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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목포대, 호남·제주권 유일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2019년까지 5년간 총 45억원 사업비 지원

목포대, IPP사업단
기업발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개최
우리 대학은 7월 15일 오전 11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사업단 기업발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번에 위촉된 IPP사업단 기업발굴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
장, 산학협력단장, IPP 사업 참여 단과대학장 및 학과 소속 교수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장기현장실습 기업 및 일학습병행 기업을 발굴하는
활동을 수행 할 예정이다.
한편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교육과 연계된 산업현장
에서 장기간(4~6개월)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 현재 공대와 경영대 23개 학과

45

억원

장기현장실습 참가자

거쳐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는 수도권 6

리나라 청년실업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개 대학과 지방에서는 호남·제주권 유

학생과 산업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주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에

일 목포대 등 8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최적의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이다.

선정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IPP 사업은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교

특히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45억원 매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

육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4~10

매년 IPP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 참

원받게 됐다.

개월)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현

가자의 70%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양질

70%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양질의 중견기업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

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

의 중견기업으로 취업이 보장 될 것으로

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2013년부

운 산학협력 훈련모형으로 평가받고 있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일 총장은 “IPP형

취업 보장 기대

터 해외 선진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

다. 올해는 이공·상경계열 중심으로 2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사업을 통해 대

업(Co-op:Cooperative education)의

천 100여명의 학생이 약 800개의 기업에

학-기업간 고용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한국형 모델로서, 대학의 학업학기와 체

서 연구개발, 설계, 영업 관리, 마케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재학생에게는 산

계적인 산업체의 전일제 현장훈련을 병

전공 관련 직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될

업계가 개발한 NCS기반의 새로운 직업

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

예정이다. 또한 IPP사업은 대학의 현장

자격 과정과 연계해 획기적인 전공실무

이다.

중심 학사제도 개편과 체계적인 현장훈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달성함으

올해 이 사업에 전국 총 44개 대학이

련을 지원함으로서 학생·기업체·대학

로서 IPP사업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

예비신청을 했으며 단계별 심사과정을

모두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함으로서 우

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0%

장기현장실습 참가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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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전남 유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MNU
M o k p o N a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등에서 좋은 평가 받아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7월 20일 발표

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

선발 확대(150명 → 390명), 수능최저학

2016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

는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등에서 좋은

력기준 완화(국·수·영 중 1과목 6등

2015. 9. 9수 ~ 9. 15화

원사업’ 선정결과에서 전남 도내 대학 중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급),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 확보(3명

유일하게 사업이 선정돼 3억 3천만원의

또한 그동안 대학 선발 인재상인 창조,

→ 9명), 고른 기회 전형 확대 및 도서벽

도전, 봉사의 이념에 부합하는 학생 발

지 농어촌 고교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통

굴-선발-육성을 목표로 고교-연계 대입

고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 점들이 높은 평

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자 고교 교육 정

전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고교와 함

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화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께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모델을 통해 내

준비 부담 완화 등에 노력하는 대학에게

실화에도 크게 앞장서 왔다.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80억

175억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47억

시모집으로, 나머지 25.3%인 431명을 정

우리 대학이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

강화, 수요자 부담완화 정책, 고른 기회

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특히 수시모집은

제 시행 이후 교육부와 대교협이 주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에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부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6년 연속

기여가 높았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풀이

종합전형 390명과 교과전형 851명 등으

선정과 이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되고 있다.

로 개편해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수능 위

45억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은

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목포대,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74.7% 선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3억3천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회 입학전형
모집인원 대폭 확대

우리 대학은 올해 2016학년도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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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행된다.

서 132명, 다군에서 299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 1,705명 중 74.7%인 1,274명을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로는 정

올해 목포대 입학전형의 특징으로

수시에서, 25.3%인 431명을 정시에서 선

원 내 학생부교과전형 758명, 학생부종

는 수시모집 확대(전체모집인원 대비

발한다.

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 390명, 특기

69.0% → 74.7%),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9월 9일부

자(예체능)전형 25명, 실기(음악)전형 8

(150명 → 390명), 수능최저학력기준 완

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이며 최종 합격자

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화(전 모집단위 국·수·영 중 1과목 6

발표 예정일은 학생부 종합전형 11월 13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및차상위, 장

등급),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224명 →

일, 그 외 전형은 12월 9일이다. 이어 정

애인, 단원고(세월호) 특별전형 등 총 93

473명), 정시 가·다군 반영비율 통합(학

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원서접수가 시

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군에

생부 교과 20%, 수능성적 80%) 등이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전체 모집인원의 74.7%인 1,274명을 수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학생의 꿈·끼

정부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한편, 2016학년도 목포대 대입전형은

theme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7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체와 대학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산학협력 융합형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어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해 대학도 변해야 돼
취업률 중요하나 국립대학으로써 기초학문 육성 필요

최
일
총장

1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초기 지역에서 사랑받는

3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실 때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은?

또 하나가 전남 서부권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LINC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인데 여기에 따르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기업체 R&D

그 사업을 저희는 현재 3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들을 포함해 총체적인 모든 기능들을 목포대

다양한 인력뿐만 아니라 R&D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목

가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대학

포대학교에 소속된 가족회사가 500여개가 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지역 산업화에 기여

수요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했을 때 바로 지역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르는 맞춤형

맞춰 공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 기

인재들이 선순환돼서 지역에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

업체에서도 굉장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역과 함께 대학이 발전하는 상
생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점에 대해서 교육자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신해양산업과 지역개발 분야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률이 학과 운영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
립대학으로서는 기초학문 분야나 소외받는 분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

우리 대학에는 자랑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섬

께 육성하고 가야 할 책무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될

과 바다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문화연구원인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의 경우 사학과가 명문으로서 자리잡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요?

대학 구성원의 합의로 3개의 특성화 목표(분야)

30여년 동안 꾸준히 서남해안 일대의 섬과 바다를 연구

고 있는데 같은 사학을 전공하더라도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사, 도

지역에서 사랑받는 대학으로 서서히 인정받고 자

를 세웠고 교육부로 부터 인정을 받아 5년간 175억

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구성과가 축척돼 지

서문화사, 지방사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특화된 인재들을 육성하면

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사랑받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전기공

금 이낙연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싶은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이 잘되는 대학

학과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과 맞물려 교육부

섬’ 프로젝트의 산업화 전략으로서 관광 문화 상품화 시

특히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

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

에서 인정하는 명품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의 핵심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가 통섭(융합)됐을 때 진정

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목포대학교를 믿

부분들은 공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전략이 어느 정

도서문화연구원에 축척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섬

한 가치가 발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학문간 상호 보

고 진학해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풍토

도 성공을 거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

에 스토리를 부여해 섬을 소개하는 섬관광코디네이터

완을 통해 가능하면 융합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이를 위해 부단히 노

쉬운 점은 기초과학 분야인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연계 사례로

것입니다.

력해 왔습니다. 올해가 청년 취업난 이라고 하는데

야에서 조금은 더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

서 체육학과, 사학과, 관광경영학과가 융합해서 교육과

우리 대학은 오히려 취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1

고 상대적으로 뒤쳐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특성화 분야

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책무인 기초학문 보호와 육

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 그리고 비인기분야 일지라도 대학으로서 꼭 필

9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지역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서울 지향의 사고를 버릴 때가 왔습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는 여러분을 받아들여

2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기에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가

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다른 전략을 세워서라도

6 직장이 신뢰하는 인재를 길러 취업에 강한 대학을 만들겠

잘 교육시킴으로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시켜 드리려는 대학으로 변하

나왔을까요?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대학교를 믿고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그램이 있다면?

진학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목포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은 기본에 충실해야 하구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장기현장실습제도인 일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목포대학교를 많이 사랑하고 예뻐해 주십시오. 지

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

4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대학교의 발전이 필요하다

학습병행제(IP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역의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

안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특성화 전략

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과감하게 도전한 사업인데요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들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목포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

을 잘 수립하여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겠습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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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즘 사회를 보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남 서부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에서 한학기 정도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또한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이자 수년 전 유치에 성

특징과 연계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

하는 인력으로서 훈련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공한 간호학과와 약학과에서는 졸업생이 배출되면

일염인데요 현재 우리 대학은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다시 보충해서 보완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바로 현

서 100%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하며 꾸준하게 추진함으로서 목포대하면 천일

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맞춰서

특성화 분야인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는 매년 50명

염이 생각날 정도로 연구력과 함께 생산업자에게도

공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5

이상이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대학이 노력해야 할

년간 진행되는데 장기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70%

니다.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

이상이 바로 파견나간 실습업체에 취업이 되는 선순환

상승한 것 같습니다.

려서 산업화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사제공 | CJ헬로비전 호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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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청춘, 그 빛나는..!”

벚꽃이 피어나면
사랑의 설렘도
함께 합니다

목포대, 제11회 벚꽃축제 개최
우리 대학이 주최하는 제11회 벚꽃축
제가 4월 7일 부터 8일 까지 양일간 “청

MNU

special 01

목포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2개 학과
A+, A등급 쾌거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14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결과에서 환경분야에서 A+등급, 바이오의약분야에서 A등급을 받는 우
수한 실적을 거뒀다. 산업체 관점 대학평가는 대학 교육과 산업계 요구 인력 간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경제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산업

환경공학과(환경분야),
생명과학과(바이오의약분야)
우수한 평가 받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

에는 불후의 명곡 출연 우승자며 절대 가

었다.

