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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초여름 저녁,

문득... 

푸르렀던 청춘 시절이

그립습니까?

미풍에 실려 오는 청춘의 향기를 찾아

도서관 시계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경상대학교의 65년의 역사 속에

당신의 청춘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 속에

당신의 

내일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개척정신이 살아있는 한,

경상인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갑니다.

개척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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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 교수팀, 에탄올성 치매에 효과적인 천연물질 발굴

학교기업 GAST, 교육부 지원사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

산업계 평가, ‘건축(시공) 분야’, ‘일반기계 분야’ 최우수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개척인을 만나다

2013년 미스코리아 眞 - 유예빈 학생

세계로 행군하라 

GNU Buddy와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산업체 탐방 

멘토에게 듣는다

겁 없이 도전해 성취하라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칭찬합니다

대외협력과 배대용 . 유문용 씨

부속기관 탐방

소통하는 IT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정보전산원  

경남 최대의 연구지원시스템 공동실험실습관

FUN FUN 경상

GNU NEWS 

후원의 집,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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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김명옥 교수가 주도하는 치매제어 기술개

발 융합연구단이 에탄올성 치매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발굴했다.

‘치매제어 기술개발 융합연구단’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세계적

으로 권위있는 (관련분야 1위) ‘Molecular Neurobiology’ 

온라인 5월호에 ‘에탄올에 의해 유도된 태아 해마 신경세포사멸

에서 안토시아닌의 GABAB1 수용체 신호전달과정을 통한 신

경세포보호’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뇌신경과학 분야의 기초에서 벗어나 응용성 및 실용화가 가미된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지극히 이

례적이다.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없고 혈액-뇌 장벽 통과가 용이한 천연 

추출물인 안토시아닌을 이용하여 에탄올성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 및 개선할 수 있어 향후 국제 원천 기술확보 및 실용화가 

크게 주목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에탄올성 치매에 대한 안토시아닌의 신경세

포사멸 보호 기작이 GABAB1 수용체 신경세포 내 시냅스 신호

전달에 의해 조절됨을 세계 처음 밝힌 것으로, 향후 부작용이 없

는 뇌기능 조절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물질 개발 및 치매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김명옥 교수팀, 

에탄올성 치매에 

효과적인 천연물질 발굴 

-
에탄올성 치매 치료·개선 

국제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주목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경상대 

▶  HOT NEWS

1



학교기업 GAST, 

교육부 지원사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       

-
올해 4억 5000만 원 추가 지원 받은 뒤 

정부지원 졸업할 계획

“동물산업의 선순환 시스템을 제시하는 학교기업”

2

학교기업 GAST(경남동물과학기술)가 교육부의 학교기업 지원 

사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GAST는 올해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

으며 이후 정부 지원을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 대학교 학교기업 GAST는 동물산업의 선순환 시스템을 제

시하기 위해 2004년 6월 설립됐다. 

GAST의 경쟁력은 관련 학과 교수들이 개발한 최신 기술을 사업

화하여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GAST는 

그동안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에 큰 공헌을 했으며, 현재 소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판별에 사용되는 한우판별키트도 GAST가 개발한 것이다.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의 동일성 검사

에 사용되는 DNA키트(이력추적용)와 한우고기와 수입고기를 

판별하는 DNA 판별키트를 개발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소고기의 

둔갑판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소고기 유통에 혁신을 가져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정립한 수정란 대량생산 기술을 통해 우리

나라 한우와 젖소 개량에 있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 혁신을 예

고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경상대 

▶  HOT NEWS

산업계 평가, ‘건축(시공) 분야’, ‘일반기계 분야’ 최우수  

경남도내 대학 중에서는 우리 대학교만 ‘최우수’ 2개 분야 평가 받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의 경쟁력 공식 입증

우리 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한 ‘201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건축(시공) 분야’와 ‘일반기계 분야’ 등 2개 분야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내 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우리 대학교가 유일하다. 그것도 2개 분야에서 동시에 최우

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의 경쟁력을 공식 입증 받

은 것이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교육부의 지원과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의 협조로 대교협이 주관하

여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이 평가는 기업체 현직 부서장 등이 대학에서 배워야 할 핵심 직무역량과 필수 교과목 등을 직접 분석

하여 제시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계 요구에 일치하는 정도와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긍정

