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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금 대륙상운(주)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지난 5월 18일(화) 오후 4시에 대학본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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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최고경영자강의실에서 대륙상운(주) 김수금 회장

지난 5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에 대학본부 5층

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김수금

최고경영자강의실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 해외취업 선장이었으며,

정태길 위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반도호 초대 선장을 역임

정태길 위원장은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였고 인천항 도선사로서 항만발전에 기여하였

역임하고, 현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으며 대륙상운(주), 한창산업(주) 등 5개의 중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해양장학재단

계열사를 보유한 대륙그룹 회장으로 국가 경제와

이사장 등 15개의 해양관련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해운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후진 양성을 위해서 30억원을 출연하여 희양

있다. 특히 해상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향상, 어선원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정년제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교육기관에 매년 장학금을 헌납하고 있다. 이에 우리대학은 해양인재
양성과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김수금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2. 크루즈레저산업 연계 전공 제1기 학생 크루즈 승선
현장 실습 참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의 스마트 선박 크루즈
운용인력 양성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목포해양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의 크루즈레저산업연계 전공 제1기
학생 40명은 지난 5월 25일(화)에 크루즈선박 승선
실습을 참여하였다
이번 실습은 지난 4월 9일 KWU지역혁신사업단과

최초 도입, 수산업계 최초 선원자녀 학자금 제도 도입, 청년층의 해기인력 양성 지원 활동 등
해상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해상 선원들의 권익보호와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해 정태길 위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4. 실습선 세계로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 훈련 진행
‘실습선 ‘세계로호’는 지난 5월 13일(목)에 신안군
불무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여객선의 화재로
인한 침몰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서해지방해양
경찰청과 진행하였다. 실습선 ‘세계로호’의 교직원
및 실습생 등 100명은 선원 및 승객 역할로 훈련에

크루즈 승무원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씨월드고속

참여한 가운데 화재 신고 접수부터 선박 등선, 선내

훼리주식회사(대표: 이혁영)의 28,000톤급 대형

진입, 승선원 퇴선유도 및 구조, 응급환자 이송,

크루즈 선박인 퀸제누비아호와 목포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 되었으며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중 수색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고, 세계로호 자체적

퀸제누비아호의 조타실 및 기관실 그리고 선박의 주요 객실 및 식음 시설의 견학과 사무장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크루즈 선박 승무원으로서의 실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으로 소화훈련과 구조정 및 단정을 강하하여 실습생 탈출 및 조난자 구조 훈련을 진행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소식
1. 김수금 대륙상운(주) 회장 발전기금 기탁식 거행

목포해양대학교 후원의 집 소식
목포해양대학교 후원의 집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상호명: 갯내음
- 주소: 전남 목포시 신흥로 59번길 11
- 전화번호: 061-281-3531
지난 5월 18일(화) 오후 4시에 대학본부 5층 최고경영자강의실에서 김수금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과 함께 발전기금 기탁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수금 회장은 대학발전기금 1억원과 장학금 1,000만원의 기탁증서를
목포해양대학교에 전달하였다.

상호명: 대가참치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

2. 한국선급 장학금 수여식 거행

15번길 22, 88타워 2층

한국선급(회장 이형철)은 5월 20일(목) 오후5시에 대학

- 전화번호: 061-287-8982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선급은 장학금 1,000만원의 기탁증서를
목포해양대학교에 전달하였으며,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리더십을 기준으로 선발한 장학생 4명(항해정보시스템학부
박세환 학생 등)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70주년 기념 “미래로 1,000년 식수 사업” 모금 안내
모금대상: 개인, 단체, 해운기업 등 대학 발전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

우리대학에서 운영되는 SNS 채널 계정을 소개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팔로우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금액: 500만원 이상
모금기간: 2020. 10. 1. ~ 계속
식수장소: 장보고동산
기부자 예우: - 기념수 식수 및 표지석 각명
- 세제혜택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기금 기부문의

페이스북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