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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이제시작인나이.

여기저기부딪치며내꿈을찾아야하고, 내미래를만들며분투해야하는나이입니다.

어떻게해나가야할지몰라두렵기도하고숨어있던게으름이발목을잡기도하죠.

날도우며격려하는사람이곁에없다고힘들어마세요.

여러분은서로다른가치를융합하여새로운상상력을발휘할수있는컨버전스리더가될것입니다.

여러분의꿈과미래를활짝펼치세요.

바로경상대가여러분이도약할수있도록지지하는서포터즈가되어드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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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가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연구비1억원당특허등록실적전국

1위를기록했다. 그만큼기초과학분야의연구역량이뛰어나다는것을입증하

는것이다. 

우리대학교는지난2006년한해동안과학기술부가시행한3대연구개발

사업중‘기초과학연구사업’부문에서연구비1억원당특허등록전국1위

를기록했다. 

우리 대학교는 이 사업에서 32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비 1억 원 당 특허등록

0.55건(특허출원은 0.46건)으로 서울대(0.31건), 포스텍(0.34건), KAIST(0.52

건)를제치고당당히1위를차지했다. 서울대에지원된예산은우리대학교의

10배에달하는316억원이었다. 

이는투입된연구비금액보다실제교수·대학원생들의연구역량이더중요하

다는것을입증할뿐만아니라지방대학도선택과집중을통해꾸준히실력을

쌓아가면수도권대학들을충분히뛰어넘을수있다는것을입증하는사례다. 

이같은사실은과학기술부가최근펴낸‘2007 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성과

보고서’를인용보도한‘한국대학신문’제637호(2008년2월4-16일) ‘연구사

업서울대허울뿐인1위’라는제목의기사에서밝혀졌다. 

또우리대학교는기초과학연구사업부문연구비1억원당박사학위배출실

적6위, 석사학위배출실적10위를각각차지했다. 이분야의경우, 지방대학들

이석·박사과정학생모집에상당한애로를겪고있는것을감안하면괄목할

만한성과로평가되고있다. 

BK21 농생명산업 로벌인재육성사업단및환경생명과학국가핵

심연구센터(EB-NCRC) 소속 박사과정 정재철 씨의 논문이‘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3월호인터넷판에발표되었다. 

이번논문의제목은‘애기장대에서식물의히스톤단백질의아세틸

화조절을통해저온저항성에관여하는HOS15 유전자에관한기

능규명’으로서식물의저온환경적응과꽃피는시기를동시에조

절하는유전자를분자수준에서세계처음규명한것으로저온·냉

해에강한식물체개발에응용이가능할뿐만아니라식물환경스트

레스신호전달관련연구의수준을획기적으로높이게됐다. 

특히저온스트레스관련유용유전자를확보함으로써주요작물의

생산가능지역을확대하고복합스트레스에저항성을갖는식물체

를개발하여획기적인생산량증대로연결, 미래식량안보에대처할

수있는능력을갖출수도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는생물학분야최고저널중하나로서

인용지수(IF)는10.0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우리 대학교가 미국 퍼듀(Purdue)대학교에

설치한현지연구실에서수행한연구결과로서, 정재철씨가논문의

제1저자(first author), 지도교수인 윤대진 교수가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로발표되었다. 

정재철씨는현재우리대학교박사과정학생으로서BK21국제협력

사업의지원아래현지연구실운 요원으로파견돼1년간(2004-

2005년) 연구를수행하 다.

2년간 17억여원 투입...생태환경 자원분야 전문인력 양성

농업생명과학대학‘LOHAS 경남 생태환경

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김의경, 환

경산림과학부, 이하‘LOHAS경남사업단’)

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하반기 신규

누리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

‘LOHAS경남사업단’은내년까지1년6개월

간 17억여원의국고와지자체등의대응자

금으로연간180여명의생태환경자원분야

전문인력을배출하게된다. 

특히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이번‘LOHAS경

남사업단’의 누리사업 선정으로 12개 모든

학과(전공)가누리사업을수행하게돼, ‘우리

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의연구와교육역

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OHAS경남사업단’은 산림환경자원학전

공·환경임산학전공·지역환경기반공학

과·농업경제학과가참여하고있다. 

LOHAS경남사업단은경남LOHAS 산업활성화를위해생태환경자원을근간으로하는지

역산업수요에맞는전문인력을양성하고, 이를바탕으로지자체·산업체·연구소와NGO

등과유기적인연계를구축하여서부경남관광권개발및남해안시대동북아휴양·관광

산업의허브구축에이바지할수있는생태환경자원분야전문인력양성을통해지역발전

을선도한다는목표를세워놓고있다.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란, 신체적·정신적건강은물론환경·

사회정의및지속가능한소비에높은가치를두고생활하는현명한사람들의새로운라이

프스타일을말한다. 로하스는개인중심의웰빙을넘어서는거대한흐름으로자신의건강

과행복만이아니라이웃의안녕, 나아가후손에게물려줄소비기반까지생각하며친환경

적이고합리적인소비패턴을지향한다. 

LOHAS경남사업단은 21세기 메가트렌드로 각광받는 LOHAS산업의 생명환경자원 분야

전문인력을배출하기위해지자체·산업체등11개참여기관과협력하여5가지주요세부

사업을운 키로했다. 

즉, ▲Edu-Up프로그램(우수신입생유치장학제도, 교육인프라확충, 마일리지시스템) ▲

맞춤형트랙제(트랙교육시스템, 모듈별맞춤형교과과정운 , 전문가인증제) ▲학생역량

강화사업(서포터스시스템, 정보화능력배양프로그램, 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산학

협동지원사업(교육자원클러스터, 기술정보교류프로그램, LOHAS-1004프로그램) ▲취업

능력향상프로그램(Job-Seeking프로그램, 여학생및사회적약자에대한취업관리프로그

램, 취업증진이벤트프로그램) 등이다. 

한편LOHAS경남사업단은사업단설명회및개소식을3월24일하우송총장, 김재경총동

문회장, 11개참여기관장등이참석한가운데농업생명과학관에서개최했다. 

과기부기초과학연구사업

1억원당특허등록전국1위
과기부 2006년 연구사업 성과분석서 밝혀져…

1억원당 박사 배출은 6위

“식물은추운겨울을어찌견디고

꽃은언제피워야하는지이미다알고있다”
박사과정 정재철 씨,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3월호 인터넷판에 논문 게재

식물의 저온환경 적응과, 개화 시기 동시조절 유전자 분자수준 첫 규명

“식물의 환경적응 메커니즘에 핵심 역할 하는 유전자‘HOS15’(호스15)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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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경남사업단
신규누리사업선정및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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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자 전통 한국백과사전의 전범으로 통하는‘대동운

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한 로번역됐다. 

