번쩍 뜨였다. 내가 첫 직장으로 들어가서 좌충우돌 2년 8개월을 보낸 곳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자원봉사 할 곳이 결정되고 전직 사회복지사였던 관계로 장애인요양원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가능
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드는 작업을 내가 맡게 되었다.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잠깐 하기
는 했지만 실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했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임하리라 나름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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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모여서 자원봉사 할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포장애인요양원 이야기가 나왔고, 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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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땅, 독도야 미안해!
● 제6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참가記

대장정 일정 중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사진, 영상으로만 접했던 독도에 간
경험은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1년 중에 배가 정

미래를 품은 동해,
꿈을 뿜은 동해팀

박할 수 있는 날이 3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
지만 우리 동해팀 모두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는지 다행히 독도에 입도할
수 있었고, 눈에 그 경관을 담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온 몸으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해팀 전원이 열심히 연습했던
독도 플래시몹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어서 독도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그
곳에 남겨둔 것 같아 매우 뜻 깊었습니다. 비록 독도에 내린지 30분도 채 되
지 않아 다시 배에 탑승해야 돼서 조금이라도 독도를 더 눈에 담고자 이리저
리 둘러보며 아쉬움을 달랬는데, 다음에 또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머지않
아 일본과의 분쟁이 해결되어 훗날 독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다시는 들지
글 _ 안장아 지적학과 4

않기를 기도하며 독도를 떠났습니다.

● 대장정 기간 : 2014년 8월 12일 ~ 8월 19일 <7박 8일>

‘해안누리길’ 그리고 바다가 이어준 소중한 인연

● 대장정 루트 : 서울 → 고성 → 강릉 → 동해 → 울릉도/독도 → 경주 → 울산 → 부산

‘해안누리길’은 대장정에 와서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올레길, 둘레길은
저는 동해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름방학이면 가까운 완도나 해남, 신안 지역은 자

들어봤지만 해안누리길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해안누리길은 ‘바닷가

주 놀러가곤 했지만, 동해는 거리가 다소 멀었기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해, 서해, 남

도보여행 코스’로 일정의 넷째 날 울릉도 행남 해안산책로를 걷게 되었습니

해를 답사하는 해양영토대장정은 제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특히 동해를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커

다. 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 해안누리길 구간을 걸으며 대원들과 함께 파도 소

다란 설레임을 안겨주었습니다.

리도 듣고, 바다 냄새도 맡으니 동해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
니다. 특히 갯벌이 있어 바다색이 탁한 서해에 비해 동해는 그 안이 다 보일

동해팀과 함께한 대장정의 시작

드디어 8월 12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 모든 팀들이 모여 발

정도로 푸르고 투명해서 더욱 신기했고 뜨거운 햇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제가 속한 동해 6조 조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첫 대면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모두들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짐도 챙겨주면서 다

그저 바다는 놀러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지난날의 저를 되돌아보면 참

른 조들에 비해 훨씬 더 일찍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 그리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해양영토대장정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행선지인 고성으로 이동했을 때의 대장

익히며 직접 체험했던 시간들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짧다고 할 수 있는 7박 8일 동안 바다가 이어준 우리 동해 6조와의 소

다음날 본격적인 일정의 첫 시작이었던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제1함대 방문. 그곳에

중한 인연과 추억들은 제게는 매우 특별함으로 남았습니다.

서 제독님의 강연과 광개토대왕함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해군의 우수함과 그 중요성을
다름없기 때문에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운, 자원, 기지 등을 아우르는 ‘해

‘바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로 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몰랐던 해양력

95명의 청춘들이 모인 우리 동해팀은 동해의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마음에

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받아들였습니다. 동해의 새파란 기운과 생동감은 한 여름 우리들의 뜨거운

함선을 견학할 수 있었던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곳

열기를 품었고 호연지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곳을 둘러보며 함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기는 어떤 것

서 우리 청춘들이 뿜은 꿈들은 가슴 속에 영원히 푸른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

이 실려 있는지, 항속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
니다. 특히 함선에 대해 잘 모르는 대원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제
독님이 자세한 설명까지 해 주셔서인지 견학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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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받아’ 들였던 ‘바다’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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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독님께서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토로 인해 섬나라나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참관記

첫 번째로 본 영화였다. 한 성악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천
재적인 성악가 배재철에 대한 실화이다. 배재철은 유럽과 일

영화를 향한 꿈,
작은 소원 하나를 이루다!

본에서 인정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에 이상이 생긴다.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점점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진다. 절망에 빠져서 힘든 날
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일본의 한 의사를 알게 되고 수술을 받
게 된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조금씩 목소리를 찾아가
고 있고, 그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
다. 영화 상영을 마치고, GV가 진행되었다. 영화 감독 김상만과 배우 유지태,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미국 배우도 참여하였다. 영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
다. GV가 끝날 쯤에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배재철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말로 표현

● 영화제 개최기간
● 영화제 참관기간

2014년 10월 2일~11일
2014년 10월 3일~5일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눈물나는 장면이었다. 영화에서 느껴졌던 감동이 2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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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러 많은 유명한 분들이 오셨다. <화양연화>로 유
명한 왕가위 감독도 이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의 주변을 맴돌다가 악수를 하는 영광도

서랍 한 곳에 중학생 때 쓴 버킷리스트가 있다. 버킷리스트란 쉽게 말하면, 소원 목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다.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이 되니 소원 목록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실천하지 않은 나를 보고,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영화제 참관하기’였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영화제가 많이 열린

누렸다. 그 날 하루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 튀니지의 샬라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띄고 있다. 아랍권 국가인

다. 목포만 해도 ‘목포인권영화제’와 ‘목포해양영화제’가 열렸었고, 광주에도 ‘광주인권영화제’, ‘광주

튀니지에서 벌어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랍권 국가들은 여성

국제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가 개최된다. 이 뿐 아니라 전주, 서울, 부산 등 곳곳에서 영화제가 열리
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화제를 꼽는다면, 당연히 ‘부산국제영화제’이다. 무려 9일간이나 열리고,

에 대해 무척이나 보수적이다. 여성은 몸에 달라붙는 옷이

이 시기에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다.

나 짧은 치마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샬

목포에서 계속 살았던 나는 큰 영화제를 반드시 가보고 싶었다. 마침 친구도 가고 싶어 했고, 우리는

라는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샬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

부산으로 함께 길을 떠났다. 우리의 일정은 2박 3일이었고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산에서 머

며 이런 개방적인 옷차림으로 다니는 여성의 엉덩이를 면도

물게 되었다.

