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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GNU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출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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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Active GNU
Ambitious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Team-minded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Innovative 
세상을 바꿀 자신이 
있습니까?

Voluntary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Energetic
좋아하는 것에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형용사_ 자발적인, 임의적인, 자진한

Creative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는 자신의 의지와 용기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자신이 가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경상대학교는 청춘들에게 스스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친다.

인성교육, 특성화 분야 집중 교육, 다양한 산학연을 통한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를 이끄는 주체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WCU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을 유치해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미래의 가치. 

경상대학교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경상의 청춘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자신의 미래는 오직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나의 의지와 용기로 얻어 낸 미래는
그 어떤 가치보다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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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냉면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
고 있는 ‘하연옥’의 정운서·하연
옥 대표가 경상맨이야 283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우리 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한 정운
서 대표는 앞으로도 경상대학교
가 경남 최고의 국립대학교로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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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를 이용한 막구조물의 
장력 측정장치 개발로 세계적 인명사전 

‘Marquiz Who’s Who in the World 2013’에 등재된
진상욱(건축공학과, 94학번) 동문

2012년 국제심포지엄 및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어 ‘학술상’ 수상한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성낙주 교수

원예학 및 원예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공적상’ 수상한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정병룡 교수

2012 한국막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김득주(BK21 아이큐브 소재ㆍ
부품인력양성 사업단 박사과정) 씨

대한민국 육군 주최로 열린 
제1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육군참모총장 표창)’ 수상한
최재문(철학과, 4학년) 학생

‘2012 개척언론인 상’ 수상한 
금기현(경영학과, 79학번) 동문

(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상임이사, 
前 전자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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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NU

ACTIVEGNU2012!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ㆍ대학발전기금 확충,
주요 국책사업 유치하여 우수인력 양성과 장학지원에 매진

취업, 교육, 연구지원, 산학협력, 국제화 역량 강화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내실

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

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창업·취업 9과목과

문화(예술)역량강화 24과목을 새

로 개발했고, 91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그 외에 교양

교육 발전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담당할 기초교육원을 설립하

였으며,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산업경영학과·원예학과·미래해

양산업융합학과에 모두 65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잡 매칭 클리닉 상담프로그램과 GNU 신입사

원 채용 모의경연대회, CEO 및 저명인사 초청특강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

이 기업체의 채용 동향과 취업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국제화 지수 상승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 English

Only Zon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에 참여한 학생들의 국가공인 영

어회화능력 평가시험(ESPT)의 학업성취도는 7.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재학생 영어능력 진단평가 확대 실시, 국어문화원 한국어 교육과정 연

수생 유치, 해외파견 재학생 확대, 해외탐방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국

외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는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거

듭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0년 316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18.3% 늘어났

으며 해외파견 재학생도 84명에서 113명으로 34.5% 늘어났다. 올해 우리

대학교는 10개의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었다. 

우리 대학교의 2012년은 ACTIVE한 한해였다. 2012년을 희망차게 시작한 1월 초, 우리 대학교가 처

음 맞이한 소식은 올해가 어떤 한해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청신호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10년

간 대학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 대학교는 수학분야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서울대의 2배였다.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인 농업과학분야는 2위, 식물/동물학

분야와 컴퓨터과학분야는 각각 3위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위상이 전국에 각인됐다.

대학지속가능지수 9위

9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 8위

8

140억8200만 원

국가장학금

341억1134만 원

2012년 국책사업 지원금 

3

BK21사업단 최종평가

매우 우수

4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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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이러한 활동과 성과 덕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

신문 등의 언론사의 대학평가에서도 우리 대학교의 순위는 꾸준히 상

승하고 있다. 특히 경향신문의 ‘대학지속가능지수’는 2010년 24위에서

올해는 9위로 껑충 뛰어올랐으며,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는 8위, 조선

일보의 아시아권 대학평가에서도 2010년 아시아 139위에서 2012년

127위로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로 우수인력 양성
우리 대학교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대부분을 유

치하여 장학금, 취업·국제화 프로그램 지원 등

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사업’의 8개 사업단에 대한 최종평가

에서 우리 대학교는 매우 우수 3개, 우수 4개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SCI급 논문 2935편을 발표했고,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

록 실적은 904건에 달했으며, 석·박사 897명을 배출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6개 사업단에 대한 중

간평가 결과에서도 우리 대학교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획득했으며

대학지원 평가 부문에서도 3개 사업단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WCU사

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는 SCI급 논문 271편을 발표했고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41건이나 달성했다.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도 지난해 연말

1차 연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비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한 바 있다. 

권순기 총장은 “2012년이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해라면 2013년은 웅비의 날갯짓을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육, 연구, 봉사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전의 노

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환경 및 인프라 확충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월 산학협력과 연구의 메카인 BNIT R&D 센터를

준공했으며, 해양과학대학의 종합강의실험실동도 10월에 준공했다. 종

합강의실험실동은 9542㎡ 지상 10층 규모로 해양과학대학의 교육여건

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외에도 교양학관의 노후

기자재 교체, 스마트 강의실 구축, 수업환경 개선 등에 1억 5000만 원

을 투입했으며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공사비 149억여 원 중 2013년

도 예산으로 36억 원을 확보했다. 기계항공공학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서 교육 연구 인프라가 한층 더 확충될 수 있게 됐다. 

학생장학금 및 대학발전기금 규모 확대
우리 대학교는 2012년에 국가장학금 140억 8200만 원을 확보한데다

등록금을 평균 6.6%를 인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크게 경감

시켰다. 또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7억 5730만 원을 확보하여 345명

에게 지원했다.

대학 발전기금도 어느 해보다 크게 확충된 해였다. 38개 외부기관과

17명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은 7억 7000만 원의 장학금과 목적성장학

기금 4억 9900만 원을 발전기금재단으로 편입하여 발전기금의 규모

를 대폭 확대했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대외기관 평가 순위 상승
우리 대학교는 ‘ACTIVE 봉사 1530’(2015년까지 봉사단체 30개 육성)

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해 가고 있다. 미래국제재단 새싹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 82명이 중고등학생 300명에게 재능기

부를 하고 있다. GNU 사회봉사단, 지리산둘레길봉사단, 헌혈봉사활

동, GNU 통역봉사단,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초등학생 대상 한자와

예절교육 캠프,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

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대교협) 2012. 3.-2013. 2. 37억 2500만 37억 2500만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4.-2017. 2. 218억 5000만 43억 7000만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9.-2018. 2. 63억 6억 2500만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9.-2017. 8. 14억 2000만* 4억 2000만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3.-2021. 2. 20억 2억
재직자 특별전형 재정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대교협) 2012. 4.-2013. 2. 5000만 5000만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대교협) 2012. 4.-2013. 2. 4억 6000만 4억 6000만
대학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1. 5.-2016. 4. 11억 2500만 2억 2500만
대학ㆍ공공연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사업화 지원사업 R&D 특허센터 2012. 2.-2012. 11. 1억 6000만 1억 6000만
정보화사이버교육센터 구축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2. 10.-2012. 12. 2880만 2880만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9.-2013. 8. 1억 1500만 1억 1500만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3.-2021. 2. 20억 2억 

우리 대학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2단계 BK21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10개 사업을 통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237억 3200만여 원을 지원받았다(총 지원결정 금액은 1811억 255만여 원).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총 지원결정금액 올해 지원금액

주요 국책사업 신규 유치 현황WCU사업 중간평가

최우수

2
우수

* 3년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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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People 

10월 30일, 진주의 대표적 향토음식인 진주냉면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하연옥’의 정운서·하연옥 대표가

우리 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했다. 

정운서 대표는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지역

독지가로도 유명하다. 출연 기금은 이들의 뜻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등에 소중히 쓰이게 될 것이다.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가 진주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출연한
진주시 지정 향토음식관 ‘하연옥’의 정운서·하연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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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선뜻 기금

을 출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운서 대표 진주에서 오랜 시간‘하연옥’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 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받은 사랑을

의미 있게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인연을 맺은 경상대학교

직원 분께서‘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평소에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의 뜻과도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철학, 사

상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 유

학자 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을 존경합니다.