남명학연구소경상한문학연구회윤호진교수(한문학과)팀은조선중기한

학자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가편저한백과서를완역해책

으로펴냈다. 이번대동운부군옥완역에착수, 사업을시작한지8년만에

전 20권 20책으로완성했다. 목판본대동운부군옥은편찬직후선조에게

바쳐나라에서간행하려고했으나임진왜란으로중단, 1798년(정조 22년)

에저자의7대손이초판을펴냈다. 

단군이래선조까지의사실(史實)과인물, 문학, 예술, 지리, 국명, 성씨, 산,

나무, 꽃, 동물이름등이총망라되어있다. 삼국사기와계원필경등한국서

적176종과사기, 한서등중국서적15종을참고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대동운부군옥은현재우리에게익숙한어두음(語頭音) 기준가

나다순서가아니라표제어끝 자별로분류배치했다. 예컨대‘短’(단)이

라는 자항목을설정한다음, 그아래에다가‘체단’(體短), ‘신단’(身短),

‘광가장단’(狂歌長短)처럼끝 자에‘短’이들어가는여러단어를차례로

배치하고, 각단어에대해서는그것이출현하는각종문헌의관련대목을

그대로인용하는방식을취했다. 

임진왜란직전조선중기를살다간초간권문해는대동운부군옥을통해중

국사에대해서는줄줄외다시피하면서도막상동국(東國)의사정에서는까

막눈인세태를통렬히비판했다. 

비록체제는중국책을따른것이기는하지만, 그내용은극히일부를제외

하고는모두우리나라의것들이다. 이책은권문해가어렸을적부터가지고

있던주체적인역사의식을바탕으로이뤄졌다. 

특히대동운부군옥은그목적이동국의역사를알아야한다

는것이었으므로, 인용문헌중중국자료가15종인데반해신라이후조선에

이르기까지동국의서책은170여종에달한다. 이중50종가량은현재는

사라지고없는이른바일서(逸書)다. 

예컨대신라의기이한일들을기록한문헌이라생각되는‘신라수이전’(新

羅殊異傳)은대동운부군옥여러곳에산발적으로인용되고있다. 

한편윤호진교수는“대동운부군옥을번역한것은이책의이러한소중한

가치를일반독자들이나학생들이쉽게접할수있도록한다는데에있다”

고의미를부여했다. 

이번번역본은각권마다해당원문을 인수록했다. 

남명학연구소 한문학연구회 8년 만에 20권으로 완역

대동운부군옥은 유서, 즉, 분류식 백과사전에 속하지만 더욱 엄 히는

표제항목들을 자의발음을따라분류배치한운서(韻書)식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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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주문형인력양성사업’

경남유일선정
‘경남·울산권 조선항공산업 전계장분야
주문형 인력양성사업단’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총 15억여 원 투입…

“조선항공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선도”

우리 대학교는 대학과 지방기업의 동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지

원하고한국산업기술재단이주관하는‘지방기업주

문형 인력양성사업’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우리대학교의‘경남·울산권조선항공산업전계

장분야주문형인력양성사업단’(사업단장조재경

교수 정보소자공학전공)에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소자공학전공·제어계측공학전공, 컴퓨터과

학부의정보과학전공이주축으로, 교수17명과학

생170명이참여하고있다. 또경 대학교수4명

이경 컨설팅분야를지원하고, 거제공업고등학

교학생40명이참여하고있다. 

사업단은올해1년간국비9억2000만원과대응

자금6억여원등총사업비15억여원을투입하여

조선항공전계장분야의주문형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게된다. 

이사업에참여하고있는전기전자공학부정보소

자공학전공·제어계측공학전공은2006년부터대

학 IT분야 교육경쟁력강화사업(NEXT사업)에 선

정되어현재성공적으로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따라서이사업의선정은지역의불리한여건속

에서도꾸준히IT분야의우수인력양성과산학협

력을추진해온결과이며, 향후우리대학교의 IT

분야발전에기폭제가될것으로기대된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각광…

국내 시장 500억원 규모 해마다 20%씩 증가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액리놀레산(CLA; Conjugated

Linoleic Acid)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활성화를위한‘CLA연구재단’(이사장김정

옥)이설립됐다. 

우리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하 래(응용생명과학부) 교수가상임이사를맡고있

는CLA연구재단은지난3월13일서울코엑스에서재단설립기념심포지엄을개최

한데이어3월19일진주시문산읍소재HK바이오텍(이사장김정옥)에서재단현

판식을가졌다. 

하 래교수는“CLA의다양한기능성및활용성에관한3000여편의연구논문이

발표됐고최근CLA의획기적인산업화성장세에발맞춰CLA의체계적인연구와

활성화를위해연구재단을설립하게됐다”고설명했다. 

이날심포지엄에서는CLA의기능성을1987년12월최초로연구·개발한미국위스

콘신대학교마이클W. 파리자(Michael M. Pariza) 교수와하 래교수등관계전

문가들이강연을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경상남도, 진주시, 바이오21센터바이오

관계자, CLA연구자등100여명이참석했다. 

CLA연구재단은기금5000만원으로시작하여앞으로50억원의기금을목표로하

고있으며CLA을연구하는연구자들에게CLA에관한정보와CLA이성체를연구용

으로제공할계획이다. 또충분한기금이조성되면CLA연구비·장학금지급과연

구단체·대학에기부금도내놓을예정이다. 

한편CLA는1987년하 래교수와위스콘신대학교마이클W. 파리자교수가공동

으로개발한신기능성물질로, 최근개발된물질중가장중요한물질로인정받고있

다. CLA는체지방감소(다이어트), 항암, 항당뇨, 항동맥경화, 면역조절효과등다양

한효과가있지만현재인체시험을거친다이어트효과만인정되어다이어트용으로

1998년부터세계적으로시판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2006년부터한국식품의약품

안전청(KFDA)으로부터다이어트용건강기능성식품으로인정받아시판되고있다. 

SS pp ee cc ii aa ll   GGNNUU
하 래교수, CLA연구재단설립

HK바이오텍에서현판식도가져

▲왼쪽부터 파리자 교수 부인, 마이클 W. 파리자 교수, 김정옥 이사장, 강희일 바이오21센터장, 

하 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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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1세기전략위원회는대학통합준비위원회, 대학법인화연구

위원회, 교명변경추진위원회, 재무전략기획위원회, 송도국제

화캠퍼스준비위원회등5개위원회로구성됐다. 위원은위원회

별로공동위원장2명, 위원12-13명, 간사1명등각각15명안팎

으로구성되며여기에다본부보직교수와본부과장들이당연직

위원으로참여하게된다. 21세기전략위원회는제8대하우송총

장의 공약을 실현하고 대학의 장기발전을 이끌 우리 대학교의

‘핵심싱크탱크’역할을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우리대학교는3월20일총장실에서각위원회별위원에대한임

명장수여식을시작으로21세기전략위원회가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대학통합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강정부·조성환)는도내타대

학교와의통합실패원인및타국립대통합사례분석, 도내국립

대통합의장·단점분석, 지역내타대학교와의통합연구(통합

찬반이유분석), 통합시너지효과분석등의일을한다. 