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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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기초교육원은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

램 인증 공모’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우리 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올해 처음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는 실천 : 체험 중

심의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가정 :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범국민 차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창의성 : 전문성과 함께 인성을 갖춘 글로벌 개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초교

육원을 설립하고 교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예절교육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해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 3월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국 최초로 인성교육 교양과목을 개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예절 인성교육’ 인증 유효기관은 3년간 지속되고,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실행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당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인증서 수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홍보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향후 연간 1 : 2회씩 정기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교육부ㆍ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 주관 …‘예절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행ㆍ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받아 … 전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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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대단한 경상대 

▶  개척인을 만나다

경상대학교 명예홍보대사 

2013년 미스코리아 眞2013년 미스코리아 眞



스코리아 眞,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에 2013년 미

스코리아 眞에 뽑힌 유예빈 학생, 요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데렐라가 된 것 같다”

고 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변해 있더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평범한 학생이던 제가 네

이버에 이름을 치면 프로필이 나오고...검색

어 순위에 오르고,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사

실, 저에게 갑자기 많은 관심이 쏟아지니깐 조

금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일은 기본! 스마트한 매력을 지닌 

미스코리아를 원한다.

미스코리아 심사 당시, 단아하면서도 품격 있

는 매력과 당차고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

았던 유예빈 학생, 그렇다면 그녀 스스로가 뽑

는 자신의 최고 장점은 무엇일까? 

“음... 굳이 뽑는다면 무대를 최대한 즐기려

고 노력했던 것과 털털한 성격이 심사위원들

의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활발하면서도 털털한 성격, 의류학과 

교수님들도 인정한다.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에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그녀, 스마일은 

기본, 스마트한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미스코리아 眞이지만 그보다 먼저 학생 신분

이잖아요. 현재로선 학업에 소홀하지 않는 것

이 스마트한 미스코리아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리아의 문화 외교사절단! 

ACTIVE GNU의 명예홍보대사로! 

미스코리아 대회를 두고 일부에선 외모 지상

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다. 

이에 대해 유예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스코리아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

문 중에 하나인데요. 외모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재산도 될 수 있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질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스코리

아 역시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

라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

들이 지덕체를 두루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미스유니버스 대회 등 앞으로 한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서게 될 유예빈 학생, 그녀가 생각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美는 무엇일까?

“한복을 비롯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곡선

미와 우아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습

니다.” 

21세기 한국 여성을 대표하는 만큼 당찬 아

름다움으로 무장한 그녀,앞으로 ACTIVE 

GNU의 명예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이에 대

한 포부를 묻는다면?

“개척정신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상은 높게!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어릴 적 예쁜 꼬마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덕담, 아마도 커서 미스코리아가 되

라는 말일 것이다. 유예빈 학생의 어릴 적 꿈

도 미스코리아였을까?

“어릴 적 꿈은 아니었어요. 사실, 청소년 시절

에는 호텔 경영이나 의류 쪽에 더 관심이 많았

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꿈이 아니었다면 미스코리아에 출전

하게 된 이유, 혹시, 미스코리아 열 명 중 아

홉은 추천을 받는다는 미용실 원장님 때문일

까? 

“하하하... 아닙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의류

학과 김민정 조교 선생님의 제안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아닌 학과 조교선생님의 추

천을 받은 미스코리아는 아마도 최초일 듯. 그

녀가 꿈꾸는 자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 미스코리아가 되면 연예인이 될 거라

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여전히 패션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패션 공부를 하고 싶어 경상

대학교 의류학과에 지원한 만큼 헛바람 들지 

않고 앞으로도 과 전공을 살려 디자이너와 같

은 패션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름다움은 외적인 美가 아니라 

내적인 美가 아닐까요?

올해로 5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미인대

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해마다 수상자는 달라도 수상멘트는 같다. 

“내적인 미를 갖추는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

다”라는 것이다.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미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내적인 미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어 주관적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 

유예빈 학생 또한 내적인 미를 갖추겠다고 공

언한 바, 그녀가  생각하는 내적인 美는 무엇

일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말을 

전적으로 믿는 편인데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

람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 보

다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서게 될 미스코리아 眞 유예빈 학생, 우리 대

학교 홍보대사로도 위촉된 그녀, 경상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다.