요즘 세상은 철학이나 사상 같은 인문학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인문학 분야

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에, 교

수님들의 연구비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후원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운서·하연옥 대표진주의 국악인들을 후원하고 있

으며, 성당 내 봉사단체인 ‘빈첸시오’에서 12년

동안 회장직을 겸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빈첸시

오’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지

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

들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

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끝나는 봉사가

아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런 봉사를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하연옥’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하연옥 대표 하연옥의 역사는 진주지역 냉면의 역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945년 진

주 중앙시장에서 ‘부산식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처음 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부산

냉면’으로 상호를 바꾸었고 2004년에는 다시

‘진주냉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

른 지역에서도 ‘진주냉면’이라는 상호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차별화를 두고자, 2011년

에 제 이름인 ‘하연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의 주 메뉴인 ‘진주냉면’은 타 지역 냉

면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교방음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명으로 육전이 올라가는 냉면은 진주냉면뿐

입니다. 또 다른 특색은 육수에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등 해물을 중심으로 제조에만 꼬박 2박

3일이, 이후 15일간 저온숙성을 시켜야 그 특유

의 맛이 완성됩니다. 

타 지역의 진주냉면은 육전이 들어간다는 것만

동일하지, 육수는 절대 우리 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흉내만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

소개돼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오리지널

진주냉면을 드실 수 있는 곳이 저희 집뿐인 걸

손님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운서 대표 언젠가 아프리카 르완다 쪽에 ‘하연옥

마을’과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런데 이번에 경상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하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물꼬를 틀 구체적 계획과 방법

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꿈을 학

교 측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니 아프리카 쪽으로

매년 나가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봉사활동을 할

학생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내년 가

을쯤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연옥 나눔재단’을 만들어

해마다 지역사회에 기부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

니다. 아마 경상대학교에는 3000만 원씩 기부

가 될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교 또는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있으시다면?
정운서 대표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

교가 진주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신문이

나 뉴스 같은 매체를 통해 경상대학교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

었습니다. 이번 기금 출연을 통해 그 바람을 이

룬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교육이 바로 서

야, 나라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하연옥 대표 우리로 인해 누군가 혜택을 받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사

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나

눔이 더 멀리 전파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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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GNU

우리 대학교는 그린에너지 정책 혁신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힘 엘키브 리비아

전 수상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 수여식은 12월 10일 BNIT R&D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

개회식 때 마련되었다. 

압둘라힘 엘키브 리비아 전 수상은 1973년 리비아 트리폴리대학교 전기공학 학사를 거쳐 1976년에 미국 남

가주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1984년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5년부터 앨러버마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트리폴리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강의

를 하는 등 전력계통 경제학, 계획론 및 제어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엘키브 박사는 1999년부터 2001년에 UAE(United Arab Emirates)의 미국사라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전기컴퓨터공학과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2006년에는 미국 앨러버마주립대를 떠나

UAE의 석유연구원(The Petroleum Institute)의 전기공학과를 설립하고 책임자가 되었다. 

이 무렵 엘키브 박사는 UAE에서 Global Energy and Technology 회사(GETCon)를 설립하고 리비아 과도

정부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카다피의 독재체제 하에서 리비아 국민의 인권운동 및 민주화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5일까지 리비아 과도정부(NTC)에서 수상을 역임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

지만 리비아 인권확립, 민주화 및 국가재건을 위하여 수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리비아 역사상 60년 만에 치른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엘키브 박사는 앞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그린에너지 정책 혁신 국

제심포지엄’의 자문위원직을 맡게 되면서 우리 대학교의 위

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리비아와 산학협력사업

및 트리폴리대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압둘라힘 엘키브 리비아 전 수상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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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총장, 압둘라힘 엘키브 명예박사,
장기철 대학원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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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윤대진

교수(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 단장)가 식물환

경신호전달 분야의 세계적인 연

구업적을 인정받아 국가과학기

술부문 최고의 석학단체인 ‘한국

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정회원 수여식

은 11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

텔에서 열린 2012년도 정기총회

에서 마련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은 각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우

리나라 최고 과학기술인 단체이다. 과학기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세계적인 석학을 회원으로 엄선하고 있

으며, 현재 대정부 정책자문을 비롯해 학술진흥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윤대진 교수는 1998년에 우리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지난 15년간 Nature Genetics, Molecular Cell,

PNAS, Plant Cell을 비롯하여 국제 저명 SCI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학회의 초

청연사 및 조직위원, 국내외 grant 및 논문 심사위원 등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식물환경스

트레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Gorden Conference, Keystone Symposium 등

의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2004년도부터는 미국 대학원 연구평가 10위 대학인 미국 퍼듀(Purdue)대학교에 현지 연구실을 설치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매년 생명과학분야 최상급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활

발한 연구 활동 및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우리 대학교가 퍼듀대와 국내 최초로 복수박사학위제를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방 대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청

와대 홈페이지에 소개되었다. 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을 우리 대학교에 유치하여

다수의 유망한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괄목할 연구 성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식물신호전달 분야의 연구를 주

도하고 있다.  

윤대진 교수는 우리 대학교 우수교원 표창장을 비롯해 한국식물학회 최우수 논문상(2009), 한국식물생명공

학회 학술상(2011)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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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
미국 퍼듀대와 복수박사학위 산파 
WCU사업단장으로 과학발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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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석·박

사과정 강일 씨(제1저자), 자연과학대

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 포항공대

(Postech) 화학공학과 박찬언 교수 연

구팀은 아주 우수한 열적 안정성과 매

우 높은 전하 이동도를 나타내어 휘어

지는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성이 높

은 용액공정용 유기반도체 재료를 개

발했다. 연구팀은 지식경제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공동연구를 수

행했다.

연구 결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첨단재료’(Advanced Materials) 최신호(11월)에 게재

되었다. ‘첨단재료’지는 재료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용지수(IF) 13.88)로, 재료 분야의 최신 연구결

과 중 원천소재 개발, 가공 및 응용기술 개발 분야의 우수 논문만을 엄선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유기반도체 재료는 최근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유기박막 태양전지 등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 하나인

다이케토피롤로피롤(Diketopyrrolopyrrole) 유도체에 새로운 전자 주개 물질(Selenophene vinylene

selenophene)을 교대 중합하여 개발한 재료로서, LCD의 주요 공정온도인 200℃에서 전기적 특성이 크게

변하는 기존의 재료와 달리 고온에서도 전하이동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특히 용액공정용 고분자 재료로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하이동도를 나타내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에 실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박막 태양전지, 라디오파 인식장치 등의 전자소자 응용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해 11월에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다. 

김윤희 교수 연구팀은 경상대-삼성 디스플레이 OLED 연구센터(센터장 김윤희)를 설립하여 우수한 연구 성

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분야 졸업생들은 다국적 기업인 Merck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전자, SK에

너지, 제일모직, 두산 등의 대기업은 물론 덕산 하이메탈, 대림화학, 동진 세미켐 등의 중견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윤희 교수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성큼 다가서다”
‘세계 최고의 용액공정용 유기반도체 개발’ 성공, 
재료분야 최고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에 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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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수 교수팀  “야생버섯, 환경오염 정화에 이용 가능성 확인”
물질분해능력이 우수한 2개 균주는 특허출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노현수 교

수팀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

동연구를 통하여 국내 산야에 흔히 분

포하는 간버섯·구름버섯·노랑다발

버섯 등의 야생버섯들이 대표적 토양

오염 물질인 발암성 다환방향족 탄화

수소와 수자원 오염원인 합성염료 등

의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버섯

20여 종에 속하는 70여 균주를 시험

하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분해 능력이 뛰어난 간버섯·느타리버섯·노란다발버섯 등 16균주, 트리아릴메

탄계 염료의 분해능력이 뛰어난 느타리버섯 등 12균주를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의 고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버섯은 3% 이상의 자동차연료가 포함된 배지에서도 생장

이 우수하고, 1주일 후에는 자동차연료에 포함된 유독성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를 모두 제거하였다. 

트리아릴메탄계 염료는 세균에 의한 자연분해가 극히 어려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송편버섯·구름버

섯·메꽃버섯붙이·간버섯·느타리버섯 등이 독성 트리아릴메탄계 염료를 잘 분해하였다. 특히, 야생 느타

리버섯은 30ppm의 말라카이트그린1)을 하루에 80% 이상 제거하였다. 또한, 같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채집지

역에 따라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채집된 5개의 느타리버섯 균주 중 IUM1386 균주는 PAH 분해에, IUM1873 균주는 합성염료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데 반해 다른 세 균주는 그 분해능력이 미미하였다.