창력의 섹시 디바 ‘에일리’가 출연해 감

춘, 그 빛나는..!” 이라는 주제로 도림캠퍼

먼저 축제기간에는 누구든 자신의 끼

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

스 일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

를 어필하는 “목대 장기자랑”, 음악과 춤

최한 학생취업처 관계자는 “이제 목포대

는 목포대 벚꽃축제는 2014년 한국대학

이 어우러진 “동아리 공연”, 지역민과 함

벚꽃축제는 4월이면 학생뿐 아니라 인

신문 ‘벚꽃이 아름다운 대학’ 10선에 선

께하는 “도림가요제”, 사랑의 진심을 전

근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겨찾는 지역의

정되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와 함께 지역

하는 “연애조작단” 등이 펼쳐졌다. 그리

명소가 되었다” 며 “30여년 넘은 벚나무

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캠퍼스 축제로 각

고 엔딩 행사로는 초청가수 공연과 함께

100여 그루가 아름다운 청사초롱 불빛과

광을 받고 있다. 매년 목포대 벚꽃축제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

어우러진 모습은 두근거리는 사랑의 설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 진행

다. 특히 초청가수로는 7일에는 명품 목

렘처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되고 있으며 올해도 화합의 한마당을 위

소리를 자랑하는 괴물 보컬 ‘포맨’과 8일

선사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요에 맞는 교육 체제를 갖추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 환경공학과는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의 환
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일치도

50%

30%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

미래지향적인 현장중심형 환경전문기술인력 양성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아 환
경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목포대 특성화 육성분야 중 기초보호 학
문분야에 속해있는 생명과학과는 바이오의약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해 지역
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의약산업을 견인할 실무형 인재양성 학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는 바이오의약, 환경, 에너지, 바이오의료기

20%

기 등 4개 분야에 총 34개 대학 51개 학과를 대상으로 23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계
교육인프라

임직원이 산학연계 교육인프라(20%),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일치도(50%),
교육 및 기술개발성과(30%) 등 3개 영역의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special 02

목포대 약학과 1회 졸업생 24명,
전원 약사고시 합격

우리 대학은 1월 23일 시행된 ‘제66회 약사 국가시험’에서 약학과 제1회 졸업
예정자 24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 대학 약학과는 2011년 전남
최초로 신설됐으며 132명의 학부생과 6명의 대학원생 12명의 교수로 내실 있
는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동설 약학대학장은 “올해 첫 졸업생들이 전원 100% 약사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 및 대학 본
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궈낸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체계
적인 이론교육과 다양한 실무실습 교육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우수 약사인
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ecial 03

약학과 김가휘 학생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게재

우리 대학 약학과에 재학 중인 김가휘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
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에 게재돼 큰 주목을 받고 있
다. 이번에 게제된 논문은 “Licochalcone A induces apoptosis in malignant
pleural mesothelioma through downregulation of Sp1 and subsequent
activation of mitochondria-related apoptotic pathway”로 향후 악성중피종
표적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게재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는 종양과 암 치료법 연구 분
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로 학부생 논문 게재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김가휘 학생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맡으며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지난
2014년에는 대한약학회 주관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으며 심정현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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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에 심층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의 치료에서 Licochalcone A가 미토콘드리아 관련 세포사멸 기작 조절 및 Sp1

special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제7회 전남 지역발전 포럼 개최

邱國洪

추궈홍 대사 일행 황조별묘도 참배해 한중우호 다져

중국의 발전전략과 주변 외교정책

우리 대학은 7월 14일 오전 11시 플라자60 강당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

포럼 진행은 먼저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

이어 오후에는 추궈홍 대사 일행이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별묘를 참

국대사를 초청해 ‘중국의 발전전략과 주변 외교정책’을 주제로 ‘제7회 전남 지

국대사가 ‘중국의 발전전략과 주변 외교정책’

배했다. 황조별묘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협력해 싸운 수

역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 지역발전 포럼은 목포대가 전남권 지자체 및 산

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어 신정호 중어

군도독 진린(陳璘)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장군의 후손들이 명나

업체와 함께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중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중 FTA와 한

라 멸망 후 정착한 황조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황조마을에는 광동진씨

하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연중 진행하고 있는 행사

중 우호증진의 시대를 맞아 한중 교류증진과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추궈홍(邱國洪) 대사는 황조별묘를

다. 이번 포럼은 우리 대학 기획처·정책사업기획단·중어중문학과·LINC사

협력방안을 위한 각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참배하고 후손들을 만나 양국이 함께 진린(陳璘) 장군의 정신과 명예를 지키

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한 한중관계 국제교류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전

진행됐다.

는데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재학생(유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FTA의 정식 발

한편, 황조마을은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

효를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중간 교

강연에서 양국 간 상호교류에 기여한 역사적인 인물로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의 새로운 경제

명나라 장군 진린(陳璘)을 언급하며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다고

활력방안 모색과 다양한 양국 도시 간 교류 및

말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올해 7월 전남도를 방문한 추

교육 사업 확대 방안을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

궈홍(邱國洪) 대사를 만나 화순 주자묘와 해남 황조별묘 등 도내 중국 관련 유

돼 큰 주목을 끌었다. 추궈홍(邱國洪) 대사는

적지를 소개하고 전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도 있다.

주제강연에서 “중화민족은 역사적으로 여러

이를 배경으로 이번 방문은 우리 대학이 한중 우호증진과 전남지역과의 교

고난을 겪으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류 확대를 위해 포럼과 연계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현재 우리 대학은 교육부 인

성장해 그 정신이 피 속 깊이 흐르고 있다”며

가 전남 유일 중국어 교직과정 및 중국어교육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속에

1회 전남도청 중국언어문화캠프 위탁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전남 지역의 한중

서 세계 각국과 끊임없이 상호호혜의 정신으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

로 협력하고 장점을 서로 공유하며 중국의 발
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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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상반기 전남 지역발전 포럼 개최 현황 >
구분

주제

제5회
<4월 9일>

사물인터넷,
창조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라남도의 대응전략

제6회
<5월 28일>

韓-中 FTA시대의
전략적 해외진출과
전자상거래 무역

제7회
<7월 14일>

중국의 발전전략과
주변 외교정책

주 관/발제자
기획처·정책사업기획단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빛가람사물인터넷발전포럼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유성완 과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창렬 원장
기획처·정책사업기획단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
기획처·정책사업기획단
LINC사업단·중어중문학과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邱國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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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청 산하 중국어 담당 교사, 우리 대학 교직원 및

issue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 목포대, 201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재정지원사업 선정
>>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 목포대 산업기술교육센터, 기초산업(용접)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 선정

3

열어라 가슴을
뿜어라 열정을
목포대 산업기술교육센터,
기초산업(용접)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 선정

>> 목포대 제어로봇공학과, 세계로봇월드컵 휴머노이드로봇 부문 종합 3위 수상
우리 대학 산업기술교육센터는 무역협회 산하 산학협동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

1

도 ‘기초산업 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뿌리산업 용접분야)’에 전국 유일 교육
훈련 기관으로 선정돼 6월 1일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 대학은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7개월간 총 1억 7천만원의 사
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2014년 전남지역 수요 조사 결과 지역 기업체들의 향후 1년간

목포대, 201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재정지원사업 선정

채용계획 인원은 총 60개 직업에서 약 2,825명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뿌리산업인 용
접분야에서는 약 618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우리 대학은 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 분야 용접실습 교육(4개월간)과 함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습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5 청년고용재정지원사업’인 대학
청년고용센터 사업,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각

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진행해 지역의 뿌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선정돼 2월 10일 청년고용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취업지원역량강화를 목적으
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 핵심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으로 (주)커리어코칭연
구소 소속의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진로지도·취업알선 및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등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

목포대 제어로봇공학과,
세계로봇월드컵 휴머노이드로봇 부문 종합 3위 수상

4

년강소기업체험 및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소기업 체
험 및 탐방을 통해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 능력향상 및 경력형
성 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 제어로봇공학과 로봇 대표팀 iSL과 HURO(지도교수 유영재)가 8월 4일부터 9일
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세계로봇월드컵인 20th FIRA 로보월드컵에 참가해 휴머
노이드로봇 경기인 Huro Cup 부문에서 종합 3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

이번 2015 FIRA 로보월드컵 대회에는 6개 분야 35개 종목에 15개국 63개 팀 450명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연구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최고의 로봇을 가리는 Huro Cup 부문은 휴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머노이드 로봇이 연합축구, 패널티킥, 스프린트, 장애물 달리기, 마라톤 등 10가지 종목으로 나
눠 겨루는 대회로 총 6일 동안 치뤄진 각 세부 종목별 순위와 점수를 집계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유영재 교수가 이끄는 제어로봇공학과 로봇 대표팀
은 휴머노이느 로봇 Adult급에 로봇 찰스(CHARLES), Kids급에 로봇 토토(TOTO)가 출전해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

Huro Cup 종합부문 3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적 및 입주율 등 센터 운영성과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센터 개소 이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201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
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전국 279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36개 평가항목
을 기준으로 운영 실적평가를 통해 차등화 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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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FIRA Roboworld
Cu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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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사업화와 교육지원

focus ;
119%
112%
100

50

82.9%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졸업예정자
외국어능력

112%
강의콘텐츠

핵심지표
달성
평균성과율

교수

편
개

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 지원기구 개편
교육환경 개선
Project Lab 확충
산학캠퍼스 조성

학사관
리제도 개선
1차년도(2014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운영 기관 소개

1 산학 융합형 교수업적 평가제도
2 창의적 교수법 지원프로그램 강화
3 학습자 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

강화
지원
습
학

1 융복합 연계 기초 전공개설
2 산학공동 교육과정 도입 :
Project Lab, 인턴쉽
3 창업 친화적 학제 도입

전공교육 체
계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1 선진형 학사구조 : 8개 → 4개 대과제 전환
2 유연한 전공선택 시스템 : 수요자 중심 교육
3 개별 학업지도 : 학생 진로지도 전담 교수제

http://mnuck1.mokpo.ac.kr/

신해양시대의 리더!
창조적인 융합인재의 양성!

조선·해양산업특성화교육사업단
융복합연계 특성화교육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그린에너지, 소방방재학회 등 지역사회
및 국가기간산업에 기여한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하여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배우는 산업체전문가 활용 융복합 교육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
니다.
국제화능력 향상교육
참여학과 재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증대하고, 어학능력향상을 통한 취
업능력을 제고하고자 TOPIC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5분 이내의 분량으로 자유롭
게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국제화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
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로캠프
공과대학의 신입생으로 입학한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

위하여 2014년에 구성되었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CK-Ⅰ(Creative Korea-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전공교육 체계 개편, 학사관리제도 개선, 교수학습 지원강화을 통하여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목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자생적인 그린환경의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실력있는 전문인력 공급과 산학협력 강화를 최대의 비전가치로 제시합

로그램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풍부
한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등의 인적자원과 마인드 맵 작성, 커리어로드맵, 시간
관리 프로그램 등 의 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Feedback)해주고 있습니다.

니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LINC,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단, 공학교육혁신센터, R&D센터, 대학본부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산학협력·교육강화·행정지원의 삼분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사업단의 1차년도(2014년) 핵심지표 달성 평균성과율이 82.9% 이며, 특히 사업단의 핵심 사업인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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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율은 112%’, ‘졸업예정자 외국어능력 119%’, ‘강의콘텐츠 112%’ 등 기준 목표값보다 상회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선·해양산업 특성화교육사업단은 창조적 융복합형 전문인력
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과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목포대학교 조선·해양산업특성화사업단(단장 이진)은 ‘서남권 조선해양산업의 혁신을 통한 자생적 그린산업생태계 조성’을

focus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세 번째로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생활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
한 독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읽고 토

5 향후 도서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나 사업이 있다면.