칼로 긁는다. 영화에서는 과연 샬라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데 결국 실체는 밝혀지지 않는다. 결국 샬라는 한 인물을 가

출발하기 전에

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여성의 엉덩이를 면도칼로 긁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숙박이었다. 축제 기간 2주 전부터 숙박업소를 알아봤는데, 해운대 주

나는 이 영화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옷차림이 그 나라에

변의 게스트하우스는 모두 예약이 가득 찬 상태였다. 호텔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서는 금기시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옷차림의 여성을 바라보는 아랍권 남성

않았고, 모텔도 구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수십 곳을 전화한 후에 겨우 방이 남은 곳

들의 시선이 더 충격적이었다. 이런 여성들이 마치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엉덩이를 면

을 찾아서 예약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놀러갈 분이라면 미리 한 달 전에 숙소 예약

도칼로 긁어버린다. 게다가 샬라를 찬양한다. 문화를 문화라고 인정하기 전에, 과연 누

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행사 때 운영하는 숙소가 있으니 홈페

구를 위한 문화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영화였다.

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화표 예매는 인터넷과 현장에서 할
여행을 마무리하며

해야 한다. 평일 상영작들은 현장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주말 상영작들은 경쟁

오래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영화제에 와서 행복했고 재밌으면서도 특이한 영화를 많

이 치열하다. 나는 영화를 편히 보기 위해 모두 인터넷 예매를 했다. 한 번에 사람이 많

이 접할 수 있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부산에 들러 축제를 더 즐기고 싶었으며 무척 색

이 몰려서 20분가량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다른 경험의 연속이었다. 영화관에서 유명 감독을 만나고, 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간 카
페에서 배우도 만나고.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경험을 이틀 동안에 할 수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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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도착마자 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떠났다.
내가 부산에서 인상 깊게 본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있을까? 마지막으로 영화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 상영 이외에도 다른 재밌는 부
대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지
않아 조금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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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막작과 GV(Guest Visit:게스트와 만남)는 경쟁이 치열하니 꼭 인터넷 예매를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참가記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지체장애, 자폐장애, 지적장애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가지 중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이상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름다운 성장과 경험

차지했다. 또 개인마다 다운증후군, 장애로 인한 개인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다.
14명의 각각의 아동들의 장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봉사에 시작하는데 앞서 기본이
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실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첫 주는 아동들의 장애 유형과 등급을 여쭤보며 적응

2014 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기간을 가졌다. 센터에 방문 횟수가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함께한 동행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게 된
글 _ 이애리 간호학과 1

봉사로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

계기는 여름방학 캠프 때였다. 2박 3일 동안 나의 짝꿍인 명성이만 본 것이 아니라 봉
사자들끼리 서로 부탁해 가며 상황에 따라 서로의 짝꿍을 돌보았다. 같은 밥상에서 밥

1학기의 종강을 앞둔 몇 주 전부터 의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봉사활동을

을 먹을 때, 화장실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계속 마주치고, 챙겨주다 보니

찾아 1365와 VMS 사이트를 조회하였다. 다행히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영종도

거리감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특히 춘천의 구곡폭포에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자폐증을

가 속해있는 중구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음악활동 보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예성이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며 마음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다.
한때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바꾸려고 했을 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의 개인상

공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봉사신청을 하고 기다렸다.
얼마 후, 신청한 기관에서 전화가 왔고 핸드폰 넘어 익숙히 듣던 목소리의 담당자 선
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담당자 선생님도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는 먼저 반갑게
아는 체를 해주셨다. 현재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팀장님이신 김호

담 속에 간호학과로 오게 되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것을 체
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통해 얻는 것이 참 많았다. 연민으로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장애아동과 함께 복지관

연 선생님과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호연 선생님은 원래 인천 남구청의 Dream start center의 직원으로 내가 20살 때

이 아닌 사회로 몇 시간 동행할 때 쏟아지는 시선들, 아이가 실수를 하면 받아야 하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만난 분이시다.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

질책을 부모님들은 언제 받을지 모르시니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실 것이다.

는 ‘인천남구 대학생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학습봉사를 도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나니 그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감사

왔다. 그때 인연이 되었던 김호연 선생님께서 이직을 하셔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주간

했다. 건강하게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

보호센터 팀장자리에 계시게 된 것이다. 운이 좋게도 안면이 있던 선생님이 계셨기 때

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문에, 어려웠을 수 있었던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봉사가 여러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 속
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름다운 성장과 경험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김호연 선생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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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이 기회가 되어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봉사는 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중에 갔고, 가서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았다. 월요

선생님과 내가 비록 나이 차이가 많지만, 뵈면 반갑고, 또 선생님으로써 딸처럼 챙

일에 봉사를 가면 사회적응 훈련으로 일주일치 간식을 사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근

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혼자 사회에 나가서 웃어른을 대하는 것이

처 마트에 갔다.

어렵고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인연이 되고, 자신에게 기회가 되어 스스

선생님께서 주요 물건들을 장을 보는 동안 나는 아동과 함께 과제로 내어주신 2가지

로를 성장시킬 기회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봉사든지 기회를

의 물건을 함께 찾으며, 시식도 하고 물건의 이름을 공부했다. 화요일은 활동시간에 음

찾아 도전하고, 사회에 나가서 땀을 흘려보기를 권하고 싶다. 타인을 위한 봉사가 자

악수업을 함께 하였다. 장애아동들은 악기를 왜 연주해야하는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신에게 당장의 희생이나 손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경험들이 기회

도움이 필요했다. 수요일은 활동시간에 난타수업을 함께 하였다. 수업 전에 공익요원과

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께 미리 강당에 올라가 난타를 꺼내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방학 때마다 선생님께 연락하여 봉사를 갈 계획이다. 다음에 센터를 방문해서 봉사

그 외에 식사도우미, 놀이 도우미, 운동시키기, 이 닦아주기, 센터 내 청소 등 잡일을 맡

할 때는 지난 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하지 않을 실수는 하지 않고, 좋은 일

아 도왔다. 다행히 처음 느꼈던 장애아동들에 대한 두려움은 봉사 횟수가 잦아지면서

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방학이 끝나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자라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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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과 함께한 시간들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홍보대사가
전하는
MNU통신

글 _ 배혜령 중어중문학과 2
글로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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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e Day

목포대학교
제1회 유학생의 날
2014년 10월 16일 우리 대학에서는 ‘제1회 유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진에 보여진 이외에도 차딴(찻잎과

름으로 지역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입고 나와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을 맘껏

오전 9시부터 플라자60 소극장과 분수대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상대 문화 이해하기(국가

간장을 넣은 물에 삶은 계란), 찌리유(닭

한다. 전통음식 소개할 때 아쉬운 점이

뽐냈다. 반면에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

소개, 노래, 춤 공연), 3개 국가 전통음식 소개하기, 유학생 전체가 참가하는 체육대회 행사,

고기를 가늘게 썰어 튀김가루를 입히고

있었다면 베트남 뿐만이 아닌 나머지 국

이 있어 한국가요 경연대회에 재미를 더

유학생 바자회, 유학생 한국어 노래 경연대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오전에 수업이 있었

튀긴 것), 빠오즈 (밀가루에 고기소를 넣

가 유학생들도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해주기도 했다.