연구팀은 야생버섯이 목질 속 리그닌을 분해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락카아제·페록시다아제 등과 같은 효소

들의 유전자를 분리하여 효모에 삽입함으로써 물질분해효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노현수 교수팀과 국립생물자원관은 물질분해능력이 우수한 두 균주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분리된 효소유전자들 또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 말라카이트그린은 섬유와 가죽ㆍ종이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로,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어 수산

물 양식시 곰팡이균의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1990년 이후

인체유해성이 알려져 식용어류 양식

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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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Plus 

지식경제부는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27개와 이전 지역 소재 대학 17개와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 중 우리 대학교는 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1

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대학 중 가장 많은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진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마련된 만큼 앞

으로 우리 대학교는 산학협력, 인적 교류, 공동연구, 지역발전사업 등을 함께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교 총장을 비롯, 각 기관장들에게 추진방향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했다. 

WIN-WIN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앞서가다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협약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협력관계 맺어

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과 지역인재 채용 협약

우     
브    
경     
육      
      

는      

협약체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이번 협약이 진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

용하는 협약인 만큼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전국 혁

신도시 소재 대학 중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남궁민 대한민국 10대 거점국립대학교, 64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상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영광이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양성하고 이전 지역의 발전

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에 일조할 예정이다. 
장도수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서 발전 산업 및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경상대와 파트너가 되

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가는 산학협력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김민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중 동남권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경상대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앞으로 지역 산·학·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선도적인 기

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으로 경상대학교와 어떤 협력을 하게 되나요?
남궁민 경상대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시험원의 연구·실습생으로 활동할 시 협력을 통해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험

평가, 품질인증에 투자하고,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자주 개최할 것이다.
장도수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기자재의 사용 및 시험을 의뢰하고 참여 학생의 인턴십 및

현장교육 실습을 확대할 것이다.  

경상대학교-진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협약
우리 대학교는 11월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

콘티넨탈 호텔에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

는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장도수), 한국산

업기술시험원(원장 남궁민), 한국세라믹기

술원(원장 김민)등 3개 기관과 지역인재 채

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경경경경e경 _경.g8경1경경gaage6age6aeg6aa경경aP5ePaa40 - age



13GYEONGSANG MANIA 2012. 11+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966년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공동으로 한국
정밀기기센터(FIC)를 설립하고 지난 46여
년 동안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향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대학특성화와 배출 인력의
브랜드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끊임없는 교
육의 내실화, 연구의 특성화, 봉사의 지역
및 국제화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
는 개척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세라믹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 한
국세라믹기술원은 IT, 자동차 등 국가주력
산업 및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
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인 세라믹 분
야 연구개발, 시험・분석, 기업지원, 정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국내 최초 대용량 발
전설비(800MW) 등 총 24기의 발전소 건
설 및 석탄, 양수 등 다양한 설비운영 기
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사업
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발돋
움 하고 있다. 

김민 지난 2005년부터 경상대와 MOU를 체결하여, 학연 석·박사과정 공

동 운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연 석·박사과정

학생 수를 증대하고, 국가 R&D 참여, 첨단장비 활용 실습, 기술세미나 개

최, 장비 공동 사용 등을 확대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권순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

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이번 협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

분이다. 공공기관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취업률을 높이도록 적극

적으로 협의하겠다. 또한 협약 체결 공공기관과의 학술교류, 전문인력 양

성, 인적교류 등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남궁민 연구개발과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관련 분야의 우수기술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경상대와 각종 학술정보를 상호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도수 경상대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석사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것에 사활

을 걸고 있다. 2013년도 상반기 중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모집,

9월에 개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주)의 신재생

설비운영 기술과 경상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계, 성능유지 등 전문지

식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문가를 육성할 것이다. 
김민 세라믹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우수

한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목표다. 이에 한국세라믹

기술원 박사급 연구원과 경상대 교수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국가

R&D 사업 공동기획 및 참여증대를 꾀할 것이다. 

권
순
기경상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한국남동발전(주) 대표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남
궁
민

김 

민

장
도  
장
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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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Memories

한국에서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특히 ‘GKS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에 스태프로 지원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경주와 포항 일원

에서 8월 30일, 31일 이틀간 84개국 322명의 선발학생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나 역시 정부초청장학생으로 도전하기까지 누군가

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해 준 지연이 

우즈베키스탄 대학 시절, 외국인 유학생을 도와주는 ‘버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내 버디가 된 한국유학생

‘김지연’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고, 의욕적이고

활발한 성격 때문에 어디에서든 존재감을 드러냈다. 타슈켄트에 위치

한 박물관이나 우즈베키스탄 민속공연에 함께   가면서 우정을 쌓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또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는 지연이가 추천한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

생’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달 뒤,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 합격통지서를 받자 합격의

기쁨도 잠시, 가족들을 남겨놓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

다. 더군다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에도 합격해 양

자택일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때 지연이가 해준 조언이 바로 ‘새로

운 길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자 하나

씩 시도해보면서 좋은 길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서

관심분야인 법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유학을 결정하

게 되었다. 

GNU에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일군 
나의 한국생활!

아흐매드존 에라코브 

법학과 석사과정ㆍ우즈베키스탄

유학체험기 최우수상 수상한 아흐매드존의 GNU&한국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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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한국

한국으로 입국하던 날,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

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가

슴이 뛰었다.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들이 잘 챙겨주고 내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줘

서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 감동은 비행기 안에서 아침을 맞

을 때였다. ‘돌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적

없는 초록색 나무와 빨간색으로 물든 작은 섬들, 파랗고 짙은

바다풍경에 입이 벌어졌다. 진주에 도착했을 때,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 관계자가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왔고, 친절하게

기숙사와 학교시설을 소개해주었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들

모임에서는 의료보험, 생활비 지원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템플 스테이, 무

주 스키장, 서당 등에서 한국 고유의 장소를 직접 둘러보고

옷을 염색하거나 도자기를 만들면서  체험한 경험은 평생 잊

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경상대학교에서 새로운 나의 길을 개척하다

경상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정부초청장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식당, 버스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어수

첩을 휴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1년 뒤 치른 토픽 시험에서 3

급을 받을 수 있었다. 생활비와 학비가 전액 지원되어 한국어 공부

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꿈꿀 수 없었던 결

과이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 나의 버디가 되어준 한국인 학생들도 무척 큰

도움이 되었다. 대기업에 취직한 버디, 경찰시험을 준비 중인 버디

등 매 학기마다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때때로 나도

모르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나. 만약 그때 지연이가 용기

를 주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한국유학을 올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정부초청장학생 지원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학생

들에게  “일단 결심이 생겼다면,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이거

나 주저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정신”을 가지라는 말을 전

해주고 싶다. 새로운 길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기에 달렸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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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며, 

GNU Scene

한해를 마감하는 겨울, 온 세상은 흰 눈으로 덮이

고 마음은 한결 포근해진다. 텅 빈 도로에도, 앙

상한 나뭇가지에도 눈은 소리없이 쌓인다. 가좌벌

광장에도 소복이 쌓인 눈처럼 반가운 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ACTIVE GNU 헌혈봉사, 
670여 명 참여하다
우리 대학교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간 ‘ACTIVE GNU 헌혈봉사’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헌혈버스는 가좌·칠암·통영캠퍼스에서 총

17대가 동원되었고, 교직원과 학생 등 모두 670

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헌혈 참여자에게 문화상

품권 1장을 지급했고, 헌혈증서 최다 기부 학과를

선정해 시상했다. 또 봉사교과목 수강신

청자는 학점가산제, 마일리지 장학금 포인

트를 주고, ‘개척인 해외탐방 프로그

램’(GPP), 해외봉사활동 선발 시에도 우대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헌혈을 독려

했다. 

제3회 개척독서골든벨, 독서하는 대학 브랜드 UP! UP! 
도서관은 11월 1일 야외공연장에서 세 번째 ‘개척독서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독서인증

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조성을 통한 대학교육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

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OX예선, 60

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선, 패자부활전, 본선통과자 8명으로 겨루는 결선 등으로 진행

되었다. 독서인증도서, 문학일반, 시사, 교양,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으

며, 방청객과 탈락자를 위한 깜짝퀴즈, 행운권 추첨도 눈길을 끌었다.