론하는 독서클럽과 독서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1박 2일의 독서캠프, 저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자를 초청하여 책과 관련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저자 초청 강연회, 책

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의 사회적 배경이 됐던 곳을 탐방하며 역사를 체험해 보는 인문학 기행 등

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급 학술정보를 보다 적

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포인트

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술정보서비스 전담

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의 고득점 순으로 우수이용자를 선발하여 표창

팀을 구성하였고 수준별·유형별 맞춤형 학술

하는 ‘우수이용자 시상’ 행사가 5월 1일부터(12월말까지) 시작됩니다. 독서

정보 이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 모두에게 열려 있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및 전자저널과 웹DB 활용법을 내용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에 60인치 FULL HDTV 2

으로 하여 리포트 및 논문 작성 등 재학생들의

대와 우수한 음향시설을 구비하여 고품질의 영상자료 (블루레이, DVD 등)

학업성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단히

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코너(2~3인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누구나 언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든 자유롭게 방문하여 고품질의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서관 진흥법(2015. 3. 27. 제정)에

이렇듯 도서관은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예술적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따라 대학 도서관의 평가 공개 및 대학재정지원

문화의 중심으로서 대학 생활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의 연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사규모 대학 대비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및

목포대학교
주요 부서 소개

지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문화적 삶의 공간

도서관

대학 총예산 대비 도서구입비 비율이 하위권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의 의미와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머물고 있어 주요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총력을

도서관은 대학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자 학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학 본부와 자료

니다. 최근에는 학내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서 휴식과 교양 함양을 위한

확충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의식을 함께 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소장 공간

고 있어 매년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

부족, 구조적 하중문제로 인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 저하, 복잡한 동선으로 인

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평가 지표 향상은 물론

한 이용 혼란 등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증축도서관은 전문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6 끝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

도서관은 쾌적한 학습전용 열람실과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

드립니다.

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이번 증축과 리모델링은 대학의 중심부에 위치

도서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학

2 최근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

응이 아주 좋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되고, 학내 커뮤니티

생활의 성공여부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탁 드립니다.

가가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기울인 것

두 번째로 학생들의 희망도서 신청에

의 중심공간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과 휴식, 문

닐 것입니다. 자료실에는 필수 전공도서와 방대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

대한 구입을 매주 단위로 입수하고 있어

화활동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주제의 교양서적들이 가득 차 있고 홈페이지

들이 있었는지요?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구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술정보

에는 국내·외 고급 학술(전자)정보들이 마우
4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함께 나름의 보람이 있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정리 및 제

도서관은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현

니다. 도서신청에 원클릭에 의한 신청시

공하는 기관입니다. 캠퍼스 중앙에 자리

대적 감각에 맞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스템을 제공하여 필요한 도서를 쉽고 빠

어려움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은 최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도서관에

스터디 모임, 강의, 토론 모임, 개별학습이 가

잡아 학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우리

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머물면서

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서선생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능한 여러 학습 공간이 있고, 음악과 영화감상,

도서관은 60만 여권의 장서와 8천여 종

학습을 하고 교양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님들의 주제에 기초한 자료 선정과 교양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주변

삼삼오오 수다도 떨 수 있는 북카페 등 문화를

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용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 확보로 다른 어느 대학에 비교해도

에 즐비한 즐길거리 등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줄긴 했지만 도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캠퍼스 중

스 클릭 한번이면 연결이 됩니다.

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

첫 번째로 팀학습실과 강의지원학습

뒤지지 않는 충실한 장서를 확보하고 있

관은 여전히 대학의 교육과 학습에 있어 중요한 기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

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만 찾는 독서

공하는 등 우리 대학의 학술적 정체성을

실, 노트북 전용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면 그 진가를 느

다.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발전하는 대학이라고 생

실이 아닌 지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문화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학습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을 지원

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찾는 자료

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도서관 서비스에 만

적 삶의 일부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며 유익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북카페와 3층에

가 없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족해하는 많은 이용자들을 보면서 도서관장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방형 자율학습공간은 학생들에게 반

으로 신청해보세요.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인터뷰 _ 정갑철 도서관장

센터로서, 디지털 정보환경을 구축한 첨단 도서관이 될 것이며, 현재의 중앙

1 먼저 도서관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

우리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의 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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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로부터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 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비 12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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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
라기
‘해바
봉사동아리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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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지적학과 졸업생들이 1~2만원씩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을 12년간 재학생 후배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

재
학생

2명
에게
장학
금전
달

들은 지자체와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대학 지적학과 98학번 졸업생

목포대
지적학과 졸업생들,
12년째 후배 사랑
장학금 전달

8명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 ‘해바라기’다. 이들은 2003년부터 매월 회원

▶▶

라기’는 3월 13일 지적학과 2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리 대학은 4월 3일 오후 2시 평화광장 일원에서 목

포시 관내 24개 기관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나눔·질
서·청결 ‘뉴 목포사랑 시민운동’실천 범시민결의대회
및 새봄맞이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일
총장 등 교직원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목포대 봉사단 50
명과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총 천여명이 참가했다. 뉴
목포사랑 시민운동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목포시가 새

‘스
포
츠마
사지
및

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눔, 질서, 청결 실천의 시민운동이
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목포대 봉사단은 교직원, 홍보대
사, 도림문화기획단 및 일반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범
시민결의대회 참가 후에는 평화광장 원형무대에서 영산
강하구언 앞까지 거리청소를 실시했다.

목포대 체육학과,
제10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행사 개최

love story 2
▶▶

우리 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은 ‘지역행복나누미’사업의 일환으로 5월

30일 오후 1시 부터 5시 30분 까지 목포캠퍼스에서 열린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
터 주관 ‘제7회 목포시건강가정의 날-가족놀이터 가자’ 가족문화축제에 아동학
과와 음악과 교수 및 학생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가족놀이터 가자’는 가족과 이
웃이 함께 소통하는 가족문화축제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가족 1,600명을 대상
으로 ▲ 체험마당 ▲ 놀이마당 ▲ 나눔마당 ▲ 먹거리마당 ▲ 어울림 마당으로 꾸며졌

학생

◀◀

우리 대학 체육학과는 4월 9일 부터 10일 까지 양일간 무안

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된 제10회 전남 어르신생활체
육축제에서 ‘스포츠마사지 및 뉴스포츠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및 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해 약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뉴스포츠 종목인 후쿠볼 야구, 한궁, 핸들
러, 플라잉디스크, 셔플보드, 자이언트스쿠프 등 총 6개 종목을
소개하고 만성 근육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마
사지 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love story 5

다. 특히 목포대 아동학과와 음악과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지역행복나누미들

▶▶

은 체험마당 중 우리가족 Story(북아트, 요술풍선) 부스와 어울림 마당 중 우크렐

과학대학과 공과대학 일원에서 전남 섬지역 중학생 72명과 함께하는 “Nanobreak

레 공연과 가족 음악회를 직접 운영했다. 또한 놀이마당과 나눔마당의 부스 운영

드림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드림캠프의 일정은 첫째 날 ▲ English Talk ▲ 물의 건

보조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했다.

강을 진단해보자(지구과학) ▲ 미니 무선 축구로봇(기계) ▲ 콜라에는 인산이 얼마나

가족
문화
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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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지역행복나누미,
‘목포시건강가정의 날
-가족놀이터 가자’
축제 참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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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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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 등 150여명 참여
수및학
과교
악
음
과,
동학
아

역
지
섬

“Nanobreak 드림
함께하는
캠프!
”
2명과
7
생
중학

우리 대학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7월 10일 부터 7월 11일 까지 양일간 자연

들어있을까?(화학) ▲ 너의 유전자를 보여줄까?(생물) ▲ 과학영화감상으로 진행했
다. 이어 둘째 날은 ▲ 신해상교량제작(토목) ▲ 앱 인벤터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앱 제
작(컴퓨터) 등 실험·실습 위주의 체험활동으로 진행했다. 1박 2일 동안의 이번 프
로그램을 통해 참여학생들은 자연분야와 공학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활동으로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위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목포대 WISET
전남지역사업단,
“Nanobreak
드림캠프!” 개최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및
직원
장, 교
총
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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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대,
‘뉴 목포사랑 시민운동’
청결활동 참여

생
재학

포
목

수한 후배들에게 매년 2차례씩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올해도 ‘해바

여
참
험’
체
츠
뉴스포

대

봉
사
단

50명
참가

들의 정성을 담은 소액 모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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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대외 활동 및 경진대회
참가로 진정한 실력 입증

AMF는 보안관련 솔루션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창업을 목표
로 하고 있는 만큼 2013년 nest 전국창업동아리 광주전남지부 홍보부장을 시작으로
2013 MNU 창업서포터즈 활동, 창업캠프 서포터즈 참여, 전남문화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앱창작터 성과 고회, 전
남문화산업진흥원 서포터즈 교류 활성화 세미나, 2014년 nest전국창업동아리 광주
전남지부 부지부장, 전남문화산업진흥원-스마트개발자 공동협력 및 협약식, 호남권
벤처창업 네트워크 “무등벤처포럼” 운영 및 참가, 창창창 아이디어 오디션 참가, 제
15회 전라남도 대학벤처 동아리경진대회 대상 등 각종 창업 대외활동 및 수상 경력
을 가지고 있다.
이토록 창업 동아리 AMF가 각종 경진 대회와 창업 관련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인 신인철 교수의 열성적인 지도가 큰 원동력이 되어서다. 지도교수인
신인철 교수는 정보보호학과 부임한지 2년차로 끊임없는 열정으로 학생들의 뒤에
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AMF 동아리 멤버들은 ‘창업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임 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10대와
20대의 창업 성공은 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낯설게만 느꼈다고 한다. 또한 창
업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듯 각종 창업 대외활동 및 경진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통해 창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먼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AMF의 목표는 전라남도 대학벤처 동아리 경진대회 대상을 받은 ‘이미지
패턴’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보다 큰 꿈을 갖고 창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이다.

취업의 벽, 창~창~창업으로 뚫다!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청년들, AMF

정보보호학과
창업동아리

AMF

앞으로 나타날
발자국들

AMF는 치열하고 드넓은 IT업계에 나아가기 위해 차근차근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서로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정어린 노력들을 기울이며 하나로 뭉쳐 꿈
을 위해 진정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갈고 닦
고 담금질하며 좀 더 깊이 있는 학습과 경험들로 채워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들은 앞으로 AMF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학생들에게 커다른 자양분이 될 것
이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크게 발돋음하게 될 것이다.

정보보호학과 창업동아리 AMF는 2013년에 목포대학교 창업동아
아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창업동아리 활동이 종국적으로는 미래
창업 활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동아리 결성 취지이자 목표이며, 동아
리 멤버 8명이 이 목표를 위해 각종 경진대회 참가 및 구체적인 사업
활동으로 미래 창업 역량을 열정적으로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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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창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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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잡기!

