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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는 취업창업에 꿈을 둔 대

학생들에게주목받는대학이다

이 대학창업보육센터는중소기업청평

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14년째 이름을올

리고 있다 중소기업청 평가가 시작된 지

난 2003년부터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명확한 비전과 지원 의지가 없다면 쉽지

않다는게산업계평가로중소기업청조차

깜짝놀랄정도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에서도그우수성을인정

받았다 최근 취업률도 광주 고등교육기

관평균취업률(2014년653%)보다높다

개교 40년 사회산업수요를반영한특

성화로경쟁력을갖춘전문대학으로발돋

움하고있는셈이다

2011년 후성학원 이사장 취임 이후 동

강대의 무한 도약을 뒷받침하고있는이

민숙 이사장에게 새로운 도전을 들어봤

다 이이사장은그동안 조력자역할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정식 인터뷰는

처음이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동강대 성

과가눈에띈다

▲1976년 3월 개교 이래 교수직원학

생등모든구성원들이어려울때힘을합

친결과다 작지만 단단한 학교를만들어

40년 아니 10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명문

특성화 사학으로 지역 사회에 우뚝 서는

게목표다

단단한 대학이란 어떤 대학을 말하

나

▲동강대는 감동을 주는 세계 수준의

직업교육중심대학이라는비전을내걸고

있다 엄혹한 취업 현실 속에서도 산업체

가요구하는 탐나는 인재를키워낼만한

프로그램과교수진을갖춘대학이다그게

강한전문대학이다

어떻게 키워내야 탐나는 인재가 되

나

▲학생들에게는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심화교육과정을체험하면서현장실무능

력을갖추도록한다 교수들은 평생 지도

교수제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뿐 아니

라 졸업취업 후 사회생활까지 맡아 지

도조언해준다

여기에인성함양프로그램인 마음명상

글쓰기 과정등을통해긍정적마인드 남

을배려하고사회구성원으로역할을할수

있도록 인성을 키워주는 것도 대학의 할

일이다 이런 과정을통해 인간성과실력

전문성을갖춘인재가동강대의인재상이

다

대학이 위기라는데 지방대는 더 심각

하다

▲날마다위기다학교를이끌어가는경

영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낀다 학생 수 감

소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과정의

다양화는 절실하다 그래서 더 많이 뛰어

야한다

동강대는어떤방식을고민하고있나

▲백화점식 학과를 탈피 취창업에 강

한공학과자연계열에집중하는방향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슬림화 특성화해야 우수

인재가 몰린다 내년 스마트 무인항공과

드론과를신설하는것도이같은이유중

하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결과 5년 인증을 획득한 점도

보건계열특성화에초점을맞췄기때문이

다

창업보육센터를 특성화전문화한 것도

학생 창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

을반영한것이다 올해로 14년째 최우수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됐으니 성과로 평가

할만하다

매년 학과별 운영계획도 직접 챙긴다

고들었다

▲우리대학의강점과발전가능성을최

대한반영한발전계획을세우기위해서다

연간 발전계획 뿐 아니라 5개년 발전운영

계획도 세워야 한다 졸업생 취업률(2012

년 642%→ 2013년 658%→2014년 66

8%)도상승세가지속될수있도록내실화

에힘쓸계획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을 위한 방

안은

지역민들과의거리를좁혀함께하기위

해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인조잔디 축구장

(5050)규모운동장을주말과휴일주민

들에게 개방했다 학교 내부를볼수없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폐쇄형 돌담도 없앴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세계수준현장실무교육환경갖추겠다