ACTIVE GNU 헌혈봉사

경경경경경e경 _경.g8경1경경gaage6age6aeg6aa경경aP5e9aa40 - ag:



17GYEONGSANG MANIA 2012. 11+12

수험생이 우리 대학교와 처음 만나는 날
‘2013학년도 미리 가 보는 대학’ 

우리 대학교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체육관에서 ‘2013학년도 미리 가 보는 대학’ 정시모

집 입학설명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른 경남도 내 48개 인문

계 고3 학생 1만 4500여 명과 인솔교사 48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013학년도 정

시모집 입학설명회뿐만 아니라 재학생 선배 특강, 축하공연, 동아리 축하공연, 참가학생

장기자랑, 학내 투어 등을 통해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별

투어 시간에는 영어전용강의동, 공동실험실습관, 최근 개관한 BNIT R&D 센터 등을 견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13학년도 정시모집(가, 다군)

신입생 원서는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GNU 유학생의 날 어울림 행사, 
국적은 달라도 우린 모두 GNU!! 
우리 대학교는 11월 23일 대경학술관과 학생회관

4층 글로벌 카페에서  ‘GNU 유학생의 날 어울림

행사’를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독

려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표창장 수여, 국가별 문화

소개 및 장기자랑, 참가팀 심사 및 발표, 다과회

등으로 이뤄졌다. 수여식에는 학업 성적우수상,

유학체험기 우수상, 우수 교환학생상, 공로상 등

모두 8명에 대해 시상했으며, 장기자랑에 참가한

유학생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이 날 행사에는 대

학본부 처·국장을 비롯 단과대학장, 외국인 유

학생 GNU Buddy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이 내딛는 그 설렘, 졸업작품 발표회 등 
민속무용학과 공연 줄이어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 무용단이 11월 5일 중국 항주예술학교에서 초청공연을 가져 

태평무, 진주교방굿거리춤 등 양 학교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 날 공연은 한중수교 

20주년과 인문대학-항주예술학교 협정을 기념하는 뜻 깊은 무대로서 김석근 인문대학장, 

김미숙 교수 등 모두 21명이 참가했다. 

또한 12월 1일 진주 현장아트홀에서는 경남의 젊은 춤꾼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민속무용학과 졸업생 오도경 씨의 첫 번째 전통춤공연이 열렸다. 

한편 민속무용학과 학생들은 11월 27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제13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해 그동안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이 날 발표회

에는 이승룡 학생 등 졸업을 앞둔 12명의 춤꾼 외 대학원생, 후배, 복수박사학위제생 등

6명이 특별출연해 총 11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2013학년도 미리 가 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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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Introduction- 단과대학탐방

법과대학 Vision
-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 강화(법대발전기금 모금의 활성화)
- 기업통상 법률전문가 양성
-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취업준비를 위한 소모임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신념으로 뭉친 정의로운 사회의 수호자 배출”
우리 법과대학은 법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의 확보,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사회를 수호하는 법 전문
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정신으로 무장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재,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먼 훗날의 큰 역할을 위해 초지일관하는 인재,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대규모 모의법정, 첨단 시설을 갖춘 각종 강의
실, 전문 도서관, 고시반 등을 위해 24시간 개방하는 정독실과 열람실 등의 탄탄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열화 같은 성원과 60억 원 규모의 김순금 장학재단의 전폭적 후원 등으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유일의 국립 법과대학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법학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학연구 및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아울러 법학도서관을 비롯하여, 계림실, 계출재 등의 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연구와 교육에 필

요한 각종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Mini Interview. 전욱 법과대학장(법학과 교수)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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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따뜻한 간호인력 양성 위한 전문 간호 교육”
1926년에 문을 연 간호대학은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전문 인력과 헌신적 간호사의 상징인 나일팅게일 기장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2006년 교육부 주관 전국 간호학과 인정 평가 전 영역에서 최우수와 우수 판
정을 받는 등 교육 과정, 학생지도, 시설, 교수와 행정 분야에서도 인정받은 대학입니다. 
전공별 우수한 교수진의 1대 1 실습 지도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첨단 매체를 활용한 이론과 실습교육, 온라인 교육, 선후
배간의 상호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경상대학교병원과 경남지역 암센터에서
실습하며 수준 높은 임상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우리 간호대학뿐입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간호 분야의 개
척자로서, 미래를 여는 간호인 배출 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간호대학은 간호대상자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치료적 돌봄

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일차적 간호능력 함양을 주안점으로 교과과정

을 운영한다. 대학원 과정은 임상간호학전공과 간호관리학 및 지역사회 간호학 전공의 2개 세부 전공영

역과 노인,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간호대학 Vision  
-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 육성
- 지역사회 간호교육기관과 의료기관, 간호, 보건 관련 사업계와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 Worldwide(국제적), Initiative(주도적), Scientific(과학적), Empathetic(공감적) = WISE Nurising 추구

Mini Interview. 안황란 간호대학장(간호학과 교수)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다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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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News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국립대 최초 2회 연속 선정

우리 대학

교가 국립

대로서는

최초로 2회

연속 ‘노사

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돼 10월 31일 ~ 11월 1일 대전에

서 열린 ‘공무원단체 업무담당관 연찬회’에서 행정

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온 점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GNU통역봉사단’ 창단

우리 대학교가 ‘GNU 통역봉사단’을 창단했다. GNU

통역봉사단의 창단식은 12월 11일 대학본부 3층 상

황실에서 열렸다. GNU 통역봉사단은 우리 대학교

에 근무 중인 외국어 특기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됐

다. 현재는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등 3개 외국어 통

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외국어 역량이 우수

한 내외국인 학생들을 발굴하여 추가 인력 풀을 구

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민일보와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는 10월 22일 경남도민일보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산학프로

젝트를 통한 언론 콘텐츠의 공동 개발 ▲지역사회

의 언론문화 발전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강

좌지원을 통한 상호 인적 교류 ▲대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의 시행을 통한 인력 양성 ▲기타 양 기관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

사업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ㆍ진주세관ㆍ
하나로테크(주)와 MOU

우리 대학교 산학

협력단은 FTA 전

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산관

학 상호협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경상대-경남FTA활용지원센터, 경상

대-진주세관, 경상대-하나로테크(주) 간에 각각

MOU를 10월 29일~30일에 체결하였다. 협약을 체

결한 기관들은 앞으로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FTA

활용방안 연구, 국내외 FTA 활용 성공ㆍ실패 사례

연구, 체결국의 원산지 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 마련

등 관학협력으로 지역업체의 FTA에 대응한 국제경

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시스템공학부, ‘기업맞춤형 트랙제’ 협약 
공과대학 산업시

스템공학부는 11

월 29일 지역 중

소기업들과 기업

맞춤형 트랙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업맞춤형 트랙

제는 생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체가 원하

는 현장밀착형 인재를 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5년간 트랙제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은 3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원

하는 인재를 대학교에서 트랙제를 통해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수의 언론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대외협력본부(본부장 정우건)는 11월 7일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대학교 교수의 언론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등 언론홍보를 통해 우리 대학교의 대외 이미

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교수들께 감사하

고,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교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5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36명 수료

평생교육원(원장 한상덕)은 제15기 경남여성지도자

과정 대학위탁교육 수료식을 11월 15일 오전 11시

남명학관에서 개최했다. 수료생은 모두 36명으로,

평생교육원은 올해까지 모두 570명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했다. 