대학법인화 연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유한·김세범)는 미래에

닥쳐올수있는대학법인화문제장·단점분석, 일본의대학법

인화사례집중연구, 법인화한대학병원모델연구, 구성원들의

불안감해소, 현실성있는대처방안마련등의일을한다. 

교명변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심기환·방효선)는대학통합·

홍보에절대적으로필요한교명연구, ‘경남국립대학교’라는교

명에대한연구, 유사교명을가진대학과의갈등극복을위한현

실적방안연구, 명칭변경후효과적인홍보방안연구등의일

을한다. 

재무전략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길수·정기한)는 대학재정

및발전기금확충방안연구, 발전기금출연자등의관리와예우

에관한연구, 기술지주회사를통한대학발전기금마련방안연

구, 경상매니지먼트컴퍼니설립에대한연구등의일을한다. 

송도 국제화캠퍼스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효종·박준일)는

송도캠퍼스조성을위한계획수립, 부지확보에따른재정확충

방안마련, 진주바이오21센터·진주시와의연계방안모색, 인천

송도지구에입주예정인타대학사례연구, 미국퍼듀대학교와

공동연구활성화방안마련등의일을한다. 

하우송총장은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통해“우리대학이

장기적·안정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당면한주요현안을대

학안팎의지혜를모아슬기롭게수행할수있는기능이절대적

으로필요하다”면서“이번에출범하는21세기전략위원회는대

학통합, 교명변경등의난제를풀어나가는역할을잘해줄것으

로믿는다”고격려를아끼지않았다. 

이날임명장수여식이열림에따라각위원회는공동위원장과간

사를중심으로위원회에부여된과제를해결하기위해수시로회

의를하게되며필요한경우교직원과학생, 동문, 지역사회를대

상으로설명회, 공청회등을열수도있다. 또위원회는회의개

최 시 대학평의원회에 통지하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사무국

장·정책국장은회의를참관할수있다. 

21세기

전략위원회

공식출범 대학원생 33명, 교환학생 48명 등 81명과 유학생도우미 47명

3월 6일 진주시청·진주성·박물관·진양호 돌며 진주의 역사·문화 체험

외국인신입생위한

진주주요시설·관광지투어

우리대학교에서유학하는외국인학생들에게우리대학교가위치한진주에대해알수있

는기회를마련했다. 대학속에서수업듣고실험하면서보내기에도바쁜게유학생활. 그

러나우리대학교국제교류센터(센터장전태 )는유학생들에게우리지역을이해하는기

회를제공하고더불어유학생활에활력을불어넣어줄계획을짰다.

우리대학교는3월6일우리대학교외국인신입생81명과외국인유학생도우미47명으로

‘진주시투어단’을구성해진주의역사·문화·관광·행정시설을둘러보는시간을마련

했다. 외국인신입생은대학원생이33명, 교환학생이48명이다. 이들은진주시청에서진

주시홍보관을둘러보고진주시전반에대한것을이해하게됐다. 이어진주성으로자리를

옮겨치열했던역사의현장을눈으로확인했다. 박물관에서는진주천년의역사와임진왜

란의참상, 극복을위한민관군의노력들을보면서, 우리대학교가역사와충절의고장에

위치해있음을새삼깨달았다. 그리고이마트에가서쇼핑의즐거움을만끽하면서고향에

있는가족들과연인들에게보낼선물도마련했다. 또진양호에서호반의도시진주의매력

을가슴속으로호흡하면서짧게는1학기, 길게는수년동안머물러야할진주의아름다움

을흠뻑느꼈다.  

한편우리대학교는2008년1학기현재중국193명을비롯해

일본러시아우즈벡몽골인도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방

라데시파키스탄뉴질랜드등16개나라의학부생99명과

대학원생162명등모두261명의유학생을유치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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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 국제교류센터장(교무처장)은“유학생들이단순히공부만하고가는게아니라우리나라, 우리지역에대한역사와문화

등을동시에알게함으로써귀국하여서는홍보대사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면서“이같은프로그램을국제교류센터

설치후매년계속해본결과반응이상당히좋은것으로나타나올해도진주시투어프로그램을마련했다”고말했다. 

01.  진주시청홍보관에서

02.  국립진주박물관앞에서

03.  진주성 촉석루 입구에서

01

02

03

“귀 국 해 서 도 경 상 대 와 진 주 의 홍 보 대 사 가 될 거 예 요”

우리대학교의당면현안사업을원활히수행하여대학의장기발

전을이끌총장직속‘21세기전략위원회’가공식출범했다.  

장기발전 이끌‘21세기 전략위원회’공식 출범

대학통합준비위, 대학법인화연구위, 교명변경추진위, 재무전략기획

위, 송도국제화캠퍼스준비위 5개 위원회별 15명 안팎으로 구성…

당면 현안사업 원활히 수행할‘핵심 싱크탱크’

▲하우송 총장이 21세기 전략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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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컴퓨터가발달되어책을간단·신속하게만들수있게되었지만, 조선시대책을인쇄하는

방법은목판에 자를새겨인쇄하는목판인쇄술과나무로활자를만들어인쇄하는목활자인쇄

술이이용되었다. 진주를중심으로하는서부경남지역은조선시대많은학자들이배출되어서적

인쇄문화가크게성행했다.

명 칭 l 이택당(麗澤堂) 소장 목판 및 목활자

소장분량 l 목판 1,452매, 목활자 2만점

지정사항 l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5호

지정일자 l 1979. 12. 29.

판각연도 l 1800년대 말

원소장처 l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이택당

기 증 자 l 김포환, 김상원

기증일자 l 2004. 5. / 2005. 7.

경상대학교소장문화재소개-1

01.  산청 이택당 장판각 전경

02. 목판과 목활자로 인쇄된 고서들

03. 도서관 문천각 장판각실(부분)

04. 성재선생문집 목판

개교 60주년 기념 특집

우리대학교도서관고서실인문천각에는2004년과2005년에김포환씨와김상원씨가각각기증

한목판1,452매와목활자2만여점이소장되어있다. 이자료는원래산청군신등면이택당의부

속건물인장판각에소장되어있었던것이다. 이택당은‘벗끼리서로도와학문을닦고수양에힘

쓰는집’이란의미이다. 경남지역선비들이모여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의업적을기리

며, 그의문집을간행하기위해1891년에건립한건물이다. 장판각에는성재허전의문집인쇄를

위해판각된‘성재선생문집’목판633매, 철종임금의명으로선비의예법을집대성한‘사의(士

儀)’목판333매, 국왕이지켜야할덕목을기록한‘종요록(宗堯錄)’목판157매와성재허전의제

자인물천김진호의문집인쇄에사용된‘물천선생문집’목판329매가소장되어있었다. 또목활

자는1896년이전에만들어진것으로‘대하재실기’인쇄에사용된것이다. 이들자료는분량이많

을뿐만아니라, 보존상태와수량이완벽하여조선시대경남지역의인쇄문화및학술사연구의귀

중한자료로평가받고있다.