“미스코리아 진에 뽑힌 걸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고 기뻐해주신 친구들을 비롯해 교수님, 그

리고 동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경상인으로 한국을 빛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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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송 은 (국제통상학과 2011학번)

5월 24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대학본부 앞으로 Buddy와 외국인 

유학생이 모였다. 바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산업체 현장을 견학하

기 위해서다. 큰 일정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하고 포스코 광

양제철소를 견학하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

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유학생들과 함께 가

서 더 신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나의 Buddy인 정양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으

며 약 한 시간 가량을 이동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도착했다. 도

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서 놀랐다. 

조별로 함께 다니며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

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 나라를 주제로 하여 정원을 꾸며놓은 공

간들이었다. 중국정원, 프랑스정원, 터키정원, 태국정원, 영국정원 등

등 너무 신기했고 마치 그 나라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꾸며놓아서 볼거리도 참 많았다. 예쁜 꽃들과 호수와 나무들을 보니 

학업에 지쳤던 마음에 생기가 돌았고 Buddy와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

었다. 날씨가 너무 더운 탓에 힘들긴 했지만 관람한 후 먹은 아이스크

림은 정말 꿀맛이었다. 약 3시간 정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한 

후 점심을 먹으러 차를 타고 이동했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 뷔페였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두들 점

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직접 견학하기 위해 설레

는 마음으로 버스를 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도착하니 정말 어마어마했다. 맨 처음엔 센터에 

들어가서 포스코 소개영상을 보고 관계자분의 설명을 들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포스코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버스로 이동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둘러보았다. 정말 

컸고 용광로를 한 번 가동하면 15년 동안 꺼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놀라

웠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열연공장에 내려 공장내부를 직접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은 굉장히 더워서 사우나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철판이 지나가는데 그 철판이 아주 새빨갰다. 철판이 내 옆을 지나갈 때

마다 얼마나 후끈거리던지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

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산업체 견학을 통해 Buddy와 더 가까워지고 한국의 문화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였고 더군다나 나 또한 많은 것들을 듣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제 이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Buddy와 함께 더욱더 많은 추억

을 만들고 싶다.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외국인 Buddy와 함께 떠난 남도 체험

GNU Buddy와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산업체 탐방 

▼ 양송은 학생(오른쪽)



주누소바 자우레쉬(Zhunussova Zauresh, Kazakhstan)

Informatics. 2013

Last Friday, the international students went to 

Suncheon city to see the Suncheon Bay GardenExpo. 

When we arrived in Suncheon, we separated into many 

smaller groups.  Each group had around 10 students. 

The expo is divided into many sections; each section 

represents a different country. We visited many 

sections. For example, we visited the Japanese garden.  

It had many plants from Japan and a small fountain. 

Then we went to the Indian garden and some of the 

students from our group, bought little souvenirs. We 

also saw many bushes cut into the shape of different 

animals, for example: crabs, octopus, fish. The Expo 

had so many beautiful flowers. At the Dutch  section, 

I saw a windmill. It was a first time for me to see one 

in real life. When we visited the Chinese garden, I 

heard some legend about the history of love. After that, 

we went to the "Dream Bridge." This bridge has little 

pictures in it drawn by children. 

The weather was very hot, so when we found some 

fountain, we got into it. We were wet but happy. We 

walked around for about 1 hour more , then ate amazing 

ice-cream and lunch. The lunch was very tasty. 

After lunch, we traveled by bus to the POSCO factory. 

We watched a short film about the factory. Then we 

took a bus tour of the factory area, and a guide kindly 

explained the factory and its different sections. Then we 

went inside the factory and saw how steel is prepared. I 

had never seen steel preparation before.  After this, we 

came back to Jinju.

The entire trip was great and I had a wonderful time. I'm 

very grateful to the international office  for organizing 

this trip an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so many wonderful new things.  Thank you very much.   

한국인 Buddy와 함께 만든 즐거운 추억

▲ 주누소바 자우레쉬(왼쪽)



M
en

to
r

 

M
en

to
r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   멘토에게 듣는다

1999년, 외환위기 충격에서 부도에 몰린 신아금속을 

인수, 회사를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일으켜 세운 사

람. 13년이 지난 지금, 연 매출액 9000억 원, 종업원 

3100명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창조의 

대명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의 멘토로 불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그가 지난 5월 28

일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를 찾았

다. 그는 개척정신과 중견기업 정신은 닮은 점이 많다

고 말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중견기업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중견기업이 지향하는 개척정신과 경상대학교의 청년

이 가진 패기가 합해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

니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개척정신을 가져야 자기 인

생의 진정한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호

갑 회장, 그의 인생스토리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자.