수료한 여성지도자들은 앞으로 자기 출신지역을 중

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로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6기생의 입학식은 2013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협력’ 심포지엄

혁신도시 산학협력추진단(단장 조성걸)은 10월 25

일 BNIT R&D 센터에서‘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전략기획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이전

사업단장, 한국세라믹기술원 선임본부장, 한국남동

발전(주) 전략기획팀장,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 부단

장 등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남명학연구소 설립 22주년 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소장

윤호진)는 남명학

연구소 설립 22주

년과 학술지 ‘남명

학연구’ 발간 20주

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남명학 연구성과의 회고

와 전망(Ⅱ)’이라는 주제로 10월 26일 남명학관에서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외국에서의 남명학연

구, 남명학파, 남명선생의 저술, 남명선생 및 남명학

파에 관련된 번역, 남명학 자료의 전산화, 남명학 연

구기관의 설립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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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개교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1982년 10월 문을 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10

월 31일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관에서 ‘의과대학ㆍ의

학전문대학원 개교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경상대학교 의과대학ㆍ

의전원 개교 30년’과 ‘의과대학ㆍ의전원 미래 30년’

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의 계급정치’ 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원(원

장 정성진)과 세계

화와 계급구조 연

구회는 10월 29일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의 계급정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

의 사회로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계급연합의

가능성(발표 서울대 권영숙, 토론 경상대 이정구) ▲

통합진보당 사태로 본 제1기 진보정당 운동의 성장

과 붕괴(발표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 토론 경상대

장상환) ▲진보적 정당의 선거정치와 노동자 계급:

남아공과 한국의 사례(발표 경상대 김영수, 토론 경

상대 장귀연) 등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농생대,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초청특강

농업생명과학대

학(학장 김의경)은

10월 30일 농업

생명과학관에서

학생과 교수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원장을 초청하여 ‘농업ㆍ농촌 정책과 미래비전’이라

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

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농림경제 발

전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의 비전 및 정

책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여성연구소 학술대회 
여성연구소(소장 이

혜숙)는 10월 31일

사회과학대학에서

‘조선 후기,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었

나?(II)’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BK21 친환경냉열에너지기계연구사업팀
ICCHT2012 국제학술대회

2단계 BK21

‘친환경냉열에

너지기계연구

사업팀’(팀장

정효민, 이하 친환경사업팀)은 11월 9일부터 12일까

지 중국 시안(Xi'an)에서 국제학술대회(ICCHT2012)

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ICCHT2012(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oling and

Heating Technologies)는 열공학ㆍ냉동ㆍ에너지기

계분야 학술대회로 한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네시아

ㆍ미국ㆍ브라질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등 8개국

에서 1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80편의 논

문을 발표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의 향연 - 2012 인문주간
인문학연구소(소장 홍상우)는 ‘인문주간’(10. 29 - 11.

4)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영시 일원에

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펼쳤다. 올해 인문주간

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사회 속 개인의 상처를 보

듬고 달래는 ‘치유의 인문학’이었다. 

이번에 마련한 인문주간 행사는 10월 29일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인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민인문강좌, 장일범(KBS FM

DJ)의 해설로 듣는 클래식 음악(힐링콘서트), 김성욱

(시네마테크 서울 프로그램 디렉터)의 찾아가는 영

화관(힐링시네마), 화가 백겸중과 함께하는 미술관

체험(힐링파인아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EU연구소, ‘2012 EU 아카데미’ 개설
EU연구소(소장 김남향)는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EU 아카

데미를 개설했다. EU 아카데미는 매주 유럽(EU)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5개의 주제로 각 분야 전문

가들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최재석 교수,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에너지포럼 자문위원’에 선정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최재석

교수가 세계 최대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에너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너지포럼’을 위

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

성한 ‘에너지 포럼 자문위원단’에 선정됐다. ‘에너지

포럼 자문위원단’은 향후 에너지 포럼의 운영 방향

부터 콘텐츠 검수,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포럼의 성장에 기여할 예정

이다. 

윤정원 교수, 대학ㆍ공공(연) 발명ㆍ
아이디어 콘테스트 우수상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윤정원 교

수가 11월 16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2012년 대학ㆍ

공공(연) 발명ㆍ아이디어 콘테

스트’ 시상식에서 우수상(특허청

장상)을 수상했다. 윤정원 교수

는 뇌졸중 및 뇌질환 환자의 능동적인 보행재활/이동

보조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무게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무릎 회전 관절각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안정성 및 운동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행보조가 가능한 무릎보장구’라는 주제로

복지(wellness)과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심성 교수, 영국 화학회지에 논문 게재,  
제10회 경남도과학기술대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심성 교

수 연구진은 1913년 알프레트

베르너(Alfred Werner)가 배위

화합물의 광학이성질체를 발견

한 공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화학회

에서 발간하는 최고 권위의 총설 학술지인 ‘케미컬

소사이어티 리뷰’(인용지수: 28.76)의 인터넷 판에

최근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 지난 12월 3일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제10회 경상

남도 과학기술대상(자연ㆍ생명과학 분야)을 수상했

다. 이는 국제저명 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발

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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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모 교수, ‘읽기 이해: 교재학습’ 펴내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선모 교

수가 ‘읽기 이해: 교재학습’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읽기 이

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책은 총 2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부에서는 설명적 교재의 읽기 이해를, 제2부에서는

이야기 교재의 읽기 이해를 제시하였다. 

강희근 명예교수 새 시집 ‘그러니까’ 출간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인 강희

근 시인이 새 시집 ‘그러니까’

(이레웍스)를 ‘시와 환상 시인

선’ 제1권으로 출간하였다. ‘그

러니까’에는 ‘안시리움’, ‘달아

마을’, ‘물앵두 나다’, ‘병원 가는

날’ 등 53편의 시가 실려 있다. 

최상한 교수,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펴내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가 ‘그리스도교의 한반도 전

래 역사’라는 부제를 단 ‘불국사

에서 만난 예수’를 펴냈다. 이 책

은 천주교 설립연도인 1784년,

개신교 설립연도인 1885년 이전

에 이미 한반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이다. 

LINC사업단 2012 산학협력 EXPO 캡스톤
디자인 전시 장려상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이정규)이

지난 10월 31일 ~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산학연협력EXPO’ 산학연협력사업 성과전시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LINC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조선해양공학과 ‘모닝라이트

(Morning Light)’ 팀이 제작한 ‘인력선’으로 자전거의

리컴번트 방식 및 인력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차용하

여 탑승자가 페달을 밟으면 운항하도록 고안한 작

품이다.

이어 11월 27 ~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2

년 동남권LINC사업단 통합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회’에서는 금상 1팀, 은상과 동상 각 2팀 등 모두 5

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주인공은 반

도체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해양생

명과학과, 세라믹공학과 팀이다. 

우수 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트 
기관 우수상, 개인 동상

산학협력단(단장 이정규)은 한국연구재단이 10월 30

일 실시한 ‘제2회 우수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

트’에서 기관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동상을 수상했

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7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 연구ㆍ산학협력 관리자 협의회 추계

세미나에서 마련됐다.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는 권혜진ㆍ강한숙ㆍ설혜지ㆍ김경은ㆍ노미진 씨가

참가하여 기관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동상을 설혜

지 씨가 수상했다.

고용계약형소프트웨어석사지원사업단, 
산학협력프로젝트 장려상

고용계약형소프트웨어석사지원사업단(단장 김기일)

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2 Dynamic School’ 행사에 참여하여 산

학협력프로젝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사업단은 ‘항공전자 SW 전문인력양성’이라는 특화

된 교육목표에 따라 무인항공기 제어를 위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기존의 방식

과 달리 모션 인식 및 음성 인식을 통한 무인항공기

조종을 시연하였다. 

경영대학 4개 학과 GNBLUE 팀 삼성전자
주최 ‘전국 캠퍼스 크리에이터’ 우수상

경영대학 학생

들로 구성된

‘GNBLUE’ 팀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열린 ‘전국 갤럭시 노트 10.1 캠퍼스 크리

에이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영학과

황춘상, 이건영, 회계학과 김민우, 국제통상학과 양

준원, 경영정보학과 이상준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학생은 9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3일

최종 PT발표까지 대학 안팎에서 홍보영상기획, 체

험행사운영, 강의 노트정리 등을 수행하며 ‘갤럭시

노트 10.1’ 마케팅을 기획·실행했다.

도서관 직원 박미숙 씨 연수내용, 
일본 언론에 소개

도서관은 지난해 5월 일본

신슈(新州)대학과 직원 교류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

으며, 지난 10월 11일부터

박미숙 씨가 9일간 신주대

학에서 연수를 하였고, 신주

대학 도서관 유지 하마다 씨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박

미숙 씨가 신슈대학에서 연수를 하는 내용이 이 지

역 유력 언론인 ‘시나노마이니치 신문’과 ‘주니치신

문’ 10월 12일자에 크게 보도되어 실질적인 직원 교

류의 사례가 되는 등 화제가 되었다. 