성재허전은1797년경기도포천에서태어나실학자성호이익의학통을계승한대학자다. 1864년김해부사로부임하여남명조식을모

신신산서원(新山書院)의원장을지냈으며, 남명조식이제자를가르치던산해정(山海亭)에서경남지역의많은제자를양성하여남명사

상선양과경남지역의학문을크게진흥시킨인물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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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넘쳐난다. 암울했던시절의민주화열망을생각하면미안한이야기지만끊임없이 려오는

크고작은선거들이귀찮게느껴질때가적지않다. 마뜩찮은후보들이막무가내로자기이력을늘

어놓으면서학연, 지연, 혈연따위의연고에기댄정서적지지를호소하는모습을볼때특히그렇다.

이번총선의경우에도일부대도시지역을제외하면후보자대부분이지연, 혈연, 학연등의연고를

출마의기본요건으로삼고있다. 고향이라는말로압축되는회고적연고가선거에서만큼은여전히

막강한힘을행사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중학교나고등학교를다니며청소년기를보냈거나, 아예

태어난것이전부이더라도고향이라는연고만있으면지역에서의수십년활동과성과앞에서도주

인행세를하는당당한후보가된다. 

언뜻지역의대표를뽑는선거이니지역과의인연을중요자질로보는것이터무니없는것은아니라

고할수도있겠다. 문제는실제우리삶의양상은이미고향의의미를한참다르게받아들이고있다

는점이다. 

오히려고향은이제‘어린시절이등장하는꿈의배경이되는곳’정

도의중립적회상공간으로탈색되어있다. 누구도넘볼수없는개

성이넘치는각자의독점적자연공간이아니라동시대인이면누구

나공유하고공감하는교실과운동장, 아파트, 그리고만화 화, 게

임과같은공통의문화공간의모습을하고있는것이다. 이렇듯일

상속에서고향은점점면모를일신하고있고, 또그런추세가되돌

려질것같지도않은데선거에서만은여전히이회고적연고의위세

가숙어들지않고있다. 정책보다는인물평, 나아가서친소관계를선

택의기준으로삼아온우리의후진적선거문화가불식되지못한까

닭일것이다. 연고를넘어보다나은미래를일구려는꿈과실천의

역량과의지를살피는새로운선거문화는언제나가능할까.

고향은‘지금살고있는곳’에서‘태어나서자란곳’이나‘조상때부터살아온곳’이라는과거의공간을회고

하는말이다. 그러기에두과거시점에대한개인의처지에따라고향은아주다른의미를지닌다. 어느덧우

리주변에는갑작스런개발로인해고향을잃어버린사람이적지않고, 아예도시에서태어나서자라고이사를

거듭하는고향없는(?) 사람들도많다. 의구한산천을떠올리며간데없는인걸을아쉬워하던포근하고넉넉

한자연의공간으로서의고향은옛말이된지오래이다.

02

이 석교수(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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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우리대학교는 2007학년도전기석·박사학위수여

식을 2월 22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하우송

총장, 심 재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심기환 총동문

회 상임부회장 등과 학위취득자,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5일에는 각 단

과대학별로 학사학위수여식을 개최됐다.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우리 대학교는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3월 3일 대운동장에서

하우송총장과김재경총동문회장, 입학생, 학부모등 4500여명이참

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사과정

3558명, 대학원 석사과정 381명, 박사과정 116명, 석·박사통합과정

6명, 의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 76명, 경 대학원석사과정 32명, 교육

대학원 석사과정 167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52명,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 46명등모두 4434명이다.

P a s s i o n  &  S t o r y I n  &  O u t

03
‘대경학술관’개관

▲김재경 총동문회장이 이은주 학생에게 배지를 증정하고 있다.

◀정성욱(왼쪽) 이은주 학생이 학생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천가지 꿈을 펼칠
세 상 을 만 나 다.

II nn   &&   OO uu tt

대경산업개발이윤우회장은28년여동안종합건설업체를운 하면서정도경 , 이윤의사회환원

등바람직한기업문화를창조해온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윤우회장은일반분야·환경분야건

설공사를성실히시공해회사를꾸준히성장·발전시켜온중견건설업체의최고경 자로서, 건설

업체를비롯한여타기업체의모범이될만한경 방침을바탕으로주요국책사업은물론SOC사

업등정부재정사업에적극참여하여국가건설산업발전에기여한공적을높이평가받고있다. 

이윤우회장은이러한공로를인정받아1998년과2002년두차례‘건설의날대통령표창’을수상

한바있고, 2005년에는국가건설산업발전에기여한공로로‘산업포장’을수훈했다. 우리대학

교는지난해8월이윤우회장에게명예경 학박사학위를수여하기도했다. 

우리대학교는3월26일대경학술관모의법정에서하우송총장을비롯한본부보직교수, 김재경

총동문회장, 권기훈학장등법과대학교직원·학생, 이윤우대경산업개발(주) 회장을비롯한대경

건설관계자, 진주상공회의소관계자등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대경학술관’개관식을가졌다. 

대경학술관은지상3층, 연면적2212.4㎡로, 외관부터우리대학교내기존건물과는사뭇다르게

현대적이면서도미래지향적으로지어진게특징이다. 

대경학술관에는실제재판실습을할수있는 196석의‘모의법정’과최신컴퓨터70대가설치된

‘정보검색실’, 178명이동시에이용할수있는열람실이들어서있다. 또5만6700여권에이르는

방대한양의국내·외법학전문서적을보유하고있는‘법학전문도서관’은지혜와지식을두루갖

춘법조인의산실로서충분하다고할수있다. 또대경학술관은기존법과대학과연결돼있어학생

들의이용에편의성을더했으며장애인학생들도아무런불편없이법과대학과대경학술관을동시

에이용할수있도록휠체어이용시설과엘리베이터등을완비했다. 

대경학술관은사법고시합격자를다수배출함으로써법과대학과우리대학교의위상을제고하는것은물론진주시와경남서부지역

발전을앞당기려는여러가지목적에따라2007년1월대경산업개발(주) 이윤우회장이“경상대학교가발전해야지역도발전할수있

다”며무상기부를약정해1년2개월여만에완공됐다. 총공사비는26억5000여만원에이른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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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연면적 2212.4㎡…모의법정·정보검색실·열람실·법학전문도서관 갖춰

개척정신과 대경그룹의 경 철학을 체득한 법조인의 산실



14 15Gyeongsang Mania

최고관리자, 최고농업경 자, 최고수산업경 자 과정 수료식
2월 15일 총 170명…관리자과정 졸업생은‘경상대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우리대학교최고관리자과정, 최고농업경 자과정, 최고수산업경 자과정수료식이 2월 15일 각각

열렸다. 

