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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학과, 서울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 초청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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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지난 7일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회장 수도여고교사 구본형) 소속 교사

들을 초청하여 친선 경기를  가졌다. 

 
대학 체육관에서 개최한 이날 초청경기에는 서울지역 28개 학교 41명 교사로 이루어 진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

민턴 동호회 소속 교사인 김찬규, 채수범 선생을 비롯하여 우리대학 안승철, 하태현 교수 등 양측 관계자 50여명

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앞서 대학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참가 교사를 대상으로 2008학년도 수시 1차의 주요 전형 내

용과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의 주요 성과 등을 골자로 하는 입시 설명회를 가졌다.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최근 2년 동안 유수 IT 선도 기업체들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 그리고 취업 지

원을 위한 산학 협약과 대외 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윤여창 교수는 이날 친선 경기에 대해  “일선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우석대학교에 직접 초청하여 대외교류협력 

성과와 대학의 교육서비스 등을 체험케 하고 친선 경기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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