던 관계로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갔을 때에는 분수대 옆에서 3개 국가

고 진 것)등 다양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입었으면 더 다채로워 보이지 않았을까

(중국, 몽골, 베트남)의 전통음식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서 부담스럽

하는 것이었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 행사 진행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유학생 모두 웃음

먼저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복장을 곱게 차려 입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예

지 않게 맛볼 수 있었다. 판매를 주목적

마지막으로 진행된 외국인이 부르는

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맘

뻤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시엘 빙은 부추와 계란을 볶아 소로 만든후 밀

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전통음

한국가요 경연대회이다. 시상은 1등 부

껏 즐기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 처

가루에 그것을 넣고 구운 것이었다.

식을 소개하려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

터 3등 그리고 인기상과 아차상 총 5개

음으로 진행 된 유학생들의 행사이지만

았다.

부문으로 나눠져 있었다. 한국가요 부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고

이날 바자회와 전통음식 판매에 따른

기에 참가한 유학생은 모두 17명 이었는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

판매수익금은 목포대학교 유학생회 이

데 다들 한껏 멋을 부리고 예쁘게 차려

2회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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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report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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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NU
사진 공모전
당선작

사진으로
읽는
목소리

1

대 상
우수상
장려상
입 선

❶
❷
❸
❹
❺

Firework
꽃이 좋아라
꿈을 향한 한걸음
분수대
개강 첫날, 아침

배철민(조선공학과 졸)
정일식(제4행정실)
장재석(식품공학과)
나홍진(식품공학과)
홍기태(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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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언론홍보학과를 졸업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정치-언론 영역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

정치언론홍보학과는 재학생들의 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

+

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 취업을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
는 것을 필두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내에 교수-학생으로 구

정치언론홍보학과 학과장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박찬표

interview;

성된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영문기사 강독과 독서 프로그램’, ‘기사 작성과 토론 프로그램’, ‘다큐
멘터리 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취업 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님들의 관심이 많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정치언론홍보학과

학과 자체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과 자체 취업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고취시키고 커뮤니케
이션 확대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꾸준한 스터디 그룹 활동을 독려하여 외국어(영어) 점수 및 자격증 취득률
을 향상시켰으며 졸업 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
습니다.

정치언론홍보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이 학과 재학생들에 대해 애정이 많으시네요.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하나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치언론홍보학과 졸업생들은 국회 비

정치언론홍보학과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
해 설립되어,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미디어(언론)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진은 수업과 학과 행사 등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서관, 텔레비전 PD, 신문기자, 라디오 작가와

해 움직이는 현상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

서만 교수와 학생간의 애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비공식

리포터 등 전공 관련도가 높은 직종에서 활동

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고민과 미래계획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에

하고 있습니다.

전공학생들은 4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치학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더

대한 실제적인 전망과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수

불어 미디어와 언론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들을 습득함

제’를 통해 담당 학생들이 안고 있는, 학업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정치언론홍보학과에 관심있는

으로써 졸업 후 정치-언론 영역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준비를 할

상담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적인 자리를 만듦으로써 교수와 학생들 간에 격

고교생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언론)의 정치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학과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 분야에

정치언론홍보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발표능력

정치언론홍보학과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동아리 ‘PEN’과 방송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응하는 학과로서 다양한 면에서 노력을 경주

통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영상제작실습을 통해 학습 능력을 고취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동아리 ‘THE SCENE’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학습결과를 발표하는 정치언론홍보인의 날을 개최
정치언론홍보학과 박 찬 표 교수

하여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행사 및 토론을 진행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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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언론 영역에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활
동하고자 하는 고교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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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첫째, 천일염연구센터는 국내산 천일염이 암염 등 일반 식용소금에 비해 건강에 어떻게 우수한가를 규명
하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함경식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장은 “일반인들은 소금을 생각할 때 혈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
지만 소금은 모든 신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라며 “우리 센터는 소금의 종류에 따라
섭취한 소금이 인간의 신체에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함 교수는 “다른 종
류의 소금이 혈압·당뇨 등 대사질환,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 혈관질환, 신장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
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천일염연구센터는 천일염이 다른 종류의 소금에 비해 발효식품에 어떠한 차별성을 끼치고 있는가
를 연구하고 있다. 함 교수는 “발효식품에 첨가한 소금은 종류별로 발효식품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줘 해당 발
효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천일염연구센터는 국내산 천일염의 생산방법 개선, 품질 표준화 등을 통한 천일염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함 교수는 “최근 미국 제약회사, 비타민 보조제 생산회사 등 2개사가 우리 센
터에 기술이전 문제로 접촉해오고 있다”며 천일염에 대한 신기술 개발에 자신감을 보였다.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는 국내·외에서 천일염 신기술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소금 연구에 주력하고 있
는 프랑스 디종대학 임상지원센터장이 올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고 해양수산부의
‘수산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7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보였다.

소금이 노화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초점

“앞으로 천일염연구센터는 기존 연구를 계속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소금이 노화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초점
을 맞출 계획입니다.” 함경식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장은 센터
창설 1주년을 맞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함 센터장은 “기존에는 음식물이 유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

INTERVIEW

Solar Salt
R&D Center

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음식물이 유전자 구
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2~3대 후손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천일염 우수성 입증’에 박차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며 “소금도 음식물인 만큼 모든 사람이
건강에 좋은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0년 전부터 천일염을 구워 죽염을 만든 뒤 먹기도 하고 생활
함 경 식 천일염연구센터장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
나무에 천일염을 더해 볶아 만든 죽염은 유해 활성산소 발생을
현저하게 낮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연구 인력을 보유한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가 창설 1주년을

사실이지만 죽염의 유효성분 역시 마늘처럼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맞아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

천일염연구센터는 천일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 주요 대학교수 13명과

재 죽염의 가격은 1㎏에 25만원 정도로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도·이집트 등 5개국에서 참여한 연구원 10여명 등 모두 85명의 연구진이

며 “생산량이 한정된 소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천일염을

모여 천일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로 식용하는 암염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얼마

죽염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힘

만큼 더 우수한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

주어 말했다.