제27기 최고관리자과정은 이날 남명학관에서 김상대 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수료생 36명과

가족등모두 200여 명이참석한가운데수료식을가졌으며, 수료생들은‘경상대학교장학재단’에

1000만원의장학금을기탁했다. 

또 제14기 최고농업경 자과정 수료식에는 농업생명과학관에서 허종수 학장, 김재경 총동문회장,

경남도 농수산국장, 수료생 97명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3기 최고수산업경 자과

정도해양과학대학태평양홀에서장충식학장과대학관계자, 수료생 46명과가족등이참석한가

운데수료식을개최했다. 

제8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
전국 60개 중·고교서 68명 참가
우리 대학교는 제8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를 지난 1월 22일~23일 남명학관에

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어교육과와 전국국어교사모임이공동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겨레신문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올해는 전국 60개 중고교에서

68명이 참가했다. 지역별로는강원 5명, 경기 4명, 경남 6명, 경북 5명, 광주 5명, 대구 6

명, 부산 6명, 서울 2명, 울산 5명, 전남 6명, 전북 5명, 제주 3명, 충남 4명, 충북 6명 등

전국적으로고루분포돼있다.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제1기 입학식
평생교육원(원장 안동준)은 2월 4일 칠암동 간호대학 제4강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제1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요양보호사 제1기 수강생 40명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안동준 원장, 간호대학 김은심 학장, 요양보호

사 권인수 과정장, 담당 교수들이 참석했다. 평생교육원은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항에 의거 요양보호사를 경상

남도 제1호로 인가받아 수업을 시작하 으며 앞으로 제2기

부터 제4기까지 1년간 총 4회 교육프로그램을 운 할 예정

이다. 

2008학년도 1학기 EZ프로그램 464명 본격 교육 시작
-1학기 180시간 동안 외국인과 생활 6학점 이수

국내 최초·최고의 어전용 합숙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교‘EZ(English Only Zone)프로그램’이

2008학년도 1학기입소생464명에대한 어교육을본격시작했다. 국제어학원(원장이광호)은 3월 11일국제어학

원 종합강의실에서 1학기 수강생 입소식을 전태 교무처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 국제어학원 관계자, 수강

생, 외국인강사 30여명등 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됐다. 

학생군사교육단 임관·승급·입단식 가져
우리 대학교 제126학생군사교육단(단장 박진규 대령)은 2월 18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학

군사관후보생임관식및승급·입단식을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옥민우소위등 41명이 2년 간의 군사교육을 모두마치고 소위로임관했고, 남윤

환 학생 등 46명이 승급했으며 노진규 학생 등 51명이 학군단에 입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우

송총장을비롯해본부보직교수와학부모등이참석해이들을축하했다.

II nn   &&   OO uu tt

I n  &  O u t

바이오사업단, 
고교생 대상 참여랩 프로그램 실시
“생명과학 특성화 대학 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실험 한 번 해 보자”
우리 대학교 누리사업단인‘경남바이오비전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규 )은 BT분야에 관심이 있

거나 관련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또는 바이오 관련

실험을 대학실험실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참여

랩프로그램을 1월 24일`~25일 실시했다. 고등학생들

은 평소 고등학교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과학적지식들을직접실험을통해, 또 관련분

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배움으로

써 바이오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했고, 마지막 날

은 실험실별로 활동 후 느낀 점과 결과물을 발표하는

구두발표회를열고수료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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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와 지역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개발보급
협약체결
●

‘그린에너지시티 진해’건설 자문 및 기술지원 약속
우리 대학교와 진해시(시장 이재복)는 3월 5일 진해시청 회

의실에서‘지역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개발·보급을 위한 협

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우리 대학교 BK21 친환경에너지

사업팀과 진해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

역에너지와친환경사업연구개발·보급및미래의중추적역할

을 담당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사업팀과 진해시의 지역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지원하기

위해 6개항의 구체적인 협력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우수인프라 상호교류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에 기여
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수한 인프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

역산업 발전과 지역혁신에 기여하고자 우리 대학교와 진주

상공회의소(회장 이윤우)가 3월 10일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

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협력,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

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창업지원 및 경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지원,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 및 기

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의 교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상

호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진주문화방송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우리대학교와진주문화방송(주)(사장김 철)이상호협조하에

산학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한‘산학협력협약’을체결했다.

우리 대학교와 진주MBC는 2월 27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하우송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임규홍 신문방송사 주간 등

과 진주MBC 김 철 사장과 허명구 홍보심의실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

관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우수한 직무능력과 직

업적·도덕적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의 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과 양해각서 체결
●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 및 위생관련 정보 교류
우리 대학교는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

과‘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축산물 위생관련

정보 상호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2월 11일 대학본부 상황

실에서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양 기관은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상호협조 ▲위생관리기

법 개발 등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

HACCP에 관한 교육관련 업무 협조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허청과 대학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정 체결
●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관련 학술연구 발전 도모
우리 대학교는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대학 지식재산역량 강

화를 위한 업무협정을 3월 12일 체결했다. 협정서에서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비롯해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대

학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우리 대학교는 3월 24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하우송

총장과 기획처장, 부처장, 기획과 관계자와 경남FC 김 만

대표이사, 최우환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 경남도민프

로축구단(경남FC, 대표이사 김 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경남FC는 경남FC의 홈경기 때 우리 대학교의

홍보 보드 설치, 홍보 동 상 상 , 현수막 게시 등을 해야

하며 우리 대학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또 우리

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경남FC의 팬 사인회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 인사담당 100여명 초청
취업정보교류 세미나
●

하우송 총장, “대학보다 실력과 인성을 꼭 평가해 달라”
종합인력개발센터(센터장 박인성)는 1월 31일 서울 명동 세

종호텔 세종홀에서 서울·수도권 소재 대기업·중견기업·

공사·외국계기업 인사담당 100여 명을 초청하여‘효과적인

인사고과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학계-기업 간 협력

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채용 흐름을 분석하고

우리 대학교의 산학협력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졸업생

브랜드화 전략 등을 소개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원, 2008년 국내학술대회
●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은 3월 13일 사회과학대학 멀

티미디어실에서‘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주제로

2008년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BK21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 양성사업단, 
전문가초청 세미나
●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BK21 사업의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

양성사업단(단장 배명환)은 2월 20일 공과대학 세미나실에

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심수 교수를 초청하여‘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의 특성비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의 환경문제 등 평소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박심수교수는다양한자동차의유해배

기배출물저감에대한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설명했다.

학술세미나

주요뉴스



세계 뇌 주간 행사 시민 공개강좌
●

우리 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이 세계 뇌 주간을 맞이하여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3월 13일 진주MBC홀에

서‘누구나 알기쉬운뇌졸중(중풍)’이라는주제로개최했다. 