특히 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조영호(기획평가과) 총무, 오호근(시설과) 경기진행이사, 신연이(학생지원과)
간사를 주축으로 동호회 홍보부터 월례대회 개최 등 동호회의 대소사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회원
들은 편하고 활기차게 동호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원분들의 희생정신을 밑거름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동호회는 열정적인 직장생활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카카오그룹을 통해 배드민턴 정보뿐 아니라 레슨과 게임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신규회원들은 기존 회원들의 특별 지도와 안내를 통해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준 아름다운 선물

라켓이 부러질 듯 파워 넘치는 스매싱을 날리는 이들부터 톡! 톡! 톡! 셔틀콕을 가볍게 쳐서 올리는 이들까
지 항상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 후 우리 회원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임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속에서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 강한 성취감과 함께 내일을 위한 강한 에너지를 샘솟게 합니다. 특히나 매월 1회 개최하
는 월례대회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며 그 순간을 행복한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
는 장이 되곤 합니다. 배드민턴은 운동을 통한 친목도모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드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 상호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운동을 함께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한방에 해소되고 회원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대인관계도 넓어져 커다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곤 합니
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배드민턴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어떤 운동이든 제대로 한번 빠지면 매니아가 된다고들 합니다. 특히 배드민턴 만큼 강한 중독성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하오니 함께 하실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회원으로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초창기 멤버지만 아직도 초보딱지를 떼지 못한 나에게 열심히 배드민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배드민턴이 준 아름다운 선물

교직원
동호인회 소개

MNU 셔틀콕

MNU셔틀콕

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회원분들의 응원 메시지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할 새로운 회원분들에게
도 미리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새로운 일을 배울 때는 배움의 과정을 밟는 당신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시작을 두려워 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함께 누려요!

글 _ 전정아 시설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가 되면 목포대학교 내에는 행복한 웃음과 뜨거
운 환호성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살며시 따라가다 보면 플라자60
구장에서 구슬땀과 함께 방긋 웃으며 반기는 ‘MNU 셔틀콕’ 회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MNU 셔틀콕’은 우리 대학 교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badminton

배드민턴이란 말은 영국의 지명에서 비롯된 말이다.
배드민턴 경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820년경
인도의 봄베이 지방에서 성행하였던 푸나(Poona)라는 놀이를

교직원 배드민턴 동호회로 2013년에 창단하여 현재는 총무과 신철진 회장을 주

당시 인도에서 주둔하고 있던 영국 육군사관들이 그것을 배워

축으로 3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주 2회 레슨을 시

본국으로 돌아와 경기화시키게 된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작하면서 새로운 신입회원들의 증가와 기존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며 대학 내 최고의 교직원 동호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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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래
드민턴
Tip 배

당시 영국에서는 그루스타주의 영국 뷔포오드경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초창기 배드민턴이라는 지명을 따서
경기의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서 오늘날의 배드민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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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웃음과 뜨거운 환호성이 피어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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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가도를 만든 이유

게 됐다. 현대는 ‘정보가 곧 돈’이라고 한다. 일본 여객선 회사에

첫째 신속한 군사 이동이다. 로마의 성공 원인은 그 나라를

는 ‘여객선은 발이다’는 표어가 있다. 일본은 여객선 공영화를

정복했지만 자치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하고 패자를 로마화

실시했고 육지와 섬 간격을 대폭 좁혀 놓았다. 섬 우선 정책 결

시킨다.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도를 통해 달려가 가차 없이 보

과 일본 해양영토가 육지영토보다 12배나 넓어졌다. 고속도로

복하고 응징했다. 둘째 물류가 흐르는 경제적인 도로다. 이 도로

와 지하철 항만 KTX, 공항,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할 때 천문

는 평탄하고 납작한 돌로 포장돼 있어 물산과 사람이 오가며 시

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반면 바다는 저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간이 단축된다. 수레에 짐을 싣고가 물건이 유통되면서 자급자

가 있고 또 다른 고속도로 개념의 선박이 있다. 바다는 인프라

족이 가능해졌다. 셋째 우편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이 제

건설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인프라 차원에서 여

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창안했는데 우편 마차가 로마가도

객선에 예산을 투입하면 섬과 바다는 새롭게 열리고 섬사람들

를 따라 달려가면서 황제와 각 지방 장관과 군대의 장군과 연락

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고 그 우편 이륜차로 지방 행정관이 부임하기도 했다. 소통의
도구로 쓰였던 셈이다. 넷째 상인과 무역상, 관리, 여행가들이

섬 연계해 바다를 보고
바다를 통해 세계를 보자

바다 지배해야 강대국 된다

오가며 동서와 각 지방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문물이 이동하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때까지는 해양강국으로 바다를 호

역할을 했다. 이 로마가도는 ‘팍스 로마나’에 지대한 공헌을 했

령하며 살았다. 그 덕분에 완도 출신 장보고 같은 걸출한 인물

다. 인간중심의 그리스 헬레니즘과 유대 신중심인 헤브라이즘

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 당시 무역선과 사신들이 바다라는 고속

이 이 길을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

도로와 도로 개념의 배를 가지고 세계와 소통했다. 해양강국 고
려는 그 시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렸다. 반면 조선

바다 고속도로와 선박 활용을

500년간 바다를 막는 해금정책과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을 실시

알래스카 남단 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으로 형성돼 있고 크고

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한반도에 접근하는 외국의 배들을 ‘이

작은 섬 1,500개가 있다. 정기 여객선이 육지를 잇는 다리 역할

양선’이라 부르면서 배척하고 통상을 거부하면서 결국 멸망의

을 하면서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소통시킨다. 이 회사 이름

길로 치달았다. 외세의 위협에 굴복해 1875년 ‘강화도 조약’을

이 ‘알래스카 마린 하이웨이(Alaska Marine Highway·바다

통해 반강제 개항했으며 해금과 쇄국정책 역시 포기 당했다. 조

고속도로)’다. 미국 해군 제독인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은 ‘바다

선은 바다라는 자연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배의 장점을 몰

는 고속도로’다. 드넓은 바다는 세계 어디든지 항해할 수 있는

랐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추락하고 말

공간이란 개념을 설파했다. 그는 해상 교통로 확보는 바다를 장

았다. 일찌기 육당 최남선은 이를 간파하고 ‘바다를 잊어버린

악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동양은 고대부터 대륙 문명의 영향

국민’이라는 글을 남겼다. 1908년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는 근대

을 받은 탓에 바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일찌

해양시 ‘해에서 소년에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소년들이 세

기 바다로 진출해 오늘날 세계 대국이 됐다. 반면 조선은 중국

계인으로 거듭나려면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의 영향을 받아 해금정책을 실시했다. 결국 임진왜란과 강제 개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도하면 누구든지 애국심이 발

항을 맞보며 패망의 길을 걸었다. 필자 역시 20년 훨씬 넘게 전

동한다. 전국 4,300개 무인도와 447개의 유인도 역시 중요하다.

국의 섬을 순회하면서 항구나 유인등대, 무인등대(야간항해)의

섬은 수산자원과 해조류, 생태계, 관광지, 새들의 고향이며 200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인프라 덕을 많이 받았다. 전용선 등대호를 직접 운전하며 답사

해리 영토의 깃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지 중심의 공간인식

로마인들은 인프라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인프라를 중요시 한 민족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다 보니, 여객선을 타고 다니는 것 보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속에 살아왔다. 이제는 공간인식을 섬과 바다로 확대해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500년 까지 로마

수 있었다. 숙식해결이 가능해 답사비를 줄일 수 있었다. 그 덕

섬을 통해 바다를 보고 바다를 통해 세계를 봐야 한다. ‘대한민

는 간선도로 8만㎞, 지선도로 등 15만㎞를 만들었다. 사람이 건강하기 살려면 온 몸의 혈관이

분에 섬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고급 섬 정보를 알

국 모든 섬은 독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자.

일본, 바다진출 해양대국 ‘성장’
中·조선, 해금정책 ‘패망’

글 _ 이재언 연구원(도서문화연구원)

육지에서 바다로 인식 전환, 수산자원·생태계 등 중요

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 2월 1일 착공해 1970년 7월 7일 완공된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이후 지금까지 고속도로는 23개·총길이는 2,659만㎞에 이른다. 로마는 기원전 321년 ‘아피
아 가도’를 아피우스 재무관이 입안하고 원로원이 승인했다. 아피우스이 총감독 해 도로를 만
들어 그 이름이 ‘아피아 가도’로 불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20년 뒤 중국 진나라(시
황제)때 흉노족과 유목민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해 거대 성곽을 만들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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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때까지 보수와 개축·신축을 해 왔으며 6,400㎞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다. 로마가도와
만리장성의 차이는 개방과 폐쇄를 상징하며 정신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한국의 섬’ 시리즈 1차 5권 출간

우리 대학 도서문화연구원은 ‘한국의 섬’(지리와역사 간행) 시리즈 1차 5권을 출간했다. 저자는 도서문화연
구원 이재언 연구원이며 내년까지 한국의 유인도 446개를 망라하는 총 13권의 시리즈를 완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의 섬』 1차 시리즈는 신안군의 74개 섬을 1, 2권으로, 진도군 48개 섬을 3권으로, 영광
군, 무안군, 목포시, 해남군의 29개 섬을 4권으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의 28개 섬을 5권으로 묶었
다. 앞으로 시리즈 완간은 전북의 31개 섬을 6권으로, 제주도의 13개 섬을 7권으로, 통영시의 42개 섬을 8권
으로, 여타의 경남 및 경북의 38개 섬을 9권으로, 충남의 32개 섬을 10권으로, 완도군의 57개 섬을 11권으
로, 여수시의 48개 섬을 12권으로, 인천과 경기도의 43개 섬을 13권으로 엮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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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인체 구석구석까지 보내야 하듯이 국가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혈맥 같은 도로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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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트레이닝센터 대표
무역학과 1

이
찬
슬

Interview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 15학번 이찬슬입니다. 현재 앵무새 트레이닝 센터 대표이자 앵무새 행동 훈련
전문 트레이너이고, 인공증식을 해서 분양을 하는 브리더입니다. 직업이 좀 많죠? 홈스쿨링으로 학창시절
을 보냈기에 학교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업처와 가깝기도 한 목포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러한 성장배경을 가진 앵무새는 행동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

‘winter is com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사업이 잘되

아지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요. 선진국의 많은 동물단체

고 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에 대

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보호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너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

이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 브리더가 길

상 변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러내는 3개월이 앵무새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제 사업도 처음에는 앵무새 용품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분

사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행동교정 및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
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

최선을 다하여 사람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했고, 특히 앵무새를 좋아했어요. 앵무새와 함께하다 보니 제가

반려동물로서의 앵무새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

누구보다 뛰어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로인해

하는 앵무새에게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창의적인 일이에요. 저는 행동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긍정강화를
활용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인도적이고 과학

앵무새 트레이닝 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행동 훈련된 앵무새를 분양하는 곳입니

“트레이닝이란 단순히 반복적인 조련을 통한 기계적인 학습

다. 행동 훈련은 다양한 묘기를 가르치거나 행동문제(심리적 질

이 아니라 앵무새 본질적인 지적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환)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또 인공증식을 해서 분양하기도 하고

가 저의 신념입니다. 앵무새와 함께 지내다 보면 눈이 마주칠 때

필요한 용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직접 개발해서 팔기도 합

가 있어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은 저에게는 그 무엇

니다. 보통 앵무새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저의 행동훈련을 받

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은 앵무새들은 농구도 하고,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앵무새를 분양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꿈이 있고 그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좋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중받지 못한 동물들이 팔

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특별한 사람은 그

려나가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보이는 것만 보고 입양을 받아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의 차이는 바로 ‘실행력’에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갓 태어나, 어미 새의 도움이 필요한 ‘만성유조’라고 불리는

앵무새의 경우 3개월 동안 신체와 정서적 발달이 함께 이루
어져요. 이 성장 기간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사람이 직접 먹
이는 이유식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해요. 그 과정을 ‘핸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인도적이고 과학적인 앵무새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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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피딩’이라고 하죠.