기 위해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 기사제공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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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센터장은 “이제는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hop clip;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교류협력 업무 협약 체결

목포대, 대불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과정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와 잠재 농어업인 육

우리 대학과 전남 대불산학융합본부(이사장 우기종)는 1월 20일 오후 3

성, 청년취업(일자리) 증진 및 농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12월 15

시 전남 대불산학융합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우기종

일 오전 11시 반 본관 2층 총장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

이사장과 송하철 원장, 최일 총장, 대한조선 및 중소기업 15개사 대표이사,

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농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인턴 채용

특성화고 교장과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대불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공동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등 다양한 협

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과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

력사업 추진 ▲농수산식품 정보 Hot Line 구축 등 다양한 교류활동 강화 ▲

학과 전남 대불산학융합본부는 지난해 말 2015년 대불산학융합지구 특성

농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화고 선취업-후진학 과정에 영암구림공고, 목포공고 등 9개의 고등학교에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은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이

서 우수 고등학생 23명을 선발했다.

전 공공기관 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강화로 특성화 분야인 친환경바이오융

이번에 선발된 고교생들은 대기업인 대한조선과 조선해양 산업 유망 중

합인력양성 및 농수산식품 분야 상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

소기업에 취업을 보장받고 2월 말까지 대불산학융합지구에서 실시하는 직

전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육을 수료 후 회사 취업과 동시에 우리 대학 조선시스템학과에 입학
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목포대,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사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9월 23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총장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목포대, (재)광주비엔날레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통신분야 협력사인 (주)엠씨에스텍(대표이사 우희탁), (주)코리아퍼스텍

우리 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대표이사 장영규)과 공공기관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정동채)와 12월 18일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

기술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 전

우리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엠씨에스텍, (주)코리아퍼스텍과 가족

문 인력 양성 ▲각종 전시회 및 행사 상호 공유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등

회사 관계를 맺고 현장실습 및 인턴쉽을 통한 학업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으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힘쓰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상호지원, 산학공동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공동양성, 장

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비 및 시설의 상호활용 등을 통한 산학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
량강화 교육 등 기술개발 및 교육에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목포대, 네덜란드 TNO와 해양에너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11월 4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우리 대학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과 금융분야 전문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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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방문한 경제사절단 일행 중 독립
연구기관인 TNO(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와 해상풍력분야 기술개발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 및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네덜란드 TNO(Maritime

고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2층 총장실에서 금융분야 맞춤형 인재 양

&Offshore Director:Jan Hoegee)와 정부 2.5GW 실증단지 구축과 전라

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금융분야 유관학과

남도 5GW 육·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에 발맞춰 해양에너지산업의 발전

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고등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금융분야의

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네덜란드간 인력양성 및 교환 프로그

신경영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램 개발 등에 상호협력 하기로 합의했다.

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은 금융보험학

특히 양 기관은 해상풍력기술개발(R&D)과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과 등 금융분야 유관학과의 인턴직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재

(O&M) 인력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 및 시설의 상호활용 등을

양성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한 실제적인 산학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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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맞춤형 인재 양성 협약 체결

people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신순호 교수,
2014 지역희망박람회서 근정포장 수상
>>

목포대 강성국 교수,
산학연 기술개발 유공자 표창 수상
>>

우리 대학 지적학과 신순호 교

목포대 김선태 교수,
시집 ‘그늘의 깊이’ 펴내

목포대 이기훈 교수,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출간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 강성국

수가 12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교수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12

에서 열린 2014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

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광주디자인

역발전 유공자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센터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신순호 교수는 1985년부터 우리 대학

기술개발사업 성과물 전시·발표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획협력처장, 평생

산학연 기술개발 유공자로 전라남도지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

사 표창을 수상했다.

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

>>

과 평가자문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한국

로 지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

꽃이 돌아왔다’(창비) 이후 6년 만에 시집 ‘그늘의 깊이’(문학

‘청년’ 개념의 전개와 변천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청

지적학회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도서개발사업선정위원

업이 협력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의 해결을

동네)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비평가 김경복 교수(경남대)가 해

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돌베개 발

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 「우주를 공명하는 한의 울림」에서 밝혔듯 남도 정서의 밑바

행·332쪽)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이교수는 청년이 수행한 역

탕에 깔린 한(恨)을 해학과 신명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

할과 그 의미를 통해 ‘청년’ 개념의 전개와 변천을 다루고, 이

고 있다. 특히 「섬의 리비도」 연작을 중심으로 그간 관심을 가

러한 개념사적 접근법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접근하며 ‘청년’은

져왔던 해양시의 영역을 해양민속으로까지 확대해 주목을 받

한국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주체로 상정한

고 있다.

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주

목포대 송하철 교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목포대 국문과 출신 정대하
‘올해의 법조 언론인’ 선정

>>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선태 교수가 시집 ‘살구

>>

우리 대학 사학과 이기훈 교수가 근대의 아이콘,

체’가 설정되어야 했고, 청년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호명
됐음을 설명한다.
우리 대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출신 한겨레 사회2부 정대하(박사과정
수료) 기자가 법조언론인 클럽이 주관하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벤처·창업 유공자 포상 수상

목포대 레저스포츠학과 박태원, 박미숙, 김한진
히말라야 정상 등정 성공

는 제1회 법조언론상에서 ‘2014 올해의
법조 언론인’으로 선정됐다. 정대하 기자
는 2014년 3월 대주 그룹 허재호 전 회
장이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한다는 이른
>>

우리 대학 조선공학과 송하철 교수((사)전남대불

바 ‘황제노역’ 사건 보도를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학융합본부 원장 겸직)가 9월 18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
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가 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하철 교수는 지역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목포대, 대한용접·접합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우수상 수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전남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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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해 서남권 조선해

>>

양 산업단지의 혁신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교수와 용접&자동제어실험실이 11월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김일수

>>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정석원)는 11월

>>

우리 대학 체육학과 대학원 레저스포츠학과 박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원·박미숙·김한진(지도교수 전호문) 원생이 전문산악인으

전문매니저 정재욱(창업지원실장)과 센터 졸업기업 ㈜애플그

로서 2014년 11월 히말라야 ‘얄라피크’(해발 5,500m), ‘체르코

린(대표 김현미)이 각각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피크’(해발 5,742m)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등정에 성공한 3인

20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열

이번 수상은 ㈜애플그린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산업

은 앞으로도 고산등반과 다양한 등산산업 활동을 통해 우리 대

린 대한용접·접합학회 2014년도 추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 내 창업기업 정착 및 수출기업 육

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포스터부분)

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 창업 활성화에 공헌한 실적

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을 수상했다.