강좌에서는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노구섭(해부학교실) 교수

가‘뇌 구조의 이해’, 최낙천(신경과학교실) 교수가‘뇌졸중

의 증상과 치료’, 유재욱( 상의학교실) 교수가‘뇌졸중의

상의학적 진단과 중재시술’, 윤철호(재활의학교실) 교수가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남명학연구소, ‘산청 선비 대학’강의
●
남명학연구소(소장 최석기)는 올해 세 번째로 3월 25일 산청군

시천면 남명기념관에서 산청 선비 대학을 개강하여 12월 2일까

지 30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204시간 교육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며 3회에 걸쳐 유교문화 유적지를 찾는 현장

학습도 한다. 

교수 6명 정년퇴직
●

우리 대학교는 2월 28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2월 29일자

로 정년퇴직한 중어중문학과 유응구 교수(대통령표창), 생활

과학부 강경자 교수(황조근정훈장), 농업경제학과 황홍도 교

수(황조근정훈장), 수의학과 최상용 교수(황조근정훈장), 체

육교육과 이 웅(홍조근정훈장), 기계항공공학부 이광 교

수(녹조근정훈장)에게 정부 훈장을 전수했다. 

정종화 교수 논문 2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우수연구논문 50선에 선정
●

화학과 대학원 BK21 분자재료 및 나노

화학 사업단 정종화 교수팀 논문 2편이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우수논문 50선에 선정되었다. 

정종화 교수팀의 연구는 주로 독성 중금

속인 수은을 탁월하게 검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나노감응소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

리콘 나노튜브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정종화 교수는 수

은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포획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용체

분자에 발색 또는 형광성 물질을 연결한 후, 이를 다시 물성

이 뛰어난 실리콘 나노튜브에 고정화함으로써 제 3세대 친

환경 나노감응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 다.

신임학장
●

이심성 교수, 일본 토호대학 초빙교수 선임
●

기초과학부 이심성 교수가 1년 임기의 일

본 토호대학 초빙교수로선임되었다. 

이심성 교수는 임기 중 토호대학에 상주

하지는 않지만, 이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공동연구도 수행하게 되며 소정의 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이심성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토호 대학을

방문하여 특강 및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이 대학 하

바타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한 이핵-거대고리 은-착

물에 관한 연구결과는 무기화학 분야 최정상급 학술지인

국화학회‘달튼 트랜색션스’에 두 나라 국기로 도안된 후 표

지논문으로게재된바있다. 

제14대 교수회장에 정치행정학부 이시원 교수
●

지난 3월 13일 우리 대학교 교수회총회에

서 참석 교수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제

14대 교수회장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

학부 이시원(행정학전공) 교수가 당선됐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겸하게 된 이시원 신

임 교수회장은“최근 위축돼 있는 학내 분

위기를 활기차고 희망적으로 바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면

서, 구성원 간의 정보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학교의 장

래에 향을미치는주요의사결정이보다합리적·민주적방향

에서이뤄지도록협력하고견제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할것”이

라고말했다. 

최재석 교수, 
초대 전력정책 연구센터장에 선임
●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최재석 교수가

지난 2월 29일 발족한 기초전력연구원(원

장 정현교) 산하 전력정책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 전력정책연구센터는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내 최재석 교수 연

구실에 설치된다. 

최재석 교수는 전력정책연구센터에‘동북아연계연구실’과

‘전력경제연구실’을 두고 ▲국내·외 연구 협조 및 인력체

계 구축 ▲정부 및 기업체 과제 도출 ▲전력연계정책 자문

및 대안제시 ▲전력연계정책 정기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

분야 성과에 따른 방향 수렴 및 조정 등으로 운 해 나갈 방

침이다. 

전차수 교수, 
창업보육 우수사례 공모전‘우수상’
●

산업시스템공학부 전차수 교수가 한국창

업보육협의회에서 우수한 보육기법과 지

원 사례를 발굴하여 창업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창업보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센터장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

다. 

전차수 교수는 이번‘창업보육 우수사례 공모’에‘창업보육

사업은 건물 임대사업인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출했으

며,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장을 역임하면

서 경상남도·진주시·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지

원·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화 분야의창업을 촉진했다. 

교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

우리 대학교 교수회(회장 강호신·불어불문학과)는 교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1월 29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하우

송 총장, 교수회 전.현 집행부, 본부 보직교수, 단과대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대신문 창간 46주년, 지령 800호
기념식 가져
●

우리 대학교가 발행하는‘경상대신문’(주간 임규홍, 편집국장

이은상)이 3월 18일자로 창간 46주년·지령 800호를 맞이

해 교직원식당에서 하우송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신문사 동

문, 학생기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희망 2008 나눔 캠페인 772만원 기탁
●
우리 대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결식아동과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772만

원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75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했

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72만원을 기탁하고, 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예닮이네’(진주시 망경동)·‘임마누엘

집’(진주시 지수면) 등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교직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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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개원식
●

최신 의료장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부산·울산·경남
유일 종합동물병원
우리 대학교는 3월 7일 수의과대학 앞 동물병원에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동물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지난 2006년 4월 착공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신축동물병원은건평 4173㎡로부산·울산·경남지역유일한

종합동물병원인것은물론, 국내최대규모를자랑하고있다.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
●
연 1억 4600만 원 집중 투입…
‘취업동아리 지원사업’등 본격 시행
우리 대학교가 같은 분야 취업 준비생 간의 공동학습과 정

보교류를 유도하기 위해‘취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본격

운 한다. 이 사업은 종합인력개발센터(센터장 박인성)가

지난해 시범 운 해 본 결과 사업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

한데다, 올해 노동부의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선

정돼 1억 95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자체 예산

등을 합해 연 1억 4600만여 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데 따른 것이다. 취업동아리 지원 사업은 현장 착

형 대학 커리큘럼 개발에 앞서 취업동아리를 운 함으로써

효율적 취업준비를 가능케 하고, 기업별·직종별 맞춤형 취

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시행하는 것이다. 

국어문화센터,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이해교육 사업’선정
●
국어문화센터(센터장 김용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시범교육기관’에 선정돼 지역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교육, 참여프로그램 등을 주관

하는 시범교육기관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교는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과 4월부터 11월까지 8

개월 동안 남해지역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 

2008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56명 합격
‘도내 최고’
●
윤리·지리·물리 전공은 경남도내 모집인원 전원 우리
대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학장 박종현)은 지난 1월 31일 경상남

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군에서 발표한 2008년도 중

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모두 156명이 합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에 응시하여 합격한 졸업

생은 99명이다. 경남 도내 대학 중에서는 단연 최고다. 우리

대학교는지난 2006년도합격률전국 3위를기록한바있다. 

