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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 정보보안학과,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 초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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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 소속 교사들을 초청하여 친선 경기를 겸한 입시설명회

를 지난 22일 서울 서초고에서 가졌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친선경기는 서울지역 42개 고등학교 배드민턴 동호회(회장 수도여고교사 구본형) 소속 교사를 비롯

해 우석대 윤여창 교수 등 양측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한편 우석대는 이날 경기에 앞서 서초고 체육관에서 경기 참가 교사를 대상으로 2009학년도 수시 주요 전형 내용과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의 주요 성과 등을 골자로 하는 입시 설명회를 가졌다.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최근 국내 유수 IT 선도 기업체들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관.학 협

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실시된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응시생 전원이 최종합격하는 기염을 발휘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이날 친선 경기에 대해  “우석대 대외교류협력 성과와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

램 등을 소개하고, 친선 경기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기 위해 이 대회

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소속 교사들을 초청, 입시설명회를 갖고 친선경기

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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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정유철   우석대, 벨리즈 초등교사 연수 수료식 개최 2008-07-23  13  0  

306 최주호   우석대 정보보안학과,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 초청경기 2008-07-23  13  0  

305 정유철   라종일 총장, 유럽 교육학자 대상 강연 실시 2008-07-21  293  8  

304 최주호   우석대구급규찰대 동료 학생 생명 구하고 대학발전기금 쾌척 2008-07-20  455  19  

303 정유철   우석대, 컴파운드 양궁 세계 제패 2008-07-14  599  19  

302 문정식   우석대,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 3개 체급 석권 2008-07-14  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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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최주호   우석대, 미르문화아카데미 1기생 수료식 2008-07-11  2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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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최주호   전북은행, 우석대에 발전기금 4억 쾌척 2008-07-08  398  18  

296 문정식   우석대, 벨리즈(Belize) 초등교사 연수 실시 2008-07-08  221  0  

[1] [2] [3] [4] [5] [6] [7] [8] [9] [10] ~[26] 

 

 

Page 1 of 1우석대학교

2008-07-23http://wwws.woosuk.ac.kr/sub06/sub01.htm?page_mode=sub06_7&board=sub06_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