이 크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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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최한 ‘제11회 조선해양의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letter ;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37년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후배들에게 박수받고 떠나는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유스럽게

명예퇴직

저는 근무하는 동안 항상 대학의 주인이자 행정의
수요자인 학생편에서 일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렇게 실
행에 옮겼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퇴직후에도 후배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간다더니

우리 대학에서는 많은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돌이켜 보면

하고 만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격의없는 자리를 함께하

제 나이가 벌써 은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977

근무 중 직원들과 국내외 연수를 함께했던 기억들, 한마음대회에

고 싶은 바람 뿐입니다.

년에 농촌지도직으로 공무원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래 1981년

참석해 직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던 기억들 등 어려가지 생각들

부터는 전남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으로 다시 새출발 했으며,

이 많지만, 특히, 입시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가장 힘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199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목포대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테니스와 등산으로 소

하지만 매일 새벽 3-4시까지 야근하면서도 6급 승진 과정에서 경

일하면서 광주근교에 텃밭도 10평정도 가꾸며 취미가

저에게 있어 공직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력과 서열이 늦은 동료들에게 수차례 밀리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기

맞는 친구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함께 보내게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려면 37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

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제게는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던 시기로 기억

될 것입니다. 또한 가끔은 손주들도 돌봐줘야 하지 않

으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되며, 여러번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

을까 생각해 봅니다.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니다. 이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을 추스리며 열심히

제 평생을 목포대와 함께 했던 기억은 영원히 잊을

근무했지만 업무와 업무 외적인 모든 부분에서 슬기롭게 처세하고 인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으로

정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게 될 것입니다. 동료 교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을

저는 어렸을 적 고향이 영암이라 시골에서 태어난 관계로

챙기면서 목포대학교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해 주시기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해 공무원시험
을 보기로 결정했는데 호적나이가 늦어 행정직시험을 치루지

그러나 그시기에 늦둥이 아들을 낳아서

를 부탁드립니다. 목포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

못하고 농촌지도직 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 3년

이제는 고3학년이 되었으며, 그 당시 대학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2

로 기원하며 파이팅! 또 파이팅! 을 외쳐봅니다.

3개월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시기 농민지도와 청소

명의 딸들을 공주사대와 경인교대를 보낸 다음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년지도에 힘썼던 기억과 함께 1978년 벼농사인 ‘노풍’ 피해조

현재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2명다 벌써

사를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던 기억이 새삼 생생하게 떠

출가해서 잘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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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내와 자녀들의 동의가 없었다
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퇴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공로패를 받
는 김정문 퇴
직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련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주어졌던 소

그후 교육행정직시험을 새롭게 합격해 장흥교육청을 시작

명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원

으로 전남도교육청 산하에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연륙이 되

래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갑

었지만 완도 신지도에서 2년간의 유배생활과 같은 경험을 한

자기 너무 빨리 올라 건강문제로 더 이상 승진에 대한 욕심이 필요 없

것은 어느덧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게 되었을 때 가족을 믿고 남들보다 사무관 승진을 빨리 포기할 수 있

이어 고향인 영암교육청에서 근무하다 1990년에 목포대학

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필수 실무관 신청을 하였고, 현재 상태에

교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방송통신대학을 졸업

서도 3년 6개월이란 공직생활이 남았지만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목포대 공직생활과

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빨리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명예퇴직을

함께 학업도 계속해 경영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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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2015 시무식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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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한밭대와 교류협력 협의회 개최
우리 대학은 한밭대(총장 송하영)와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도림캠퍼스 일원에서 양 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발간 국제학술지,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로
글로벌 저널 반열에 올라

목포대 박물관,
‘독도 공동순회전시회 개최 보다’
특별전 오픈

학 총장 및 교직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 대학 간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영문국제학술지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벤치마킹을 통한 교류협력

가 세계 유수의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됐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사가

활성화로 상호 대학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에 만든 학술논문 인용지수로, 미국 톰슨사가 1960년에 만든 SCI, A&HCI보다 역사는 짧지만 미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전체 협의회와 분과별

국 이외의 논문까지 공평하게 안배해 평가 지수의 객관성과 보편성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우리 대학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전 9

협의회로 진행됐다. 먼저 전체 협의회에서는 양 대학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가운데 대학 소개와 함께 전반적

있는 국제적 인용지수다. 이번 등재는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가 2012년 6월 창간 이

시 20분 플라자60 소강당에서 최일 총장 등 교

인 대학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분과별 협의회에서는 교무, 기획, 취업 등 12

후 불과 2년 만에 거둔 쾌거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저널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

개 분과로 나눠져 행정부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행정업무 우수사례 상호 소개와 함께 벤치마킹 방식으

행사를 개최했다.

로 운영됐다.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교직원 상호간
새해인사로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

목포대 인문대학, 중국 상하이대학 문학원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목포대, 2014 독서클럽 우수팀
시상식 개최

우리 대학 박물관은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박
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독도박물관과 공동으로

다. 행사순서는 국민의례, 교직원 시상, 신년사, 신

우리 대학 인문대학은 2013년 10월 MOU를 체결

‘우리땅 독도, 그리고 안용복’이라는 주제로 순회

년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한 중국 상하이대학 문학원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

전시회를 개최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특히 교직원 시상에서는 우수 공무원(1명, 대통령

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10월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

표창) 및 모범 공무원(3명,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29일 오후 2시부터 ‘한중 도시문화 비교와 양국의

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와 고문서 및 안용복기념

총장 표창인 업무 성과 유공자(13명)와 발전제안

역사교류’라는 주제로 4시간에 걸쳐서 상하이대학

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 등 자료를 한자리에 모

공모 수상자(3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

교수 3인, 우리 대학 인문대학 교수 2인이 각 분야

아 독도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용복의 활약을 기

2015 국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목포대 개최

별 주제에 관한 발표 후 양 대학 교수들이 교차 토

재경국립목포대학교동문회(회장 이재정)는 12월

우리 대학은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총장실에

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3년 목포대학교와 상하이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후,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2014년 송년의 밤’ 행

서 ‘2014 독서클럽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년 상하이대학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어 올해 우리대학에서 제2회 국제학술대회

사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에는 최일 총

우리 대학 도서관은 2104년 5월부터 9월까지

를 개최한 것으로 양교는 매년 상호 번갈아 가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 박지원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김웅기

5개월간 재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총동문회장, 정내석 교대동문회장을 비롯해 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

리 대학 주요보직자 및 등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

이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

해 자리를 빛냈으며 모두가 어우러진 한마당 축

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독서클럽을 운

제의 행사로 진행됐다.