“불확실한 것에 모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
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제 명함에 있
는 앵무새의 깃털은 ‘스칼렛마카우’라는 앵무새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앵무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새와 꼭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서

반대로 비인간적인 ‘강제튜브피딩’이 있어요. 긴 고무 튜브를

CITES에 속하는 1급 종입니다. 국가에서 동물원 허가를 받은

아기 새의 목구멍으로 집어넣고, 주사기를 통해 튜브에 이유식

곳에서만 사육이 가능해요.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앵

을 채워 넣는 거죠. 이때 걸리는 시간은 2초. 그 후에는 케이지

무새를 위한 “앵무새의 모든 것이 담긴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

안에 넣어져 어떠한 접촉도 없이 배만 불린 채로 성장해요. 이

최종 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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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의
모든 것 담긴
동물원
만들고 싶어요

적인 트레이닝 기술을 사용하는 앵무새 트레이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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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대사 영상팀 출연記

마법같은 영상으로
세상을 흔들어라
글 _ 허미현 미디어홍보대사(국어국문학과 4)
(출연자 이보영, 이새이, 허미현)

이후 작가님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질문이 적힌 대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지를 중심으로 무슨 답을 할지
미리 생각해 보았는데 방송에 나갈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을 하던 중 드디어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방송 당일에 맞춰 우리 영상팀 3명은 모여서 서로 이야기
를 맞추고 정리하였습니다. 방송사에서 요청한 셀프카메라도 찍으니 어느새 방송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대사 영상팀에 속해 있는 허미현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닿게 되어 CJ헬로비전 호
남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스타 호남FM’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영상팀 3명 모두 함께
녹화에 참여하였습니다. 맨 처음 기획평가과 홍보팀장님께 연락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
나 고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 싶은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처음 보았습니다. 한 발자국씩 발을 디딜 때 참 설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방송국
에 들어오다니! 오늘은 출연자로 오지만 언젠가는 직원으로 반드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CJ헬로비전

도착했을 땐 뉴스가 한참 녹화 중이었는데 아나운서 분들과 직원분들을 보니 참 멋져보였습니다. 우선, 작가

호남방송

님과 함께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 멘트를 연습하고 얼마 후, 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조명 빛을 받

‘라디오스타 호남FM’

으며 카메라 앞에 서는 느낌이 참 색달랐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었지, 이렇게 앞에 서는 느
낌은 무척이나 새로웠습니다.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은 미리 작성된 대본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PD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는데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내용은 ‘영상’과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
리가 이루고자 하는 장래의 꿈이 모두 영상 분야로의 진출인 만큼 이번 기회가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전
환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촬영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제 대학 생활에 값진 추억을 남
긴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홍보대사 영상팀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포대학교 홍보대사는
입시설명회와 의전행사를 진행하는 ‘MNU홍보대사’와 SNS, 글로벌, 디자인, 영상팀이 속해서 활동하는 ‘미
디어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팀은 교내외 행사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목포대학교 페이스북과 유투브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에 관심있는 목포대 재학생 여러분! 대학홍보의 젊은 리더이자 마법같은 영상으로 세상을 흔드는 미
디어홍보대사에 지원해 함께 카메라를 들고 멋진 꿈을 펼쳐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에게 꿈, 희망, 즐거움을!
대학문화의 새로운 아이콘 ‘도림문화기획단’도 출연

그 후 이야기

램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방송 출연이 학생에게 꿈, 희망, 즐거움
을 선사하는 도림문화기획단의 활동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아름다운 그들의 활동이 활기찬 캠퍼스와 행
복한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성장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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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문화기획단 김도희, 윤찬양,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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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출연한 몇달 후 도림문화기획단 친구들도 동일한 프로그

report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반갑습니다”
유학생 체육대회 &
오리엔테이션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국적의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네시까지 진행 되었는데요 경기 내
내 유학생들이 잠시나마 고향의 그리움을 잊고 환하게 웃으며 신나
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기를 마무리하고 대운동장으로 입장하기 전 입구에서 받은 종

글 _ 배혜령 글로벌홍보대사(중어중문학과 3)

이에 적힌 숫자로 추첨을 진행하였는데 추첨 상품들로는 자전거,
양파즙, 음료박스 등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당첨되지 못하

유학생
체육대회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였지만 유학생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
유학생 체육대회

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추
진되었으면 하는 바람를 가져 보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진행한 제1회 목포대 유학생의 날 행사에 이어
4월 18일에는 목포대학교 대운동장 일원에서 유학생 체육대
회가 열렸습니다.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이 행사는 교수신우회와 학생생활관이 함께 주최를 하였는
홍보대사가
전하는
Global 통신

데요. 3년 동안 유학생으로 지내왔지만 유학생 체육대회에는
처음 참가해 보았습니다. 날씨는 다소 구름이 끼고 흐렸지만
야외에서 체육활동하기에는 덥지 않아 아주 적합한 날씨였습
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4월 21일 대학 본부 1층 홍보실
에서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목포출입국관리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은
국제교류교육원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학생 회장 소개, 범

11시 부터 대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간에 맞춰

죄 예방 프로그램, 유학생 상담 프로그램 안내, 출입국 및 학사 관련

가보니 점심시간 즈음이라 점식식사를 위한 배식을 먼저하고

규정 안내, 유학생 보험 및 장학금 안내, 시간제 취업 및 토픽 시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원

안내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님의 간단한 말씀으로 체육대회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녁부터는 비가 올 것 같은데 체육대회가
진행 할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겠다” 며 “한국에

이번 오리엔테이션이 유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서의 유학생활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
히 오늘만큼은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어 식전행사로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중·고등학생
들의 파워넘치는 춤 공연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레크레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레크레이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
상품권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경기는 비로소 진행 되었습니다. 경기
에 참여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이었으며 대운동장에서
는 중국vs베트남이 팀을 이루어 축구경기가 진행 되었고, 농
구장에서는 중국vs몽골이 팀을 이루어 불꽃 튀는 경기를 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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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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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인과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 문화

report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사진으로
읽는
목소리

2nd
regular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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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교수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interview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1 한국사물인터넷학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한국사물인터넷학회가 지난 2월 9일 열
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목포대 조광문 전자
상거래학과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항해에 나섰다. 이에 조광문 한국사물인
터넷학회 초대 학회장을 만나 앞으로 학회의
역할과 비전, 그리고 올해 주요 업무를 비롯
해,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
언을 들어봤다.

니까?

문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산업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산·학·

하지 않은 이론적인 배경과 연구의 진행, 통일된 표준의 부재, 기기

현재 EU에서는 사물인터넷 FP7 프로그램(2007년

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인력 양성과 연구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사회 공익

간의 호환성을 위한 공통 표준안의 부재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

~2013년)인 HORIZON 2020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

과 IT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해 12월

습니다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국에서는 강소성 무석시를 시작으로 우시 등 193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설립된 학회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급변하는 ICT

제도와 규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미래창조과학

시(2012년 기준)를 IoT 시범 도시로 선정하여 ‘사물

트랜드와 다양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증가하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업 요

부에서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하여 규

망 12-5 발전규획’ 수립 및 5대 중점 프로젝트(Strong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제 없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

Smart Gr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5

보 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

년까지 혁신적 기술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 선정 로

물인터넷을 구현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드맵을 수립하여 6대 혁신적 기술(Disruptive Civil

먼저 질문에서 언급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업들을 학회의

직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초기 규제 형성을 지양하고,

Technologies)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진행하

회원사로 유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산학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물

향후 산업 발전에 따른 시장,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역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물론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사물인터넷의 특

적으로 규제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생

에너지 관리 목표로 u-Japan(2004년), i-Japan 2015

성상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태계(SPNDSe) 참여자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로서의

전략(2009년), Active Japan ICT 전략(2012년) 등을

관련 기업과의 협업의 기반을 마련해 실제 상용화나 사업화에 중점을 둔 산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

협력 모델 발굴 및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워크숍 등의

력하겠습니다.

과 발전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반짝 아이템으

2 한국사물인터넷학회의 올해 주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로 끝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슈의 대상으로 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한국전
파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학술대회 개

6 SPNDSe 사물인터넷 생태계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 기업들의 역

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최 및 논문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에 따른 사업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물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갖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의적인 IoT 서비

국인 대한민국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

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가능성 및 파급 효과 등

터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가 무엇을 다 하겠다는 것

을 고려한 IoT 서비스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범부처 및 민간

보다는, 학계와 산업계의 생태계가 조화롭게 협업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유망 신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新)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서비스 적용/확산, 법제도 개선 등을 추
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SW) 개발/실증, 개방

4 회장님이 보시는 2015년 국내외 사물인터넷(IoT) 중요한 이슈(전망)들을 짚어주신

형 테스트베드 및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에서 개방형 테

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스트베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년 전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물인터넷 정책을

것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별 유형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IoT 글

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등을 활

로벌 민간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사물인터넷 시범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

성화하여 IoT 창조 혁신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더욱

습니다. 2015년의 중요 이슈로는 우선 생태계(SPNDSe) 참여자 간의 협업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산학 협력과 기관과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Network)

협력을 통한 공통된 플랫폼 지원 등과 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방형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여

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

중소벤처의 서비스(Service)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센서 및

리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Security)을 고려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
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 추진한 IoT 서비스 테스트베드 및 실
증단지의 성공 모델을 통하여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사물인터넷 기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 모델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있으며, 우리 학회에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분야의 핵심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IT 강

디바이스(Device)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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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상용화를 고려

3 한국사물인터넷학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님으로써의 포부는 어떠세요?

특.별.인.터.뷰.

