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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국내에

서유일하게 13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강대(총장 김동옥) 창업보육센터

는최근중소기업청이전국 281개센터

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창업보육

센터(BI) 운영평가에서 13년 연속 최

우수(S) 등급을 받으면서 창업보육의

선두주자임을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동강대창업보육센터

는창업보육성과 입주졸업기업경영

실적 자금유치 컨설팅전문성 대외활

동등인프라및운영성과전반에걸쳐

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

동강대 BI센터는 이번 최우수기관

평가에 앞서 중기청 등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입주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

이되고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중소

기업청이 주관한 2015년 BI건립지원

사업(노후시설개선사업)에 선정돼 오

는 8월 보육실 외에 회의실 교육실 등

으로 활용할다목적실과학생창업지원

실등의부대시설을갖출예정이다

BI건립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IT분

야 등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입주

뿐 아니라 학생 창업지원에도 크게 기

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청과창업진흥원에서주

최하는 2015년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도지역에서유일하게따내청

년드림CEO육성에나설계획이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이후 13년간 누적매출액 고용

인원 지식재산권 등록 보육기업 지원

R&D 및 정책자금 유치 기술혁신형

기업 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거두며성공창업을이끌었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해 광주지역

대학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창업진흥

원이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돼 사업비 10억원을 받아

19개 업체를 발굴 집중 육성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에도뽑혔다

이 밖에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서 박경우 창업보육실장이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상 입주업체인 (주)도건시스

템의 김보근 대표와 (주)코엘소프트의

임성균 대표가 각각 벤처기업 부문과

창업기업부문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

관상과중소기업청장상을받았다

김현철 창업지원단장은 올해 선정

된사업등을통해업체지원관리시스

템을보다체계적으로운영하고입주기

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

이다고말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창업보육의미다스 동강대
중기청 281개 센터평가 13년 연속최우수기관

BI 건립지원사업선정교육실창업지원실등보완

2015년지역인재 7급공무원견습직선

발시험에서전남대학교가광주시에배정

된 6명전원을독차지했다

또 동신대는 전남지역 최다 합격자 수

인 2명의합격자를배출했다

11일 전남대와 동신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15년도지역인재7급공무원견

습직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05명 명단

중전남대추천자 6명 동신대추천자 2명

이포함됐다

전남대 추천 합격자는 최효경(여경제

학부 4년) 정민지(여정치외교학과 4)

이승언(국어국문학과 졸) 김현동(2행정

학과 4) 이재원(건축학부 3) 김한울(건

축학부 4)씨등이다

동신대추천합격자는송동휘(소방행정

학과 졸업)씨와 허샛별(여물리치료학과

졸업)씨등2명이합격의영예를안았다

이들은 1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

근무를 한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

용된다

전남대융합인재교육원은최종공직적

성시험 및 면접시험에 경쟁력을 갖춰주

기위해그룹스터디등체계적인지원프

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그결과매년광

주시 선발인원을 독차지하는 성과를 거

두고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장만채전남도교육감이4월직무수행지

지도설문조사에서전국1위를차지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JTBC리

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전국

19세이상남녀유권자 1만7000명을대상

으로 조사한 4월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위를차지했다

조사결과응답자의593%가장교육감의

직무수행을긍정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고교 교육

력 제고 무지개학교 확대 등 전남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균형 잡힌 교육과 실용적 교

육정책을 추구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

화한 것이 주요인으

로분석된다

지지도 2위는 56

2%를 기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3위

는 553%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차

지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표집 방법과 자동응

답전화(IVR) 조사방법으로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전국 95%신뢰수준에±08%

포인트광역자치단체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저소득층자녀의교육격차를줄이기위

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활기를띠고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

교자유수강권은저소득층가정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1인당 연간 60만원

까지지원하는사업이다지속적이고실질

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8억

7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976%의 집행

율을 보였다 전년도보다 201%포인트 증

가한것이다 올해는작년보다 4억여원늘

어난102억9360만원의예산이편성됐다

그동안이사업은집행율이 7080%대

에 그쳐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일선학교에서 집행율은 2011년 90

4%(예산 55억7000만원) 2012년 832%

(예산 124억7000만원) 2013년 775%(예

산 104억5920만원)으로 2년새 129%포인

트급감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집행율이 976%를 기

록 전년보다 201%포인트증가했다

이는일선학교담임교사들이사업취지

에공감하면서교육소외를없애격차를줄

이려는노력에적극나섰기때문으로해석

된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인홍보도한몫한것으로보인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길라잡이를제작배포해

호응을얻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만채전남교육감직무수행지지도 1위

JTBC리얼미터 1만7000명 설문59% 긍정평가

광주 저소득층교육격차줄이기

시교육청 올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사업 103억원 편성

김혁종광주대학교총장이모교인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WIU)에서 인문

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성균관대학

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김 총장은 미국

WIU에서석사학위를캔자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취득했다

광주대는 오는 16일 WIU 웨스턴홀에

서열리는2015년도졸업식에서김총장이

인문학명예박사학위를수상한다고밝혔

다

WIU 잭 토마스(Jack Thomas) 총장

은 김 총장이 WIU에서의 총장 인턴 경

험을바탕으로탁월한리더십을발휘해광

주대를지역최고의명문사학으로발전시

켰을뿐아니라활발한대외활동으로모교

의 명예를 높인 공로

를 인정해 WIU에서

개인에게 주는 최고

상인 명예박사학위

를수여하게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010

년 WIU가 처음 제

정한 해외동문공로

상수상자로선정된바있다

한편 WIU는 대학신문을 통해 김 총장

에대한인문학명예박사학위수여소식을

전하면서김총장의이력과한국에서의활

동상을자세히소개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김혁종광주대총장美WIU 名博

호남대학교(총장서강석)는대학인조잔디구장에서최근다국적학생들이한자리에모여친목을도모하고학문정진의계기를마련하기위한 호남대학생한마음축제를열었

다 호남대제공

아자 아자호남대

전남대 지역인재 7급 공무원견습직올해도 독식

광주시배정 6명 합격동신대 2명도 최종합격

웨스턴일리노이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