영해 왔다.

목포대 박물관,
‘무안 양장마을에서
고대 농경을 보다’ 특별전 오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제2회 동아시아도서해양
문화포럼 중국 상해에서 개최

광주·전남 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목포대서 열려

목포대, 조선·해양산업특성화교육
사업단 워크숍 개최

우리 대학은 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플라자
60 대강당에서 ‘CORE2015 국제 캡스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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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국립목포대학교동문회
2014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리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대 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우리 대학 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장학증서 수여

경진대회’(이하 CORE2015)를 개최했다.

식이 12월 1일 목포대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열렸

CORE2015는 목포대 LINC사업단 주관으로 신

다. 목포대 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은 2013년 10

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국내·외 대학들과 캡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조성수 남

우리 대학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광주 라

월 24일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으로 출범

스톤디자인 성과물을 상호 전시·평가해 학생들

부대 총장)는 1월 13일 오전 11시 우리 대학 최일 총

마다호텔 4층에서 호남·제주권 지역전략유형으

해 단순히 장학금만을 지급하는 소극적인 범주에

의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상력과

장 등 지역대학 총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3

로 우리 대학 특성화사업(CK-1)의 대표주자격인

서 벗어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

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

문들과 함께 이 지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올해 4번째로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안건 제안에 따라 교육부 대학 구조

한 창조적 융복합교육 특성화사업단’ 1차년도 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의 마음과 뜻을 헤아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중국 상해해양대학

려 기부금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본질에 충실히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에 올라 열띤 경쟁을 한 참

개혁 평가 및 나주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

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진 조선·해

우리 대학 박물관은 11월 6일 오후 4시 박물관 1층

가작품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7개국 22개

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양산업특성화교육사업단장, 박영용 기획처장, 현

기획전시실에서 ‘무안 양장마을에서 고대 농경을 보

교 해양문화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14년 10월

사용되고 있어 여러 장학재단의 모범이 되고 있

작품과 목포대 41개팀 총 63개 작품으로 신재생

지역대학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

대중공업(조선분야)·한국전력공사(에너지분야)·

다’ 특별전을 오픈했다. 황토땅 무안의 고대 농경문

8일부터 12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섬 문화와 사회

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우리 대학 재학

에너지 및 산업현장에 필요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다. 또한 차기 회장으로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과

한국KDN(IT융합분야) 전문가, 참여학과 가족회사

화와 양장마을의 삶을 복원한 이번 전시는 2015년

발전’을 주제로 제2회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

생 및 동문회 자녀 등 총 17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를 내용으로 전시됐다.

부회장으로 서재홍 조선대 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CEO 및 교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3월말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럼을 중국 상해에서 개최했다.

100만원씩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이날 시무식은 2015년 대학 발전의 힘찬 도약을

교직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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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승달항공관광, 인재양성 장학기금
목포대에 일천만원 전달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
2014학년도 수료식 개최

목포대, 중국 심양사범대학 학생
문화연수 성황리에 마쳐

2015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 교수
❶

성명

(유)뉴승달항공관광운수사(대표 송재식)는 12월

❸

소속

❹

❺

목포대 사회복지학(행정학사), 목포대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석사), 전북대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❷ 이석호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연세대 사회사업학(문학사), Michigan State Univ. School of Social Work(미국, 사회사업학석사)
The Univ. of Texas at Austin Social Work(미국, 사회사업학박사)

우리 대학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

❸ 김명한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고려대 건축공학(공학사), 고려대 건축구조학(공학석사), 고려대 건축구조학(공학박사)

박물관 대강당에서 학부모, 지도교수 등 200여

안 중국 심양사범대학의 교수 및 학생 문화연수단

❹ 권현아

공과대학 건축학과

이화여대 건축학(공학사), 서울대 건축학(공학석사), 서울대 건축설계/이론(공학박사)

만원 상당의 장학기금을 우리 대학에 전달했다.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과학영재교육원

을 초청해 학생 문화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❺ 강민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화여대 신문방송(문학사), 서울대 경영학(경영학석사), 서울대 경영학(경영학박사)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1년 동안 각

우리 대학은 심양사범대학과 지난 7월 17일 학술

❻ 한진상

사범대학 교육학과

연세대 교육학(문학사), 연세대 교육학(교육학석사), 연세대 교육학(교육학박사)

분야별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등사사과정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❼ 박은영

약학대학 약학과

삼육대 약학(약학사), 서울대 약학(약학석사), 서울대 약학(약학박사)

23명, 중등심화전문과정 40명, 중등심화융합과

중국 심양사범대학의 교수 및 학생 25명을 초청

정 32명, 초등심화융합과정 39명 등 총 134명이

했다. 교내 캠퍼스 투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특강,

수료했다. 수료식은 수료생 전원이 지도교수로부

국악과 무용 전문 강사 초청 한국 문화예술체험,

터 개별 산출물과 수료증을 직접 받는 자유스러

현대삼호중공업 산업시찰과 목포 지역 문화 답사,

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 대학 과학영

서울 문화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원은 2004년 개원 이래 총 1,455명의 수

문화연수를 진행했다.

료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이번 2014년 중등사사

이번 문화연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우리 대학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1월 24일 오전

과정 수료생은 50% 이상이 광주과학고등학교

호응을 얻었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학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큰 성과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10시 제1기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
다. 이날 수료식에는 정양준 교무처장, 서재현 정
보보호영재교육원장, 김태우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RIS) 부장과 수료생 및 학부모 등 100여명
이 참석했다.