화학과 김가영·주희영 씨, 대한화학회 
‘우수연구발표상’ 및 ‘동우화인켐㈜상

자연과학대학 화학

과 김가영 씨와 대

학원 석사과정 주희

영 씨가 10월 17일

부터 19일까지 제

110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15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우수연구발표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김가영 학생은

학부생으로는 매우 드물게 대한화학회의 최대 후원

사가 제공하는 ‘동우화인켐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편, 주희영 씨는 12월 8일 일본 토호대학에서 개

최된 ‘2012 첨단기술연구센터 학술대회’에서 ‘우수논

문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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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카드 우대가맹점
(2012. 12. 17. 현재)

       가맹점                업종                      추가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055-751-5228

055-758-7222

055-755-4726

055-742-5535

055-743-0131

055-761-9959

055-745-4999

055-757-7440

055-742-5666

055-754-0933

055-757-4152

055-745-0008

055-747-9841

055-746-3734

055-763-0088

055-771-2510

055-754-7999

055-742-7300

055-745-6103

055-759-8993

055-755-4755

055-762-6284

055-854-8765

055-751-6576

055-758-0005

055-741-4311

055-742-7660

055-746-6051

055-752-6589

055-752-1951

055-853-4200

055-756-1862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진주교육청  사거리

호탄동 신흥지구 내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시외버스 주차장 옆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대안동 차없는 거리

경상대 정문  

공설운동장 옆

경상대 정문  

경상대 후문 앞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진주성 정문(본성동 10-4)

진양호 호수변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가좌동 MBC방송국 내

가좌이주단지

본점, MBC점, 평거점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경상대 정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301호

주약점
(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호탄동 삼성아파트 옆

신안동 국민은행 옆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앞 코너

SK진주주유소
(평거동 진주문고 옆)

남척주유소
(주약동 세란병원 옆)

동진주유소
(상평동 한일병원건너편)

사천공항주유소
(사천공항 부근)

내동면 정동마을 입구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

월5%(전관 이용)할인

결제금액의 10%(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할인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상시 30%할인)

결제금액의 15%할인(단, 쿠폰 및        
할인카드 중복 불가/콜센터 주문 및     
세트메뉴 제외)

10%추가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행사 시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객실(조식포함)20%, 
레스토랑(노블레스 & 신요코) 10%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현금1,500할인+팝콘 무료

결제금액의 5%할인

안경테 20%할인(행사시 추가 5%)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
(피부미용, 비만, 두피10%추가 할인)

2%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당일 정액(1회1,000원, 단 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 추가10%)

리터당 70원할인(50원포함)

결제금액의 10%할인(주류제외)

서적

구두, 핸드백

온천

스포츠센터

숙박, 호텔

음식(레스토랑)

골프, 캐주얼웨어

피자전문점

등산용품

냉면, 갈비

화원/전국배달

의류(골프웨어)

실크류

호텔

등산복, 장비

영화관

석갈비, 추어탕

안경

의류(여성, 남성복)

화환/전국배달

미용, 체형관리

유기농식품

한우, 햄

학내주차

한우, 갈비탕

의류(스포츠웨어)

여성맞춤전문

주유소

흑염소, 오리, 
셀프바베큐

경상대학교 구내서점

귀족제화

남강워터피아

남도레포츠타운

동방관광호텔

로망스

루이까스텔
진주대안점

미스터피자
경상대점

백두대간

부산냉면
(구 얼치기냉면)

수수꽃다리화원

슈페리어

실 키 안

아시아레이크
사이드 호텔

아웃도어갤러리

엠비씨네

유송석갈비

이노티안경원

제일모직아울렛

진주예삐꽃방

청담화이트의원

초록마을

학교기업GAST

학내주차관리실

한우데이

휠라 진주평거점

SHA Gamg 

SK주유소

샘터농원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 이중섭 
선임연구원,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의 
담우학술상ㆍ우수논문상 동시 수상

2단계 BK21

사업의 첨단

기계항공고급

인력양성사업

단(단장 배명

환) 선임연구

원인 이중섭 박사가 10월 1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2012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ICMTE 2012)에서 담우학술상과

우수논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총동문회, 개교64주년 기념 
개척동문가족대잔치 열어

총동문회(회

장 신영태)는

10월 27일 우

리 대학교 실

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5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개교 64주년을 기념하는 ‘개척동문가족대잔치’를 개

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체육행사와 개회식, 문화행

사, 장기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경상인상’, ‘특별공로상’과

‘공로상’ 시상식과 함께,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도

마련했다. 김재경 전임 회장(27~29대)에게는 감사

패를 수여했고, ‘자랑스러운 경상인상’은 진주 고려

치과 김천석 원장(총동문회 고문)에게 돌아갔다.

언론인 동문회 신임 회장에 
정경구 MBC경남 상무이사
우리 대학교 언론인 동문회

는 11월 9일 진주 동방호텔

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정경구

MBC경남 상무이사를 선출

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1985년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정경구

신임회장은 1984년 12월 당시 마산MBC에 PD로 입

사하여 지역문화 계발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다큐 프로그램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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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집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화번호
       갈치를벗삼아                손병철         갈치전문점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호탄동 진주톨게이트 옆                       055-759-1225
           고  궁                   정승원         한정식                       진주시 진주대로 832-12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055-753-8802
        고향보리밥                 박우문         보리밥전문                   진주시 가좌길36번길 18                             가좌지구대 앞 경상교 옆                      055-761-1130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5-4829
        다다미횟집                 김석운         생선회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1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도가구                  주원경         사무용가구                   진주시 돗골로25번길 6                               진주원예농협 건너편                          055-756-4500
        대어회초밥                 홍덕윤         초밥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10                          진주세무서 뒤편                               055-758-5963
        모나미 인쇄                박영선         인쇄, 복사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경상대 정문                                   055-759-8122
 부산냉면(구 얼치기 냉면)         강남이         갈비, 냉면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9                          경상대 정문                                   055-754-0933
           석류정                   주영규         횟집                          진주시 진주대로671번길 13                          석류공원과 인공폭포 옆                       055-753-8088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02                           문산읍에서 진성 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세이브컴퓨터                최영민         컴퓨터기기                   진주시 동부로 58                                    호탄동 변전소 맞은편                         055-761-9783
         송원가든                  민경오         오리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8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영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길29번길 1                               경상대 후문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뒤편                     055-743-5876
      영엔터프라이즈              곽희영         컴퓨터기기                   진주시 돗골로 19                                     상평빌딩 2층                                  055-755-5925
        오동나무집                 이숙영         한정식                       진주시 비봉로62번길 11-1                           갤러리아백화점 후문방향                     055-741-2387
    오피스디포 진주점             주우길         사무용품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옆                  055-763-7979
        웰빙참오리                 이경재         오리전문                     진주시 가좌안골길24번길 10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055-758-5292
        유송석갈비                 이연정         석갈비, 추어탕               진주시 진주대로404번길 14                          가좌이주단지 새동네                          055-754-7999
     종합상사 교학사              조현규         문구, 잡화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옆(청소년수련관쪽)     055-746-7477
           진남정                   주무경         국밥, 한우                    진주시 진주대로516번길 6                           경상대 정문                                   055-762-9020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경상대 정문                                   055-759-8993
         참붕어탕                  권점이         어탕, 찜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호탄동 신흥지구                               055-753-8446
           하나비                   강성재         초밥, 일식                    진주시 가좌안골길16번길 2                          경상대 정문 앞 풍경채아파트 동쪽            055-761-7373
한국GM 진주바로정비코너        박동윤         자동차정비                   진주시 강남로 257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 중간지점           055-761-8585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 가좌길 34                                    경상대 후문                                   055-754-6588
      한빛정보시스템              홍현표         컴퓨터, 사무기기             진주시 진주대로542번길 9-7                        풍경채아파트 놀이터 옆                       055-759-7222
         한성가든                  전용춘         한우                          진주시 도동천로 189                                 전자랜드 도동점 옆                           055-758-0022
        한성갈비촌                 김점옥         한우                          진주시 신평공원길47번길 8-2                       들말 한국국제대부설유치원 옆                055-747-7002
         한우데이                  이현진         한우                          진주시 호탄길9번길 20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한일식당                  최숙자         김치찌개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6                          경상대 정문                                   055-755-5088
        e-어도참치                김정자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안골길6번길 15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                                   055-757-3737
       보리고기 맥돈               김현정         돼지고기전문(고기 도,소매)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176                            진주 산청간 원지 입구                        055-974-2525
 THE W 컨벤션뷔페 델리         박진희         뷔페, 세미나                 진주시 강남로 95번길 3 수아비스웨딩샵 1층        경상대학교병원 옆                            055-759-8200
       우&돈 어울림               박경이         한우, 쌈밥정식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 1길                            사천 정동면 부경사우나 옆                    055-855-1161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박선정         자동차 종합수리             사천시 항공로 54                                    사천 항공단지 입구                           055-852-2100
            향원                    정민승         한정식                       진주시 모덕로 147번길 8-9(상대동)                 상대 현대아파트 옆                           055-761-6688
        반천촌국수                 노수진         국수, 김밥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8-9(가좌동)              가좌삼거리 SK경대앞주유소 뒤편             055-752-7906
   에이플러스 유학센터            남주현         유학알선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가좌동) 던킨도너츠4층   경상대 정문앞 던킨도너스 4층                055-755-0575
        진품 우리집                박균태         오리고기전문                 진주시 개양로 5번길 14(가좌동)                      개양지구대 뒤편                               055-759-5292
        동경회초밥                 하종관         일식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평거동)                     평거동 뉴욕바다가재 옆                       055-747-0067
        가르텐비어                 조덕미         일반음식(맥주)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204~205호     경상대 정문                                   055-753-2432
         샘터농원                  하명호         흑염소, 오리, 셀프바베큐    진주시 내동면 내축로563번길 27-7                 정동마을 입구                                 055-756-1862
        서린디자인                 유정현         인쇄, 출판, 산업디자인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1(상대동)                   상대동 흥한타운 맞은편                       055-756-5151
        두미도횟집                 정재훈         횟집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1(평거동)                     평거들말한보아파트 106동 부근              055-746-4770
      가부키(kabuki)               조현철         일식                          진주시 강남로 175(칠암동)                           구 SK스크린골프                              055-758-8881
           다기야                   김은영         치킨프랜차이즈              진주시 가좌안골길 6번길 7                           경상대 정문앞 밀러타임 앞                    055-757-9919
        한솔보리밥                 황미옥         보리밥, 생고기전문          진주시 평거로 160                                   신안동 서부우편취급국 건너편                055-748-3763
  진주향토음식관 하연옥      정운서·하연옥    냉면, 육전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이현동)                    이현동 웰가아파트 앞                         055-741-0525
            두향                    황미란         순두부                       진주시 진주대로 530(가좌동)                        가좌동 카페베네 2층                          055-755-3100 
           華(화)                    김태현         일식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5-6(가좌동)               가좌동 서울설렁탕 뒤편                       055-761-1737