주요한 장애물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사물인터넷학회는 지능화된 이종산업간 사물인터넷 신기술에 관한 학

교수

한국사물인터넷학회 초대회장

7 사물인터넷, 이 정부의 반짝 아이템으로 끝날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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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학과

조광문

IoT 생태계
참여자간의
협업강화위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충실히
수행할것

5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interview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4 학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학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교역에 관한 협정입니다. 개교 70주년, 학

취업능력 제고 영역입니다. 우선 정규 교육과

과 창립 30주년 즈음에 한중 두 나라가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는 내용을 기

정에 <비즈니스 중국어> 및 <중국어를 활용한

본 골자로 담고 있다고 하겠는데, 미리미리 대비할 때 비로소 우리 학과에

취업과 창업>과 같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그 소중한 결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중FTA 정식 서명 직후인 지난 7월

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MNU LINC 사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치우궈훙(邱國洪) 특명전권대사께서 우리 대학을

업단과 협력하여 Global Marketing 기업지

방문해 기획처 주관의 제7회 전남 지역발전포럼에서 제1회 전라남도 중국

원 실습프로그램, E-Market place 프로그램,

어교육 체험캠프를 주관하고 책임 운영해 주신 데 대해 우리 대학 총장님

1985년 설립된 중어중문학과는 그간 약 1천명에 달하는 인재를 배출하였습니

Global Market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중어중문학과 교수 및 재학생

다. 중국의 언어, 문학, 문화와 같은 인문학 공부에 뿌리를 두고 중국어교육, 문화

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의 우수 ICT SW/플랫

교직과정의 보조교사와 실습교사들을 향해 깊은 감사와 축원의 뜻도 표시

연구, 한중비즈니스도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하

폼 및 친환경 우수 농수산식품 개발 기업의 중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중어중문학과가 이 지역에서 가진 역할과 위

고 있고 중국 원어민과 내국인 강사가 각각 2명씩 출강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국시장 진출을 돕고 해당 기업에 인턴실습 후

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 시대를

어(중등) 교직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고, 그 밖에 학부생 교육의 연장선상에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맞이해서는 그 역할과 책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서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교육부 인가 전남 유일)과 일반대학원 중국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취업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한 이와 함께 우리 학과는 다양한 인문학 탐구와 지행합일의 교육 기부 활

와문화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과정으로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설치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교육론>, <중국어 논리

동에도 더욱 소홀함 없이 병행하며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된 국제차문화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논술>, <어린이청소년 중국어/한자 지도사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신정호
교수

한중 FTA 체결이 향후 학과 장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재학생의 진로 선택과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중국어[漢語]
기부 천사와
중국문화
전문 인재 양성

5 한중 FTA가 발효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중어중문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2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게 되나요?

6 중어중문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교직과정운영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바야흐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백문이

중국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바야흐로 중국어 전문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

교원양성과정(2급 정교사)을, 청화대학교와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포대 중어중문학과를 과감히 선택해 진학

는 분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문들이 현재 대학 교

함께 중국어지도사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

함으로서 중국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우십시오. 지역과 더불어 세계의 미래

수, 중국 업무 담당 공무원, 한중무역 상사 및 전자상거래 회사원, 금융업 관련

니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중국의 Shenzhen

를 나아가는 목포대학교가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무 매니저, 중등학교 교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기

Daily, Hebei TV, 인민일보(해외판) 등 현지

이제 교육부로부터 전라남도 관내에서 유일하게 인가, 설치된 중국어교육

관이나 출판계, 언론계, 교육계, 항공업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언론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모두 보도된 바 있

과정과 중국어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21세

현지에서 창업하는 졸업생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 지난 7월에는 2014학년도 LINC 성과 전국

기의 강대국으로 비상하는 중국과 진정한 선린우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

우수상(인문사회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하고 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 가지 주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나아가는 중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중국의 청화대학교
(淸華大學校) 등 현지의 명문대학교와 협력하여 전라남도 초·중등 학생의 현
지 체험학습과 재학생의 중국어교육 실습활동을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전라남도 주최 및 전라남도교육청 협력 하에 교내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고등학생 중국어 이야기 대회도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
습니다. 둘째는 국제교육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교류교육원과 협력하여 중
국 현지 협력대학에 단기어학연수,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을 파견하고 있습
이대학교를 위시하여 근자에는 베이징의 청화대학교와 상하이의 화동사범대
학교 등에 매년 약 20명을 추천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학생 학술발
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중문인의 날 행사와 중국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중문인의 날 행사는 중국어 원어연극, 중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성과를 공연
하고, 중국문화 심포지움에서는 중국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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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담은 학술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국내
및 중국 측 주요 언론에서 대학 우수 프로그램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지난 1991년 협정을 체결한 중국 산동성 소재 옌타

hot clip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대외 교류협력

대외 교류협력

목포대, 혁신도시 이전 전력그룹 4개사와 MOU체결

목포대, (사)인터넷신문위원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3월 11일 오후 4시 한전 본사에서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

우리 대학은 (사)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5월 11일 오전 11시 30

그룹 4개사 및 광주·전남 6개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 및 R&D 협력강

분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력에너지 분야 공동 과제 발굴

과 공동 연구를 통해 양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

및 연구개발,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공동 활용, 전력그룹사 맞춤형 전문인재 양

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민·학 협력을 통한 연구와 지역사업의 공동참여

성 및 지역 대학생 채용기회 확대, 지역 대학생 대상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과

및 인적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학생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전문인력 교류, 기타 지역 R&D 및 인재양성 협력 등이다.

통한 졸업생 취업 연계 등 사업 추진, 법률자문,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
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포대, 한국농어촌공사와 교류증진 업무 협약 체결

층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류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은 CJ헬로비전 호남방송(대표 김영흥)과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본
관 2층 총장실에서 지역 언론 및 홍보 분야 학문 발전과 방송 산업 진흥으로 양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농어촌 개발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력, 인턴 채

기관의 상호 발전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용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현장실습 협력,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 연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방송 소재 발굴 지원,

구 및 학술과 기술개발 정보 공유, 공동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및 다양한 협력

공동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 평생교육 및 훈련 등 인재 양성 프로

사업 추진,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시설, 전문인력 교류, 공사 사내대학 운영 협력 및 직원·직원가족 평생교육프로그램 교

그램 홍보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사용 및 협력방안 모색, 관심 분야 공동 연구

류·지원,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수행, 소장 자료 교환 및 학문정보 자문, 공동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포대,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목포대 LINC사업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와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 본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7월 21일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농

관 2층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공동 이익 증진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

수식품, 바이오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전남도의 전략산업 및 특성화 산업 분야에

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서 기술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창업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남창조경제혁

교류 및 공동활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협력, 산·학 공

신센터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연구 및 정보교류,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학업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상호지원, 산학공동 주문식

력사업 전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공동양성, 장비 및 시설의 상호활용, 창업지원 등

로 합의했다.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목포대, 나주효사랑병원 등 3개 병원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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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CJ헬로비전 호남방송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세계김치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7월 28일 11시 30분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최일 총장 및 김미순 세

우리 대학 천일염연구센터(센터장 함경식)는 세계김치연구소(소장 박완수)

화의료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화의료재단 산하 3개

와 3월 20일 오전 11시 세계김치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장 등 10여명

병원(나주효사랑병원, 나주효사랑요양병원, 나주원광요양병원)과 상호협력 협

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재학생 임상실무실습 교육지원 및 취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연구기술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업 협력, 교직원 진료비 할인, 의료 협력병원 교내 소개 및 홍보, 병원 인력 수급

위해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학술정보·인적자원 교류 및 기술개발 자문, 보유

에 관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우리 대학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2

people ;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 최성락 교수,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 선출

>>

목포대 박양균 교수,
(사)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회장 선임

>>

우리 대학 고고학과 최성락 교

목포대 나해영 교수,
미얀마 농림부 공로상 수상

목포대 김경희 교수,
국무총리 표창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 박양균

수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서 위촉

교수가 3월 1일부터 (사)식품공학과교

하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으

수협의회 회장에 선임돼 공식 업무를

로 위촉됐다. 최 교수는 5월 4일 서울 국

시작했다. (사)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

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문화재위원

회는 4년제 대학교 50여개 식품공학과

회 전체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아 2017

소속의 교수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사적분과위원

2007년에 설립됐으며 농식품부에 등록

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된 비영리 법인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직제개편에 식품연구직 신설, 전공교

>>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총 9개 분과로 이루어져

육 관련 산학관전문가 포럼, 학부학생들의 제품개발경진대회,

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미얀마 부대통령으로부터 공로상을

교수가 5월 5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있다.

식품기사시험 제도개선, 교과과정개선 및 교재편찬 등의 사업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미얀마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

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생존권, 발달

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는 것으로 외국 대학 중에는 우리 대학이 유일하게 수상했

권, 보호권, 참여권의 보장 확대 노력과 활발한 아동복지분야

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

학문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결과가 크

는 “미얀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 사업” 등

게 인정됐다.

우리 대학 원예과학과 나해영 교수가 3월 2일 미얀

>>

우리 대학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아동학과 김경희

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서 미얀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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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김일수 교수팀,
대한용접·접합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

우리 대학 전기공학과 문채주

목포대 장덕순 주무관,
‘근육운동가이드 프로페셔널’
번역서 출간

목포대 왕청식 대학원생,
알파인 스타일 등반으로 안데스산맥 알파마요
(5,947m) 한국인 최초 등정 성공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김일수

교수가 기초전력연구원 에너지밸리 분

교수와 용접&자동제어실험실팀이 5월

원장에 취임하고 3월 30일 빛가람혁신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도시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서 열린 대한용접·접합학회 2015년도

기초전력연구원은 1988년 설립된 전력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포스터

산업분야 연구의 국제적 연구원으로 에

부분)을 수상했다.

너지밸리 전력 인재양성·연구개발의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 주제

요람으로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는 “고장력강 파이버 레이저 용접부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이 헬스·트레이닝 분야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근육운동가

29일 안데스산맥 ‘알파마요’(Alpamayo 5,947m)산을 알파인

왔다. 특히 이번 기초전력연구원 에너지밸리 분원 개소는 빛

용접부 파단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로 파이버 레이저 공정 중

이드 프로페셔널’(불어판)을 번역·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

스타일 등반으로 한국인 최초 등정에 성공했다.

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내 최초 연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에 발생하는 미세조직 파단의 종류를 분류하는 탄소당량식을

다. 이번에 출간한 ‘근육운동가이드 프로페셔널’(프레데릭 데

이번 원정대 (2015 Korea Alpamayo Expedition)는 목포대

가져 큰 눈길을 끌었다.

제시한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라비에, 마이클 건딜 지음/장덕순 옮김)은 전작인 ‘근육운동가

왕청식 대학원생이 직접 원정대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한국 대

됐다.