개교40년후성학원이민숙이사장

전주 한옥마을은 먹방 투어라는 말

이 생길 정도로 길거리 음식이 많다 광

주 송정역시장과 대인야시장도 비슷하

다손으로들고먹는 핑거푸드(finger

food)가엄청나다

그렇다고 모든 길거리 음식이 관광객

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다 호남

대조리과학과학생들이최근 스트릿푸

드 공모전을 연 것도 이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

어떻게 하면 먹거리를 들고 페스티벌

을즐길수있을까 어떤먹거리가 먹방

천국으로 불리는 야시장 페스티벌 행

사장에서인기를끌수있을까

호남대 조리과학과 김다은(여223

년)노건일(201년) 학생이 내놓은 슈

렉 카레와 불이나닭은 이같은 점에서

높은평가를받아최우수상을수상했다

시금치를갈아카레색깔이녹색으로바

뀌어 붙여진 슈렉 카레를 컵밥에 얹어

먹으면훌륭한요깃거리가될수있다는

평가를받았다매운맛소스를입힌 불

이나닭 튀김도 먹방 투어를 나선 관광

객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요리로 평

가됐다

가레떡에 게피 가루를 뿌리고 시럽을

곁들인 츄러스와 레몬생강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만든 레몬생강에이드도 손

이가는 스트릿푸드로인정 우수상을

받았다

호남대 조리과학과는 자체 공모전을

거쳐선정한 7가지핑거푸드를 6월넷째

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

서열리는프린지페스티벌기간에선보

인다 조리과정 체험 코너도 마련되며

판매수익금은장학금으로기탁한다 이

들 프로그램은 모두 호남대 한국형복합

리조트 양성사업단(KIR단장 김진강)

의지역연계활동의하나로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요리사의 취향저격 길거리음식

호남대조리과학과 내달 25일프린지페스티벌서선봬

바나나푸딩 바나나에반하나

슈렉카레와불이나닭 초코강정

떡츄러스 떡츄

조선대가전세계대학을대상으로논

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라이덴 랭

킹(Leiden Ranking)에 올해 처음 이

름을올렸다

조선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

지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84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6 라이덴

랭킹에서 국내 32위를 기록 호남권 사

립대중유일하게랭크됐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발표하는 라

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중에서세계에서가장많이인용되

는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한다 주관적

평가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서비

스기업톰슨로이터의 DB를 활용해 4년

간의논문을분석한다

종합순위외에도학문분야별평가중

에서는 생명건강과학 분야의 경우 국

내 27위(세계 544위) 수학컴퓨터과학

국내 29위(세계 649위) 자연과학공학

국내 30위(세계 669위)를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논문 평가 라이덴랭킹 진입

교육부가대학생창업을장려하기위해

선정한전국우수대학창업동아리 300곳

에 광주전남 6개 대학 21개팀이 선정됐

다

광주전남창업유망팀은▲전남대새벽

등 6개팀▲조선대늘찬등 4개팀▲동신

대건강애등 4개팀▲호남대세라비등 4

개팀▲목포대HURO등 2개팀▲광주대

PPC 등 21개팀이다

교육부는 앞서 권역별로 온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창업유망팀 300곳을 선정하

는 한편 각 100만원의 상금과 대학의 창

업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창업 교육 멘

토링등팀별특성과성장단계에맞는후

속 지원 프로그램 등 집중적인 지원을 펼

치고있다교육부는또창조경제혁신센터

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로전문가의멘토링과컨설팅을지

원하고온라인으로소액투자자를모집하

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자금 모집 민간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발굴육성기업)

와 연계한 투자 유치 지원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팀 중 우수한 10팀은 다음달 열리

는범부처통합창업경진대회 도전K스

타트업 2016 본선에나갈기회도얻을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우수창업동아리 21개 선정 호남권사립대유일

교육부선정집중 지원
전남대

CNUREE ITry 새벽 앰퍼샌

드 파우스톤즈 픽스컷

호남대
HJ IDEA wireFrame 세라

비 재훈재훈

조선대
CCI Conic Econovation

늘찬

동신대
건강애(愛) 뷰티닥터 윤슬 피

부존

목포대 ASIO HURO

광주대 PPC

광주전남대학창업유망팀

드론등취업특성학과집중편성

창업보육센터평가14년째우수

평생지도교수제로졸업생관리

지역민에휴일운동장개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