후원의 집 탐방

상호를 변경하기 전, 송화가든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한우마을은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급

의 한우를 제공하는 정직한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기기 쉬운 밑반찬의 가짓수를 줄여 손

님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순수한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기의

맛과 식당의 서비스에 대해 늘 체크하며, 항상 개선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한다. 경남 최고의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를 후원하기 때문에 맛과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는 최연도 대

표.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으로 손님들과 경상대학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055-756-1952

(2012. 12. 17. 현재)

한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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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금 액

지 원 분 야 

납 부 방 법 

납 부 기 간

동  문 학부(과,전공) 입학년도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부)

교직원 부서

�기업체   �기관   �단체   �기타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 E-mail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50% 내에서 손금처리)

●모든 기부내역은 영구히 보존 관리되며 홈페이지를 통해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fund.gnu.ac.kr)의 온라인 기부에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Tel. 055)772-0261~5 / Fax. 055)772-0269 / e-mail. fund@gnu.ac.kr   

●기금 약정 및 참여 방법 ●

[풀칠하는 곳]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경상대학교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약 정 자

구   분

연    락    처

일금                                                   원  (￦                                                    ) 

�학교 위임 

�지원기관 지정 (                                       )                  

�특정사업 지정 (                                      ) 

�무통장입금 ■농협 818-17-000951 ■국민은행 969801-01-309628
■예금주 : 경상대학교발전기금 

�자동이체(CMS) ■경남은행 516-35-0002550 ■신한은행 100-028-347677

�교직원 급여공제

�기타 :                                                                                                                   

�일시납부               년               월               일 까지 납부(예정) 

�분할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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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신 만큼 당신의 자부심은 커집니다.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GNU가 되겠습니다.

•참여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접은 후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http://fund.gnu.ac.kr)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후납
경상대학교우체국

보내는 사람 

입금계좌 [예금주 :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농협 : 818-17-000951  경남은행 : 516-35-0002550
국민은행 : 969801-01-309628  신한은행 : 100-028-347677
http://fund.gnu.ac.kr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 Tel.055)772-0261~5

등록금 걱정으로 젊음의 큰 꿈을 뒤로한 채
도서관 대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땀 흘리면
서 고달픈 대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후배들
을 위해 이제는 선배들께서 그들의 청운의 꿈
에 날개를 달아주실 때입니다. 

작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경상인들은
비로소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개척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견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뒷면의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른 후 접어서 이곳에 붙여 주세요.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0261~5  FAX. 055-772-0269
660-7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Korea