경남지역에서 1명도 모집하지 않은 일어 전공의 경우 전국

각지에 흩어져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박종현 사

범대학장은“사범대학은 전국 국·사립 사범대학 중 임용시

험 합격자 수에서 매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꾸준히 거두

고 있다”고 말하고“특히 경남 지역의 모집인원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타

시·도로 진출하여 다수가 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5년 연속 100% 합격, 
졸업생 100% 취업
●
국가시험 대비 수차례 모의시험, 
다양한 취업지도 등 성과 나타나
간호대학(학장 권인수)은 지난 2월 11일 발표된 2008년도

제48회 간호사 국가시험 결과 응시생 37명 모두 합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의 국가시험 100% 합격은 2004년

부터 5년째 이어져온 전통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2452

명이 응시하여 1만 133명이 합격, 평균 90.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합격률도 90% 안팎이

다. 우리 대학교 간호대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도 남는다. 

또 졸업과 취업 철을 맞아 간호대학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

다. 간호대학은 올해 졸업생 37명 중 29명은 서울아산병원,

4명은 삼성서울병원에 취업했다. 경상대병원 2명, 부산해동

병원 1명, 서울백병원 1명 등 100% 취업했다.

교직원 및 최고수산업경 자과정생 친절교육
●
해양과학대학(학장 장충식)은 3월 19일 수산관 종합강의실

에서 김지숙 강사(수 이미지업 서비스 아카데미)를 초청하여

전 교직원 및 최고수산업경 자생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 행정도 학생, 민원인 등 고객

만족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친절 서비스 및 직장예절, 전화 응대요령 등 교육을 통

하여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실현하고자 실시했다.

의과대학, 의사국가고시 98.9% 합격
‘전국 최상위’
●
올해 졸업생 82명은 모두 합격...

“대학원 교육에 탄력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의과대학(학장 조경제)은 지난 1월 9~10일 양일간 치러진 제72

회 전국의사국가고시에 88명이 응시하여 87명이 합격하여

98.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합격률(96.5%)을 상

회하는 좋은 결과로서 전국 최상위 합격률이다. 지난해 92.9%

보다도 훨씬 높아졌다. 

의과대학은 그러나“올해 졸업생 82명은 모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이로써 경상의대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전국평

균합격률을 5~10%P 이상 상회하는 성적을 다시 보여 주었다”

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은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올해로 세 번

째 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터는

의사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이 추가되고 의학교육에서 인성교육

이 강조되고 있다.

국어문화센터,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선정
●
국어문화센터(센터장 김용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시범교육기관’에 선정돼 지역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교육, 참여프로그램 등을 주관

하는 시범교육기관에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교는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과 4월부터 11월까지 8

개월 동안 남해지역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인문학연구소, 
경남문인연구 세 번째‘김용호 시 연구’펴내
●

인문학연구소(소장 유재천)가 경남문인

연구 기획시리즈 세 번째로‘김용호

시 연구’(도서출판 박이정, 228쪽)를

펴냈다. ‘김용호 시 연구’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희근·유재천 교수를

비롯해 어 문학과 한지희 교수, 김

신정 연세대 교수, 조동구 부경대 교수,

강외석 문학평론가, 정삼조 시인, 김향

라 강사 등 8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박사과정 이소 씨, ‘KBS이공계인재육성장
학생’에 2회 연속 선발
●
SCI논문 20편, 국내·외 학회 논문발표 70편 등
뛰어난 연구 활동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소

(지도교수 이심성) 씨가 한국방송공사

(KBS)가 선정하고 KBS강태원복지재단에

서 지원하는 제8차 이공계 인재육성 장학

생에 지난 7차에 이어 2회 연속 선발되었

다. 우리 대학교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4명의 대학원생이 선발되어 거점 국립대학에 걸맞은 우수한

결과를보여왔으며이소 씨는우리대학교대학원생으로서처

음 2회연속선발되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장

학금 7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선발·수여과정은 KBS TV의

‘퀴즈 대한민국’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 되었다.

나노·신소재공학부 석사과정 박문학·김태훈
씨, 삼성전자 휴먼테크논문상 수상
●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BK21 아이큐브사업단(단장

권순기)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박문학·김태훈 씨가 2월

20일 서울 삼성생명 본사에서 열린‘제14회 삼성전자 휴먼

테크논문상’대학부문에서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동상’

을 수상했다. ‘휴먼테크논문상’은 삼성전자 주관으로 개최되

는 학술대회로 미래 과학 한국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

적인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대학가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와

기술 중시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된 학

술논문상이다. 

▲나노신소재공학부 석사과정 박문학·김태훈 씨 (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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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주식회사 두성의

정산(靜山) 하재준 회장이

우리 대학교 하우송 총장에

게 대학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하재준 회장은 지난 1996

년 7월 우리 대학교 발전기

금으로 3000만 원을 기탁

한 데 이어 또다시 거액의

발전기금을 내놓음으로써

“경상대학교 발전이 곧 진

주의 발전”이라는 평소 소

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3월 24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하우송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두성 하재준 회장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하재준 회장은“저의 작은 성의가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

다”고 말하고“경상대학교의 발전이 곧 진주의 발전이자 경남 서부지역 발전이다”

고 강조했다. 하재준 회장은 이것이 평소 자신의 지론(至論)이라고 말했다. 하재준

회장은“자신도 어릴 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학으로 학업을 했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한다는 마음도 전했다. 

인문대학행정실장 정승한 2008/1-2008/2 100,000 후원5기

법과대학법학과교수 곽상진 2008/2-2008/3 200,000 법과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안황란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권인수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우선혜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구미옥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강 실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정면숙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은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교수 최소 2008/2-2008/3 280,000 간호대학

KT진주지사 KT진주지사장 2008-01-31 10,000,000 재단위임(시설지정)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장 2008-02-04 20,000,000 재단위임

㈜금호화공대표 김성무 2008-02-11 3,000,000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교총장 하우송 2008-03-03 1,200,000 재단위임

농협중앙회진주시지부 이부근 2008-03-06 69,125,385 재단위임

●발전기금 참여명단

주식회사두성하재준회장, 
장학기금1억원쾌척

“경상대발전이곧진주의발전”
한 해 동안 법인·개인카드 통해 6900만원 적립
농협중앙회는 3월 19일 우리 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농협

중앙회 이부근 진주시지부장, 백성현 농협 경상대학교출장소

장 등 농협 관계자와 하우송 총장 등 우리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경상대학교 개척 제휴카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 대학교와 농협중앙회, BC카드가‘개척카드’

제휴협정 체결을 통해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6900만여 원의 발전기금을 적립했다. 

이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학생증카드를 사용할 때 일정비

율을 우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협정에 의한 것

이다. 1년 만에 6900만 원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5500만여 원보다 25%나 늘었다.