이드’의 내용에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 만족할 만한 속도로 근

학 최초로 알파마요 정상(5,947m)에 목포대 깃발을 휘날려 대

육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교한 운동 전략과

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우리 대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시한 책이다.

거둬 큰 주목을 끌었다.

>>

우리 대학 기획평가과에 근무하는 장덕순 주무관

>>

우리 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왕청식 대학원생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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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문채주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에너지밸리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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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정년퇴직 교원(추경회) 초청
간담회 개최

www.mokpo.ac.kr

목포대, 인문사회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목포대, 지역 고교 초청
‘학생부 종합 모의전형’ 큰 호응

목포대, 제2회 전국 고교생
UCC공모전 당선작 발표

목포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삼호서중 학과탐방 행사 개최

우리 대학은 4월 7일 본관 1층 홍보실에서 최일

우리 대학은 8월 6일 호남 지역 22개 고등학교

우리 대학은 7월 29일 ‘제2회 전국 고교생 UCC

우리 대학은 7월 8일 오전 10시 도림캠퍼스 일원

총장, 본부 주요 보직자 및 정년퇴직 교원 모임인

학생들을 초청해 ‘학생부 종합 모의전형’을 진행

공모전’ 당선작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

에서 삼호서중 2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모의전형은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

다. 고교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자유학기제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학과 탐방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진학에 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목포대 UCC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학기제 연구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주최하고 대구대 LINC사업단 주관해 7월 3일
대구대에서 열린 ‘인문사회와 함께 하는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37개 대학 출품 사례
중 ‘비이공계열학과 산학협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터 양성 교육 및 글로벌 원정대
파견’ 사례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퇴직 교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 홍보영상 상영, 대학 발전상 소개, 대학발전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는 4월 9일 본관 2층

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 전남·북 고등

공모전은 6월 15일 부터 7월 20일까지 “나의 꿈,

학교인 삼호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을 위한 제안 및 건의, 도림캠퍼스 벚꽃축제와

총장실에서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수교수 시상식’

학교에서 추천한 고3 수험생 200여 명이 참여

나의 미래” 등 총 5가지 주제에서 응모작을 접수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설계하는

MNU 홍보관 관람, 전 소속학과 방문 등으로 진

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교수로는 박경

해 큰 호응 속에 실시됐다. 특히 모의면접에는 인

했다. 총 응모작은 33편 이었으며 외부위원이 참

경험을 통해 자기성찰 및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

행됐다. 특히 제안 및 건의시간에서는 대학발전

우(컴퓨터공학과), 최한석(멀티미디어공학과), 유영

기 학과를 중심으로 총 39개 학과에서 교수위촉

여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10작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 위한 많은 고견과 답변이 이어졌으며 수렴된

재(제어로봇공학과), 정석원(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사정관, 전임사정관, 고교교사 등이 직접 서류 및

품(최우수상(1), 우수상(3), 입선(6))이 수상작으로

의견은 향후 대학 정책에 반영 검토될 예정이다.
공모 수상자(3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면접 평가위원을 구성해 학생 2명당 15분씩 면접

선정됐다.

을 진행했다.

목포대,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포럼 개최
우리 대학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한국여성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

목포대, 제1회 전라남도 중국어 체험캠프 개최
우리 대학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전남 도내 초등학생

목포대, 제25회 의류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개최

들의 실용중국어 활용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전라

인네트워크 및 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단과 공

남도에서 주최한 ‘제1회 전라남도 중국어 체험캠프’

동주관으로 5월 21일 오후 3시 교수회관 2층 교육

를 8월 3일 부터 8월 8일 까지 도림캠퍼스 일원에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과 대학생

서 위탁 운영했다. 이번

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복

캠프는 도내 22개 시군 소

지 실현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포럼’이라는 주제

재 초등학교 5학년

로 광주·전남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및 네

11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3일간의 사이버 교육과 교내에

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했다.

설치한 생활 테마별 부스를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목포대, “Girls’ Engineering Week-지금은 공학소녀시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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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네팔에 국제교류협력센터 개설로
국제화 앞장서

우리 대학은 6월 중순 네팔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행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가 주최하는 중국어 체험캠프인 만큼 주

뉴 호라이즌(New Horizon School) 학교에 국제

한 중국대사관과 광주 중국총영사관에서도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교류협력센터를 개설했다. 국제교류협력센터는 뉴

우리 대학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은 7월 21일 도

호라이즌 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에 따라 개설

림캠퍼스 일원에서 전남지역 여중·고생 230명과

됐으며 이후 우리 대학은 센터에 한글 교재와 한

함께하는 “Girls` Engineering Week - 지금은

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뉴 호라이즌 학

공학소녀시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교의 졸업생 4명을 초청해 우리 대학 국제교류교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4월 29일 오후 2시 박물관

생을 대상으로 4년간 배운 전문지식과 감각을 바

서는 먼저 1부 순서로 4인의 공학자를 초청해 공학

육원 산하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돕고 있다.

대강당에서 최일 총장, 대한간호협회 전남간호사회

탕으로 매년 테마를 잡아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자로서 걸어온 길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문답하는

정광숙 회장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세계적으로 21세기 환경

Talk Concert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

데 제5회 나일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Nature

실시한 2부 창의공학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총 8개 팀으로 분반을

일 선서식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촛불

of the 21C’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자

구성해 학과소개 및 실험·실습 위주의 체험 활동으로 진행했다.

처럼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나이

연환경의 변화를 옷으로 표현한 예비 디자이너들

팅게일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

의 빼어난 감각이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대학 의류학과는 제25회 졸업작품 발표회
를 5월 19일 부터 21일 까지 박물관 1층 갤러리에

목포대,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서 개최했다. 그동안 의류학과에서는 4학년 재학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추경회(회장 김석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목포대,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수교수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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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2015년 한국전력공사 채용설명회 개최
우리 대학은 4월 16일 오후 2시 학생취업처 취업

목포대, 도림문화기획단
제2기 발대식 개최

지원실의 적극적인 홍보속에 학생회관 1층 취업강

2015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 교수
❶

의실에서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년 한국전력공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 대

성명

학은 지난 3월 한전과 ‘R&D 및 인재양성 협력 협
약’을 맺은바 있으며 한전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활
성화를 위해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준비 방향 안내
를 내용으로 이번에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목포대, ㈜금화에 취업 활성화 기여
감사패 전달

목포대, 2015학년도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개최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3월 18일 오후 5시 30
분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도림문화

❷

소속

❸

❹

❺

❻

학위

❶ 이진욱

자연과학대학 원예과학과

영남대 농학과(농학사), 서울대 농학과(농학석사), 코널대 원예학과(농학석사)

❷ 김은정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공학사), 포항공과대 환경공학부(공학석사), Texas A&M Univ. 토목공학과(공학박사)

❸ 박지환

공과대학 조경학과

목포대 조경학과(공학사), 영남대 조경학과(농학석사)

❹ 최정규

공과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공학사),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공학석사),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공학박사)

❺하 솔

공과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공학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공학박사)

❻ 이성남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법학사), 고려대 법학과 상법(법학석사), 고려대 법학과 상법(법학박사)

기획단 제2기를 임명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에 임명된 제2기 도림문화기획단은 다양한 문화
들의 끼와 열정을 통한 창조적인 대학 문화를 형
성하기 위해 캠퍼스 문화행사에 대한 아이템 기
획 및 운영 활동을 담당 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대학만의 특별하고 행복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발돋움 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은 6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총장실에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서 ㈜금화에 취업 활성화 기여의 뜻을 기리는 감

식을 최일 총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

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증정은 우리 대학

운데 3월 16일 오후 5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졸업생들이 ㈜금화에 취업해 지역사회의 중추적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외행사를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공로가 인정

MNU 홍보대사(8명),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미

돼 대학 구성원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금화는

디어 홍보대사(7명), 국제화 홍보를 담당하는 글

전남 무안군(본사-청계농공 2단지), 충남 보령시,

로벌 홍보대사(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임명장이

충북 청원군에서 닭고기를 전문으로 생산·가공

수여됐다. 이와 함께 임명장 수여 후 총장과 함께

(유통하는 기업으로 재직자 중 우리 대학 출신 졸

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져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

업생이 17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홍보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다.

목포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46
+
47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5월 26일 여성가족부에
서 주최하고 취업지원실에서 운영하는 2015년 여

교육공무원 휴직 (2015. 3. 7. ~ 2015. 9. 30.)
≐≐ Edmundo Cruz Luna (조교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2015. 4. 1.)
부교수  교수
≐≐ 김선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김건수 (인문대학 고고학과)
≐≐ 박정석 (인문대학 문화인류학과)
≐≐ 조준범 (사회과학대학 도시지역개발학과)
≐≐ 김 휘 (자연과학대학 한약자원학과)
≐≐ 류동영 (자연과학대학 한약자원학과)
≐≐ 최종명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 정석원 (공과대학 정보보호학과)
≐≐ 김갑선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우리 대학 학생취업처는 4월 21일 12시 학생회관 1

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서포터즈 5기를 임명하

층 취업강의실에서 장애대학생과 도우미 학생 20

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드림블러썸-벚꽃처럼 화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

사하게 꿈을 펼치는 목포대학교’로 명명한 여대생

- 미국 Texas A&M University

업 설명회와 함께 대학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커리어개발 서포터즈 5기는 총 5명으로 구성됐다.