후배들을 위해서 
견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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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집 대표 이숙영 2012-10-25                200,000        발전기금재단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주우길 2012-10-25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대표 박선정 2012-10-25                 100,000        발전기금재단
하연옥 대표 정운서·하연옥 2012-10-30             30,000,000        발전기금재단
하나비 대표 강성재 2012-11-03                 100,000        발전기금재단
경상대학교 재직 산청향우회 경상대학교 재직 산청향우회 일동 2012-11-05              2,000,000        발전기금재단
진품 우리집 대표 박균태 2012-11-15                 100,000        발전기금재단
기은꽃화원 대표 소석복 2012-11-15                  50,000        발전기금재단
야래향 대표 손소평 2012-11-15                 100,000        발전기금재단
석류정 대표 주영규 2012-11-15                  50,000        발전기금재단
대도가구 대표 주원경 2012-11-15                 100,000        발전기금재단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곽희영 2012-11-15                 100,000        발전기금재단
보리고기 맥돈 대표 김현정 2012-11-15                  50,000        발전기금재단
갈치를벗삼아 대표 손병철 2012-11-15                  50,000        발전기금재단
고궁 대표 정승원외1 2012-11-15                 100,000        발전기금재단
종합상사 교학사 대표 조현규 2012-11-15                  50,000        발전기금재단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12-11-16            150,0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강영수 2012-11-19                 300,000        발전기금재단
공과대학 교수 김윤수 2012-11-25                 400,000        발전기금재단
다기야 대표 김은영 2012-11-26                  50,000        발전기금재단
한솔보리밥 대표 황미옥 2012-11-26                  50,000        발전기금재단
두향 대표 황미란 2012-11-27                 100,000        발전기금재단
웰빙참오리 대표 김태연 2012-12-05                  50,000        발전기금재단
화 대표 김태현 2012-12-05                 100,000        발전기금재단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김소희 2012-12-10                  20,000        발전기금재단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김영은 2012-12-10                  20,000        발전기금재단
어원 대표 이신우 2012-12-10                 300,000        발전기금재단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강묘영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성갈비촌 대표 김점옥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반천칼국수 대표 노수진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더더블유주식회사 대표 박진희 2012/10~2012/11              600,000        발전기금재단
예삐꽃방 대표 서원흥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서린디자인 대표 유정현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향원한정식 대표 정민승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진남정 대표 주무경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세이브컴퓨터 대표 최영민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동경회초밥 대표 하종관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어회초밥 대표 홍덕윤 2012/10~2012/11               60,000        발전기금재단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장 김갑동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김봉찬 2012/10~2012/11               60,000        발전기금재단
e-어도 참치 대표  김정자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박구부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박영선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고향보리밥 대표 박우문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이상언 2012/10~2012/11               20,000        발전기금재단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정승한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가르덴비어 대표 조덕미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일식당 대표 최숙자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총무과 이제괄 2012/10~2012/12              15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재무과 김창균 2012/10~2012/12               9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시설과 서진교 2012/10~2012/12             30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부처장 김영석 2012/10~2012/12               6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장 안영균 2012/10~2012/12              15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안봉근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정정훈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강민연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권명근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조재훈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김숙년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류성하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 정우건 2012/10~2012/12             3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재윤 2012/10~2012/12               9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영호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김필금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주수진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김성수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하만주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강미영 2012/10~2012/12               60,000        발전기금재단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이방주 2012/10~2012/12               3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하영수 2012/10~2012/1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홍현표 2012/10~2012/11              200,000        발전기금재단
해양과학대학 교수 이탁기 2012/10~2012/12               90,000        발전기금재단
성심농원식당 대표 강정자 2012/11~2012/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참붕어탕 대표 권점이 2012/11~2012/12              100,000        발전기금재단
강동호회계사무소 대표 강동호 2012/11~2012/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우&돈 어울림 대표 박경이 2012/11~2012/12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림학사 대표 오형석 2012/11~2012/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유송석갈비 대표 이연정 2012/11~2012/12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데이 대표 이현진 2012/11~2012/12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마을 대표 최연도 2012/11~2012/12              100,000        발전기금재단
샘터농원 대표 하명호 2012/11~2012/12              200,000        발전기금재단
농협은행㈜  경상대학교지점 농협은행(주)경상대학교지점 2012-10-19                 500,000            학생과
(재)월진재단 (재)월진재단 2012-11-08               1,300,000       학생과(장학금)
KT&G KT&G 2012-10-18             10,000,000       학생과(장학금)
영도육영회장학재단 영도육영회장학재단 2012-10-17               1,500,000       학생과(장학금)
인문대학 교수장학회 유재천외 15 2012-10-16                1,110,000       학생과(장학금)
코코이비인후과의원 코코이비인후과의원 2012-11-28               2,000,000       의학전문대학원
사범대학 교수 김명주 2012-12-04                200,000          인문대학
재경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동문회 재경 경상대학교행정학과동문회 일동 2012-10-25              2,000,000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광동 2012-12-06               1,000,000        자연과학대학
(주)프론텍 (주)프론텍 2012-10-18               3,100,000          경영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순찬 2012-10-18               1,100,000          경영대학
동문 박민영 2012-10-25                500,000          경영대학
영동직물공업사 대표 백홍규 2012-11-01               3,100,000          경영대학
진남정 대표 주무경 2012-11-05               1,000,000          경영대학
동문 김재복 2012-11-05                 500,000          경영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한재희 2012-11-05               1,100,000          경영대학
동문 박귀정 2012-11-06                 500,000          경영대학
동문 박소영 2012-11-06                 500,000          경영대학
동문 김기호 2012-11-07                 5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변충규 2012-11-07                 5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회계학과 성행남 2012-11-07                 5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회계학과 하연자 2012-11-07                 500,000          경영대학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11-09               1,000,000          공과대학
동문 하정용 2012-11-13                1,100,000          경영대학
동문 홍주식 2012-11-15               5,000,000          경영대학
동문 강신홍 2012-11-19                 100,000          경영대학
연구산학협력지원본부 학술연구교수 신재익 2012-11-21                  5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오재신 2012-11-21                  5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강영규 2012-11-26                 500,000          경영대학
동문 김금수 2012-11-28                 500,000          경영대학
동문 박진숙 2012-12-05                 1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달곤 2012-12-10                100,000          경영대학
하나로테크㈜ 대표 이시화 2012-12-10               5,500,000          경영대학
동문 송성태 2012-12-12              1,000,000          경영대학
학생처 학생처장 이건기 2012-12-17               1,1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진수 2012/10~2012/11              1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봉준 2012/10~2012/12             3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신건훈 2012/10~2012/12             3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안병혁 2012/10~2012/12              15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유순미 2012/10~2012/12             3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정대율 2012/10~2012/12             3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허재창 2012/10~2012/12              180,000          경영대학
공과대학 교수 이태삼 2012-10-29                300,000          공과대학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손명기 2012-11-19               1,000,000          공과대학
(주)태영건설 (주)태영건설 2012-12-04               1,000,000          공과대학
아스 대표 권순도 2012-12-17               2,000,000          공과대학
(주)엔벨 대표 강귀태 2012-12-17               5,000,000          공과대학
㈜엠에프알씨 대표 전만수 2012-12-17               5,000,000          공과대학
(사)경상대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대표 권순기 2012-12-17             10,000,000           공과대학
공과대학 교수 안효준 2012/10~2012/12             300,000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정병룡 2012-11-01               2,0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재)오뚜기재단 (재)오뚜기재단 2012-11-09              2,0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상민 2012/10~2012/12               7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영주 2012/10~2012/12               7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유찬 2012/10~2012/12               7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윤용철 2012/10~2012/12               7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장민원 2012/10~2012/12               7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 정우철 2012/10~2012/12               6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경상대학교 김순금장학재단 경상대학교 김순금장학재단 2012-12-10             50,000,000      법과대학(장학금)
학부모 권금영 2012-10-25                500,000          사범대학
참편한가정의학과 원장 박경원 2012-10-30              2,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임연웅 2012-10-30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박정환 2012-10-31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허혜정 2012-10-31                 200,000          사범대학
거제 프라임 청소년 플룻합주단 거제 프라임 청소년 플룻합주단 2012-11-01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김영국 2012-11-01               1,000,000          사범대학
동문 남성은 2012-11-01                  5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박현아 2012-11-01                 3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채혜연 2012-11-01               1,000,000          사범대학
동문 화종식 2012-11-01                 200,000          사범대학
하륜기술서비스 대표 배준호 2012-11-02                 3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채지영 2012-11-02                 3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김양준 2012-11-05               1,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정지혜 2012-11-05                 300,000          사범대학
동문 정혜선 2012-11-05                 200,000          사범대학
독지가 무기명 2012-11-06              3,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이보경 2012-11-06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이종은 2012-11-06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정성환 2012-11-06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손정화 2012-11-07                 100,000          사범대학
코스모스악기 진주대리점 대표 유병원 2012-11-07                 300,000          사범대학
삼익피아노 진주대리점 대표 이지성 2012-11-07                 5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김도영 2012-11-08                 100,000          사범대학
두뇌한국21사업단 지역대학육성사업단 김효진 2012-11-08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박정련 2012-11-08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배지현 2012-11-08                 100,000          사범대학
인문대학 교수 석종환 2012-11-08               1,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신윤식 2012-11-08               1,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안경은 2012-11-08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은웅기 2012-11-08                 100,000          사범대학
AMUZ 음악학원 원장 정지교 2012-11-08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학장 정찬기오 2012-11-08                 500,000          사범대학
퇘장군 대표 최영민 2012-11-08                 300,000          사범대학
동문 강성규 2012-11-09                 2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최정혜 2012-11-09                 100,000          사범대학
커피플라워 대표 황용옥 2012-11-09                 3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조옥환 2012-11-12               1,000,000          사범대학
광양금정불고기 대표 최금순 2012-11-12                 5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 민인식 2012-11-14                 1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조대현 2012-11-14                 500,000          사범대학
동문 김숙미 2012-11-15                  3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박원희 2012-11-15               1,000,000          사범대학
동문 옥명석 2012-11-15               1,000,000          사범대학
칼라테크 칼라테크 2012-11-15                 300,000          사범대학
동문 김은경 2012-11-17                 100,000          사범대학
동문 오상규 2012-11-30                 300,000          사범대학
동문 강만호 2012-12-03                200,000          사범대학
동문 남미선 2012-12-03                 100,000          사범대학
동문 서정향 2012-10-29              2,000,000         수의과대학
동문 김미혜 2012/10~2012/11               8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교수 하영미 2012/10~2012/12             300,000          간호대학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12-11-16             30,000,000        해양과학대학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제18기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제18기 일동 2012-12-12             10,000,0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김정곤 2012/10~2012/12               90,000        해양과학대학
도서관장 김명순 2012/10~2012/12            1,500,000            도서관
공과대학 교수 남상용 2012-11-26               1,500,000         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여성지도자과정총동창회 경상대학교여성지도자과정총동창회 일동 2012-11-27               2,000,000         평생교육원
자연과학대학 교수 정영륜 2012/10~2012/11              100,000         교육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하영래 2012-10-17                 100,000         교육연구원

발전기금 (2012. 10. 16~2012. 12. 17)

            소속(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소속(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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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국립경상대학교

•기간 : 2012. 12. 22(토)~ 12. 27(목) 17:00까지
•문의 : 입학관리과(055-772-0300)

201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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