농협중앙회, 
‘경상대학교개척제휴카드’
발전기금적립금전달

소속(직위)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계 105,865,385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2008.3.20.현재)

가맹점 업종 위치 추가서비스 전화번호

교내구내서점 서적 가좌캠퍼스내누리관2층 결제금액의5%적립 055-751-5228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경상대학교가좌캠퍼스주차관리실 개척카드이용자학내주차요금당일정액제(1회1,000원) 055-751-6576

SK주유소 주유소

SK진주주유소(평거진주문고옆)

리터당 70원할인(50원포함)

055-746-6051
남척주유소(주약동세란병원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상평동한일병원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사천공항부근) 055-853-4200

초록마을 유기능식품 주약점(주약동현대아파트정문앞) 2%적립(일반인1%포함) 055-762-6284
날씬플러스의원 미용,체형관리 학교후문에서MBC방송국중간지점(강남빌딩 2층) 결제금액의 10%할인(피부미용,비만,두피10%추가할인) 055-755-4755
새미스포렉스 골프연습장 장대동말티고개아래 월10%,년15%할인 055-759-7200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갑을가든에서약50m방면 월10%(본인에한함)할인 055-742-5535
이노티안경원 안경 본점, MBC점, 평거점 안경테 20%할인(행사시추가5%) 055-742-7300
쥬얼리아 액세사리 진주시내지하상가(분수대옆) 결제금액의5%할인 055-746-2656
귀족제화 구두,핸드백 진주교육청사거리 (구;동명고방향) 결제금액의5%할인 055-758-7222
엠비씨네 화관 가좌동MBC방송국내 현금1,500할인+팝콘무료 055-771-2510
라푸마 등산복,장비 롯데시네마건너편 8%(LG적립포함)적립 055-745-8596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장비 법원에서진주시청사거리50m전방 결제금액의5%할인 055-763-0088
백두대간 등산용품 공설운동장옆 10%추가할인 055-742-5666
동방관광호텔 숙박, 호텔 시외버스주차장옆 객실20%,사우나20%,스카이라운지10%할인 055-743-0131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진양호호수변 객실 20%할인 055-746-3734
남강워터피아 온천 호탄동신흥지구내 월5%(전관이용)할인 055-755-4726
실키안 실크류 진주성동문성지앞 (본성동 10-4)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055-747-9841
슈페리어 의류(골프웨어) 대안동중앙시장입구 결제금액의5%할인(행사시제외) 055-745-0008
필 라 의류(스포츠웨어) 진주시내차없는거리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45-4999
제일모직아울렛 의류(여성.남성복) 진주시내중안파출소맞은편 결제금액의3%적립(일반인 1%포함) 055-745-6103
리바이스 의류(청바지) 차없는거리파파이스에서국민은행중간 결제금액의5%할인 055-741-1563
레노마 의류(쥬니어복) 구)마레제백화점맞은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추가10%) 055-747-7008
ISSEN 의류(여성정장) 구)MBC방송국맞은편진주간호학원앞코너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추가10%) 055-742-7660
학교기업GAST 한우,햄 사천시용현면선진리학교기업GAST 결제금액의5%할인, 쇼핑몰구매시마일리지5%적립 055-854-8765

소렌띠아 음식(레스토랑)
평거점(평거원정스카이팰리스 15층)

결제금액의5%할인
055-746-1051

금산점(문산청곡사입구) 055-761-9959
금오식육식당 음식(GAST한우) 주약동 360-4번지 결제금액의5%할인 055-762-6669
펄스카이 음식(레스토랑) 가좌동개양오거리롯데리아6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53-0479
호아센(경상대점) 음식(베트남쌀국수) 가좌동학교정문앞 결재금액의5%할인(마일리지별도적립) 055-761-1492
성 전 일식(회초밥) 사천시사천성당맞은편 결제금액의5%할인 055-852-7720
로데오호탄점 생맥주 호탄동615-11번지 1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62-0821
비틀즈 생맥주 가좌동혜람빌딩8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59-6155

한빛정신과의원원장 강동우 2008/2-2008/03 100,000 

사무국경리과주무 김문경 2008/2-2008/03 100,000 

기획과주무 박봉현 2008/2-2008/03 100,000 

법과대학법학과교수 김상호 2008/2-2008/03 100,000 

경 대학경 학부교수 김학수 2008/2-2008/03 1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박구부 2008/2-2008/03 200,000

농생명학부교수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부교수 정순 2008/2-2008/03 100,000 

도서관학술정보지원과주무 이경희 2008/1-2008/3 150,000 

신문방송사 박은하 2008/1-2008/3 150,000 

경 대학경 학부교수 안병혁 2008/1-2008/3 150,000 

●한학기등록금더내기 참여명단 (2008.1.18~2008.3.20)(2008.1.18~2008.3.20.)

소속(직위)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계 1,250,000  

●경상대학교 후원의 집 (2008.3.20.현재)

업체명 대표 업종 주 소 위 치 연락처

감로식당 김준형 일반음식 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 10번지 합천해인사입구주차장맞은편 055-931-8800
개양숯불가든 황수자 돌솥밥 진주시가좌동 221-10번지 개양역맞은편 055-752-9255
고 궁 김정숙 한정식 진주시주약동94-10번지 진주세란병원맞은편 055-753-8802
국 궁 허만재 갈비탕,구이 진주시내동면독산리 105번지 경상대남문에서내동방향 055-758-3422
남해물횟집 이경화 생선회 진주시상평동 219-2번지 진주시청사거리에서솔밭공원사이 055-755-5694
다다미횟집 김석운 생선회 진주시칠암동503-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어회초밥 홍덕윤 초밥 진주시칠암동512-1번지 진주세무서뒤편 055-758-5963
삼현식당 김종례 갈치회,찜 경남남해군미조면미조리 168-8번지 남해미조방파제입구 055-867-6498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문산읍상문리 1003번지 문산읍에서진성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송원가든 안홍자 오리 진주시내동면독산 137-1번지 경상대남문에서내동방향으로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 화원 진주시가좌동858-9번지 경상대후문앞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평거동 198-4번지 평거들말한보@ 부근억수탕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동성동 11-18번지 구)윤양병원뒤 055-743-5876
오동나무집 이숙 한정식 진주시계동47번지 마레제백화점후문방향 055-741-2387
GM대우바로정비코너 박동윤 자동차정비 진주시칠암동497-1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중간지점 055-761-8585
금오식육식당 강수환 GAST한우 진주시주약동360-4번지 한보은빛마을@ 후문(101동앞) 055-762-6669
한우마을(구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내동면삼계리232-8번지 구)내동초교전방200m 우측 055-748-9941
참숯화로구이/얼치기냉면 곽권엽 갈비.냉면 진주시가좌동492-13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54-0933
진남정 주무경 국밥,한우 진주시가좌동492-2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62-9020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교구 진주시가좌동 1437-3번지 경상대후문앞 055-754-6588
웰빙참오리 이 순 오리전문 진주시가좌동483-13번지 1층 가좌동풍경채@ 정문부근 055-758-5292
모나미문구 박 선 인쇄,복사 진주시가좌동480-9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5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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