목포대, ‘위인들의 꿈’ 윤상현 국회의원 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은 11월 27일 오후 3시 박물관 1층 대강당

원 및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
강에서 윤의원은 징기스칸 등 위인들의 사례와 본인

목포대, 고교 대학 연계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인기

의 학창시절 사례 등을 통해 꿈과 열정을 갖고 인생
목표에 도전하길 당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이정현 의원의 호남지역 재보궐선거 당선에 대한 평가 등 심도깊은 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목포대 미술학과, 제33회 졸업작품전 오픈
우리 대학 미술학과가 2014년 11월 6일 오후 5시
미술학과 도림갤러리에서 제33회 졸업작품전을
오픈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조
소, 공예, 시각디자인 5개 전공으로 60여점의 작품
우리 대학은 고교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
육 지원과 고교생의 진로 및 계발 활동을 지원하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발령 (2014.10.1.)
이상일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과) 부교수  교수
≐≐백지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아동학과)
≐≐

부교수  교수
김경희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식품영양학과)

≐≐

부교수  교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교수  부교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경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식품영양학과)

홍석한
≐≐이용훈
≐≐최영도
≐≐이영호
≐≐이재빈
≐≐유병욱
≐≐정현영

≐≐

조교수  부교수

에서 ‘위인들의 꿈’이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前 새누리당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교직

을 선보였다. 한국화 4작품, 서양화 10여 작품, 공
예 9작품이 박물관에서 조소 10여 작품, 시각디자

기 위하여 「2014 고교 대학 연계 동아리 멘토

인 20작품이 미술학과 도림갤러리에서 11월 18일

링」을 12월 3일부터 전남지역 고교 300명을 대

까지 전시됐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그동안 역량 있는 예술가 양성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

상으로 30회를 실시했다.

리 대학 미술학과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❼

학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1월 22일 오전 11시

(과학영재학교) 및 전남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는

❻

❶ 최정민

16일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천

목포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제1기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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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발령
≐≐이용훈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 파견기간 : 2015.01.01.~2016.06.30
≐≐김태희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 파견기간 : 2015.01.15.~2016.01.14.
≐≐이경엽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일본 가나가와대학
- 파견기간 : 2015.01.20.~2016.01.19.
≐≐김 휘 (자연과학대학 한약자원학과)
- 미국 Missouri Botanical Garden
- 파견기간 : 2015.01.30.~2016.07.31.
≐≐오양기 (공과대학 건축학과)
-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파견기간 : 2015.02.28.~2015.06.30.

■ 승진 (2014.10.22. / 10.29 / 2015.1.1 / 1.8 / 1.23/2.6)
≐≐ 홍병열 (사무국 시설과) 시설사무관  기술서기관
≐≐ 윤형석 (기획처 기획평가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안승진
장덕순
≐≐ 이주현
≐≐ 박일춘
≐≐ 이영희
≐≐ 송미진
≐≐ 이상선

≐≐

≐≐

(기획처 기획평가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승진 및 전입 (2014.9.15./10.27.)
(기획처 기획평가과)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최현중 행정사무관  서기관/목포해양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목포대학교 제4행정실
≐≐이영희 행정서기보  행정서기/전남지방우정청
(정보전산원) 전산서기  전산주사보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무안우체국 (남악우체국)  목포대학교 경영행정
(교무처 교무과)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대학원
(사무국 총무과) 운전서기보  운전서기

신규임용 (2014.10.30. / 2015.1.14)
≐≐ 박성현 (사무국 총무과) 운전서기보시보
≐≐ 최종훈 (사무국 총무과) 기록연구사시보

승진 및 전출 (2014.10.22.)
김용진 행정사무관  서기관/목포대학교

≐≐

 경상대학교

육아휴직 (2014.11.4.~2015.11.3)
≐≐신혜미 (무기계약직) 목포대학교
전직 (2015.1.7.)
≐≐정용환 (사무국 총무과) 농림운영서기  임업서기
≐≐정현숙 (사무국 재무과) 전화상담운영서기  행정서기 고용휴직 (2014.11.14.~2015.11.13)
≐≐설세훈 (일반직고위공무원) 목포대학교
≐≐박무각 (사무국 시설과) 기계운영서기  공업서기
≐≐오호근 (사무국 시설과) 건축운영서기  시설서기
복직 (2014.10.27. / 12.16 / 2015.2.3)
≐≐황앵성 (학생생활관) 기계운영서기  공업서기
≐≐안정희 (행정주사보) 제1행정실
≐≐김유미 (기성회직)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전보(2015.1.14.)
≐≐나민경 (무기계약직) 기획처 기획평가과
≐≐신해숙 (서기관) 교무처 교무과  사무국 총무과
≐≐최현중 (서기관) 제4행정실  교무처 교무과
정년퇴직 (2014.12.31.)
≐≐이진웅 (행정사무관) 사무국 총무과  제4행정실
≐≐조규옥 (임업주사보)
≐≐박종오 (행정주사) 기획처 기획평가과
≐≐양용승 (기성회직 7급)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정종기 (기성회직 7급)
≐≐주근환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제2행정실
김양준 (행정주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신철진 (행정주사)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사무국 총무과

명예퇴직 (2014.12.31.)
김정문 (행정주사)
≐≐박하배 (공업주사)
≐≐

박은해 (행정주사) 제1행정실  기획처 기획평가과
공로연수 (2015.1.1.~2015.6.30.)
≐≐안정희 (행정주사보)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
≐≐이점례 (기성회직 7급) 사무국 총무과
≐≐이준재 (기계운영주사보) 사무국 시설과  학생생활관
≐≐김영숙 (기성회직 7급) 사무국 총무과
≐≐황앵성 (공업서기) 학생생활관  사무국 시설과
≐≐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news;

Click campus;

Mokpo
National
University

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목포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후원의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후원의 집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기획평가과(061-450-2055, 20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6
+
47

9호점

17호점

해왕궁일식

모든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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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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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점

18호점

광명식당

대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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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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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점

19호점

영란횟집

초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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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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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점

20호점

미야비일식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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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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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점

5호점

13호점

21호점

신안비치호텔

청계수산

토담골한우곰탕

거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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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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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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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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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점

6호점

14호점

22호점

호화대반점

구로횟집

아이디오

늑대와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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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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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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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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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점

7호점

15호점

23호점

무안식당

한진수산

영조전복수산

선명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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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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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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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인쇄)
대표자:서정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35
☎061-452-6479

4호점

8호점

16호점

24호점

꽃게랑낙지랑

구로나루

승달가든

하마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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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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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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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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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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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campus;
25호점

33호점

41호점

49호점

청계신문사

찬성공업사

청계한우한돈특설할인매장

지선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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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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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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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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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점

34호점

42호점

50호점

이로운꽃게랑아구랑

민설민헤어갤러리

한울타리

진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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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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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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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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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점

35호점

43호점

51호점

보스음식점

더플라워샵

(주)앤투어

대경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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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화원)
대표자:김세영
목포시 상동 957-6
☎061-28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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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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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점

36호점

44호점

52호점

중앙기획

법무사 배상회 사무소

연한정식

한솔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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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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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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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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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점

37호점

45호점

53호점

돼지꿈

투어스토리

운영식당

자유(한솔)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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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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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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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2
☎061-284-1000