- 파견기간 : 2015.7.20. ~ 2017.1.19

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취업처

앞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는 온·오프라

장 및 장애대학생 지원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이

인을 활용해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프로그램

함께 참석해 국가가 지원하는 도우미 프로그램을

홍보 및 참가 독려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설명하고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목포대,
‘변화와 혁신의 가치 공유’
직장교육 실시

목포대,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 개최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2015. 2. 28.)
≐≐ 박승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이동신 (사회과학대학 도시및지역개발학과)
≐≐ 임병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김형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우리 대학 총무과에서는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까지 본관 1층
홍보실에서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에서는 최일 총장과 김규태 사무국장이 강연자로 나
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우리의 자세’ 와 ‘일! 그리고 생각해 볼 것
들(국립대학 직원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해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 이진형 (부교수)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전보 (2015.4.1. / 6.1. / 7.3. / 7.8.)
≐≐ 기진서 (행정사무관) 기획처 기획평가과
 국제교류교육원
≐≐ 박국선 (행정사무관) 사무국 총무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 김재화 (행정사무관) 학생생활관  사무국 총무과
≐≐ 박정렬 (행정주사) 기초교양교육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 박향숙 (행정주사) 사무국 총무과  제1행정실

윤형석 (행정주사) 기획처 기획평가과
 기초교양교육원
≐≐ 강명숙 (행정주사) 학생취업처 취업지원실
 제3행정실
≐≐ 조영선 (행정주사) 제3행정실
 학생취업처 취업지원실
≐≐ 안정희 (행정주사보) 제1행정실  교무처 교무과
≐≐ 전진무 (행정주사보) 사무국 총무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 김광훈 (행정주사보) 남악행정실  사무국 총무과
≐≐ 문세형 (행정주사보) 교무처 교무과  사무국 재무과
≐≐ 정일식 (행정주사보) 제4행정실  남악행정실
≐≐ 조승곤 (행정서기) 사무국 재무과  사무국 총무과
≐≐ 이영희 (행정서기) 남악행정실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 안창현 (행정서기보) 교무처 교무과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 조희연 (행정서기보) 사무국 총무과  제3행정실
≐≐ 박연화 (사무운영주사보) 제4행정실  교수평의회
≐≐ 안안순 (사무운영주사보)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제4행정실
≐≐ 고현구 (기계운영서기)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제4행정실
≐≐ 김정희 (대학회계직) 제1행정실  교무처 교무과
≐≐ 추정임 (대학회계직) 사무국 재무과
 학생취업처 학생지원과
≐≐ 정순화 (대학회계직) 제3행정실  사무국 총무과
≐≐ 허지숙 (대학회계직)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사무국 재무과
≐≐ 구지영 (대학회계직) 학생취업처 학생지원과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 오미영 (대학회계직) 교무처 교무과  제1행정실
≐≐ 최우진 (대학회계직)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제3행정실
≐≐ 김은미 (대학회계직) 교수평의회  제4행정실
≐≐ 서향심 (대학회계직) 제3행정실  남악행정실
≐≐

승진 (2015.3.1. / 4.30. / 7.6. / 7.14. / 8.4.)
≐≐ 최나영 (학생취업처 학생지원과)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 김수아 (사무국 총무과)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 최각수 (사무국 시설과) 시설서기보  시설서기
임용 (2015.6.1. / 7.1.)
≐≐ 전정아 (사무국 시설과) 공업서기시보
≐≐ 백소일 (사무국 예비군연대본부 연대장)
전입 (2015.3.4. / 3.13. / 3.20. / 5.1. / 7.3.)
≐≐ 김규태 부이사관/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목포대학교 사무국
≐≐ 조천호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행정사무관
≐≐ 천미경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행정사무관
≐≐ 이은효 지방교육행정주사보/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행정주사보/목포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안창현 지방행정서기/목포시청
 행정서기보/목포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조희연 행정서기/목포우체국 목포연산동우체국
 행정서기보/목포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전출 (2015. 5. 1.)
≐≐ 한원길 (행정주사보)목포대학교  전라남도교육청
정년퇴직 (2015. 6. 30.)
≐≐ 김영숙 (대학회계직 7급)
≐≐ 이점례 (대학회계직 7급)
명예퇴직 (2015. 6. 30.)
≐≐ 윤여원 (행정사무관)
공로연수 (2015. 7. 1.)
≐≐ 차성철 (행정사무관) 목포대학교
≐≐ 신진식 (전기운영서기) 사무국 시설과
≐≐ 김광순 (대학회계직 7급) 사무국 총무과
≐≐ 채용옥 (대학회계직 7급) 박물관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활동 조성을 통한 올바른 대학 문화 정착 및 학생

Click campus;

Mokpo
National
University

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목포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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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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로 25
☎061-452-0539

12호점

20호점

미야비일식

거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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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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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점

5호점

13호점

21호점

신안비치호텔

청계수산

토담골한우곰탕

늑대와여우컴퓨터(엘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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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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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점

6호점

14호점

22호점

호화대반점

구로횟집

아이디오

선명 출판·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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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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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점

7호점

15호점

23호점

무안식당

한진수산

영조전복수산

하마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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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희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11-11
☎061-454-0939

4호점

8호점

16호점

24호점

꽃게랑낙지랑

구로나루

승달가든

청계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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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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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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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대표자:박은희
무안군 청계면 백련동1길 17-4
☎061-45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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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campus;
25호점

33호점

41호점

49호점

이로운꽃게랑아구랑

민설민헤어갤러리

한울타리

대경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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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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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점

34호점

42호점

50호점

보스음식점

더플라워샵

(주)앤투어

한솔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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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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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점

35호점

43호점

51호점

중앙기획

법무사 배상회 사무소

운영식당

자유(한솔)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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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화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37
☎061-453-1361

대표자:서오천
목포시 옥암동 1381-2
☎061-284-1000

28호점

36호점

44호점

52호점

돼지꿈

투어스토리

중앙OA시스템

착한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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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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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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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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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점

37호점

45호점

53호점

동일광고&송월타월

태성식육식당

송죽일식

차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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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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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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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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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점

38호점

46호점

54호점

송월갈비

두레정

뉴한주여행사

아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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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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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정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4-36
☎061-27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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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점

39호점

47호점

55호점

세계로여행사

호남이화학상사(주)

지선플라워

김정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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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서상열
목포시 영해동 2가 4-4
☎061-24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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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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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점

40호점

48호점

56호점

찬성공업사

청계한우한돈특설할인매장

진복탕

SK텔레콤 태주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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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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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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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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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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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campus;
57호점

65호점

잭울프스킨 목포점

미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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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장현미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25
☎061-454-8284

58호점

66호점

파스쿠찌 전남도청점

(주)광주그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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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라영휘
광주 남구 구성로 102-1
☎062-652-0222

59호점

67호점

(주)마음515

꽃피는화덕피자D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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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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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 ;

학교후원기금을

발/전/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누계액(최초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 : 2015년 2월 1일 ~ 2015년 7월 31일

구분
씨월드고속훼리(주)

60호점

68호점

(유)목포IC주유소

서해명가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대표자:김양수
목포시 영산로 834
☎061-282-5140

대표자:이민주
무안군 삼향면 왕산로 246-9
☎061-285-8533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55명

10,990,285,664 원

후원자

후원금액

이혁영

10,000,000

이자수입
박준균

구분

후원자

후원금액

한솔공업사

서오천

500,000

6,981,619

SK텔레콤 태주대리점

김복수

500,000

6,000,000

(주)상상미가건축

김혜정

500,000

꽃게랑낙지랑

강기옥

420,000

5,000,000

나주효사랑병원

김미순

410,000

㈜진우전자

이재정

4,000,000

현디자인

장영순

400,000

송하전업사

박영동

2,500,000

69호점

장부다리주유소

김성문

400,000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박종환

1,500,000

무안식당

이은정

300,000

무안애꽃

(주)상상미가건축

목포대학교 시설과

홍병열

1,500,000

지선플라워

최소심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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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김혜정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72
☎062-234-3330

한진수산

황숙희

1,200,000

착한왕갈비

박광민

300,000

대림식당

이길재

1,200,000

무안애꽃한정식

노경현

300,000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기진서

1,000,000

(주)광주그린투어

라영휘

300,000

예닮치과병원

박해균

1,000,000

(주)마음515

이승찬

250,000

1,000,000

61호점

70호점

6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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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호점

법무사 배상회사무소

배상회

250,000

크린월드세탁전문
협동조합

최주호

1,000,000

아이더목포하당점

정선옥

200,000

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강성준

600,000

(유)목포IC주유소

김양수

200,000

대표자:오광록
목포시 백년대로 274번길
☎061-287-5280

목포대학교 기획처

박영용

600,000

크린월드

오광록

200,000

71호점

(주)예일디자인

폰타나 비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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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박은석
목포시 평화로 69번길
☎061-288-7000

64호점

예향회정식
대표자:오선영
목포시 상동 1153-1
☎061-262-9595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3기 졸업생 33명
우리문화사

신규

신규

52
+
53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국립목포대학교

후원의 집 참여
후원의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후원의 집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기획평가과(061-450-2055,

20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수산

박은숙

600,000

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호문

180,000

목포대학교 화학과

남상호

600,000

목포대학교 기획평가과

조영호

180,000

영란횟집

조성숙

600,000

돼지꿈

남세준

180,000

토담골한우곰탕

장차덕

600,000

목포대학교 교무과

안정희

150,000

영조전복수산

박경훈

600,000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최소은

150,000

해왕궁일식

최길순

600,000

김정호스튜디오

김정호

150,000

초록식당

배영근

600,000

목포대학교 IPP사업단

허강수

150,000

중앙OA시스템

이웅철

600,000

목포대학교 시설과

김헌식

120,000

차이홍

정해연

600,000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박미다

120,000

선명출판복사

서정모

600,000

목포대학교 시설과

박승렬

120,000

미미향

장현미

600,0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구지영

100,000

중앙기획

이형진

5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경숙

100,000

구분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후원자
김경희

후원금액

구분

100,000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후원자

후원금액

정태균

100,000

목포대학교

김광순

1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김성백

100,000

목포대학교

김영숙

100,000

목포대학교

이점례

100,000

목포대학교 제4행정실

김은미

100,000

예향회정식

오선영

100,00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김일환

100,000

구로횟집

정순환

100,000

목포대학교 교무과

김정희

100,000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정찬균

60,000

목포대학교 교직과정부

박신자

100,000

이로운꽃게랑아구랑

송영애

60,000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

배주현

100,000

꽃피는화덕피자

임대식

60,000

목포대학교 남악행정실

서향심

100,000

청계신문사

박은희

60,000

목포대학교 제2행정실

손진

100,000

목포대학교 시설과

황앵성

50,000

목포대학교 제1행정실

오미영

100,000

엘비스시스템(늑대와여우 옥암점)

김영석

50,000

목포대학교

채용옥

100,000

민설민헤어갤러리

이영창

5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최귀봉

100,000

서해명가

목포대학교 총무과

최금신

100,000

이마트목포점 지역단체재원프로그램

이민주

50,000

목포대학교 제3행정실

최우진

100,000

태성식당

김점희

30,000

45,84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추정임

100,000

두레정

김미숙

30,000

목포대학교 재무과

허지숙

100,000

목포대학교 총무과

신철진

20,000

목포대학교 학생지원과

홍주식

100,000

합계

62,47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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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효사랑병원,
목포대에 발전기금
기부 약정

(재)목포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최일)은 6월 30일 지역 보건
인력 인재양성을 위한 간호학과 지정기탁 기부약정을 나주효사
랑병원(이사장 김미순)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주효사랑병원

11. 도서관 평생이용권 증정

○

○

○

○

○

○

12.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13. 국제교류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은 현재 우리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병원으로

14. 대외협력관 사용료 할인

-

○

○

○

○

○

○

지정돼 매년 학생들의 실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

15. 임자수련원 사용료 할인

-

○

○

○

○

○

○

부는 우리 대학에서 임상실습병원에 지원되는 실습비를 매년

16.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할인

-

-

-

-

○

○

○

전액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17.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

○

○

○

○

○

○

18. 가족 장학금

-

-

-

-

○

○

○

19. 회사 장학금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