30호점

38호점

46호점

54호점

동일광고&송월타월

태성식육식당

중앙OA시스템

착한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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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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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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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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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점

39호점

47호점

55호점

송월갈비

두레정

송죽일식

차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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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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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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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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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점

40호점

48호점

56호점

세계로여행사

호남이화학상사(주)

뉴한주여행사

아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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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상열
목포시 영해동 2가 4-4
☎061-242-2959

대표자:정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4-36
☎061-272-7788

(목포하당점)
대표자:정선옥
목포시 상동 835
☎061-282-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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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Click campus;

잘 가르치는 대학(ACE), 국립목포대학교

sponsor ;

57호점

65호점

오아라 쭈구미

장부다리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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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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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호점

66호점

김정호스튜디오

(주)예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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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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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학교후원기금을

목포대학교는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누계액(최초일로부터 현재까지)

67호점

SK텔레콤 태주대리점

예향회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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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오선영
목포시 상동 1153-1
☎061-262-9595

60호점

68호점

잭울프스킨 목포점

미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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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장현미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25
☎061-454-8284

61호점

69호점

파스쿠찌 전남도청점

(주)광주그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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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라영휘
광주 남구 구성로 102-1
☎062-652-0222

62호점

구분

신규

70호점
신규

(주)마음515

꽃피는화덕피자D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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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당점)
대표자:임대식
목포시 영산로330번길 2
☎061-273-0485

63호점

71호점

신규

(유)목포IC주유소

서해명가

대표자:김양수
목포시 대양동 235-1
☎061-282-5140

대표자:이민주
무안군 삼향면 왕산로 246-9
☎061-273-0485

64호점

72호점
신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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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애꽃

(주)상상미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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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혜정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72
☎062-234-3330

10,927,808,205 원

기간 : 2014년 9월 1일~2015년 1월 31일

목포대학교 생명과학과
(주)남화산업
(유)뉴승달항공관광
(주)진우전자
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학생생활관 장원에프앤에스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두꺼비장학회
예닮치과병원
대림식당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한진수산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청계수산
한솔공업사
SK텔레콤 태주대리점
차이홍
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목포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목포대학교 화학과
미미향
목포대학교 기획처
선명출판복사
영란횟집
영조전복수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중앙OA시스템
토담골한우곰탕
해왕궁일식

후원자

후원금액

김재만

30,000,000
2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157,460
2,000,000
1,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891,300
816,520
666,26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최재훈
송재식
이재정
박경양
박필선
문채주
김병록
김민석
김성진
이길재
박복희
이광복
황숙희
김일수
김인철
이상진
김현아
정경화
박은숙
서오천
김복수
정해연
강성준
고태용
김경희
남상호
장현미
박영용
서정모
조성숙
박경훈
유선주
이웅철
장차덕
최길순

구분

후원자

목포대학교 사학과
장부다리주유소
중앙기획
초록식당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꽃게랑낙지랑
(주)마음514
무안애꽃한정식
목포대학교 약학과
예향회정식
착한왕갈비
(유)목포IC주유소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김정호스튜디오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
민설민헤어갤러리
목포대학교 교직과정부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
목포대학교 제2행정실
아이더목포하당점
목포대학교 교무과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지선플라워
목포대학교 박물관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목포대학교 도서관
목포대학교 재무과

고석규
김성문
이형진
배영근
송하철
강기옥
이승찬
노경현
심정현
오선영
박광민
김양수
구지영
김경숙
김광순
김성백
김영숙
김은미
김일환
김정호
김정희
이영창
박신자
배주현
서향심
손진
정선옥
오미영
이점례
정태균
최소심
채용옥
최귀봉
최금신
최소은
최우진
추정임

후원금액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57,310
3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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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점

Click campus;
구분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목포대학교 시설과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주)예일디자인
구로횟집
무안식당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목포대학교
호화대반점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주)광주그린투어
더플라워샵
돼지꿈
두레정
오아라쭈꾸미
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
목포대학교
태성식당
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목포대학교 법학과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
해제남초등학교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선명출판복사
엘비스시스템(늑대와여우 옥암점)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목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후원자
허지숙
홍병열
홍주식
송창용
김성일
정순환
이은정
양용승
양후열
정종기
송복순
김대근
라영휘
김세영
남세준
김미숙
최용재
전호문
조우택
김점희
강주환
이만승
강남진
김병운
모용덕
박미다
이형철
김영석
이형재
임춘성
이상찬

후원금액

250,000
250,000
250,000
205,5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97,04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26,480
124,33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89,490

구분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목포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이자수입
목포대학교 총무과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청계신문사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목포대학교 입학본부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꽃피는화덕피자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마트목포점 지역단체재원프로그램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합계

후원자

후원금액

조영호

80,000
70,990
54,210
53,830
53,730
52,269
50,000
50,000
50,000
43,020
43,020
40,160
32,270
30,690
30,000
24,380
23,190
21,510
20,420
17,360
13,820
12,530
11,270
9,470
8,370
4,450
3,590
3,350
2,780
1,010
133,043,379

최영도
최한석
나춘기
나승수
신철진
정찬균
박은희
김태희
차주환
정형배
서재현
이성희
임대식
함경식
송재준
변경석
조정용
김정목
강성국
정일현
최종명
전철균
최경호
한만수
배민석
박양균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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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주요행사
정례초청 및 입장권
우선 배부

각종 할인 상품권
구입시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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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명예칭호 부여

○

○

○

○

○

○

○

3. 명패 게시(현관)

○

○

○

○

-

-

-

4. 총장 초청 만찬(연 1회)

-

-

-

○

○

○

○

5. 인물상 게시(현관)

-

-

-

-

○

○

○

6. 기념식수

-

-

-

-

○

○

○

7. 기금명칭 부여

-

-

-

○

○

○

○

8. 기념비 또는 기부자 명의의 건물 또는 실명칭 부여

-

-

-

-

-

○

○

9. 종합건강검진권 증정(연 1회)

-

-

-

-

-

○

○

10. 창립기념일(생일) 꽃바구니 및 축하카드 발송

-

-

-

○

○

○

○

특별예우 사항
예우내용

목포대 발전기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11. 도서관 평생이용권 증정

(재)목포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최일)은 12월 18일 우리 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재)목포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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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2.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13. 국제교류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14. 대외협력관 사용료 할인

-

○

○

○

○

○

○

15. 임자수련원 사용료 할인

-

○

○

○

○

○

○

16.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할인

-

-

-

-

○

○

○

17.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

○

○

○

○

○

○

18. 가족 장학금

-

-

-

-

○

○

○

19. 회사 장학금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