겁 없이
성취하라도전해 

강 호 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 신영 회장

APEC ABAC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문위원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회장



 

1 사람

강호갑 회장,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제

대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과 맺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모두 소

중하게 여길 때 인맥은 자연스럽게 늘어가고 삶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

다는 얘기다.

지금 당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인연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는 법, 결국 제 사람이 되어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사람과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호갑 회장,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로 부도에 몰린 회사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일

으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연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이었습니다. 

조직이 성장 :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원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

면 그 조직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태도

초발심(初發心)을 잊지 말아라! 강호갑 회장이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초발심,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발심(發心)이라는 뜻으로 스

님들이 출가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책이 바로 ‘초발

심자경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이 초발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첫날을 보냅니다.입학식, 첫 직장, 신

혼 첫날밤, 첫사랑... 

첫날만큼 설레고 열심히 하고 당찬 포부를 품은 날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초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강호갑 회장, 

특히,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은 반

복되기 마련, 성인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사유하고 또 사유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3 관리

10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위기에 빠진 신아금속을 인수해서 연 

매출 9000억 원에 달하는 지금의 신영(주)을 만들기까지 강호갑 회장

의 무기는 철저한 자기 관리였다. 

그 중에서도 시간 관리는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업무, 더 많은 일

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의 선 . 후를 따져가며 실행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조급

해지기 마련,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를 늘 인식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

저 처리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4 청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강호갑 회장, 미래를 고민하는 청

년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

무엇보다 발전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에 ‘베팅’할 것을 당부한다.

“요즘 청년들은 대기업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견기업의 평균 근

속 연수와 대졸 초임자 연봉 규모, 대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

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커갈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 성

취감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개척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래야만 진정한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갑’은 청년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호갑 회장,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지미무미(至味無味), 지극한 맛은 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맛은 극에 달한 극진한 맛과 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극’에 달

할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진실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면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 성취하십시오. ”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   칭찬합니다

유문용(왼쪽)

고향 : 중국 길림성 길림시

경영학과 박사과정

배대용(오른쪽)

고향 : 중국 산동성 제남시

국제통상학과 석사

대외협력본부 유학생 유치ㆍ관리 담당

두 청년을 처음 본 순간, 퍼뜩 ‘엄친아’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일단, 잘 생겼다. 

이단, 모국어인 중국어는 기본! 영어, 한국어까지 능통하다.

삼단, 학업성적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심성을 지녔다. 

생활에서부터 취업까지! 우리 대학교 470여 유학생들의 고민 해결사로 

불리는 배대용(裴大庸ㆍ28ㆍ중국 산동성 제남시) 유문용(劉文龍ㆍ27

ㆍ중국 길림성 길림시) 씨, ‘2013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경남도지사 표

창까지 받은 친절한 두 청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경상대학교 
스마일 맨! 

친절한 

두 청년을 

아시나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나라를 떠나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는가.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의 생활은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에서부터 의료 문화생활

까지, 생활 전반 모든 것이 불편하다. 

“유학생 대부분이 말이 통하지 않아 고생

을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

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

거든요.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를 받고 간

호를 해 줄 때면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아플 때뿐만이 아니다.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어느 날, 곧 쓰러질 것 같은 학생이 찾아왔더라구요. 알고 보니 한

국어를 몰라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수가 없어 자취방에서 며칠을 굶

었다는 겁니다.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메뉴 하나를 한국말로 

가르쳐줬는데... 이후 1년 동안 유일하게 주문할 수 있는 그 메뉴만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유학생들의 생활의 비애를 함께 느

끼고 아파하고 해결해주는 배대용, 유문용 씨. 모국인 중국 유학생

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중국어 권역은 물론 영어권 국가까지 26개

국, 470여 유학생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 고생하는 유학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배대용. 유문용 두 청년을 찾아가시라!

의식주는 물론 연애상담까지~ 유학 선배로서 대학 친구로서 성심

성의껏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터이니.

중국 청도시에서 학부 생활을 한 배대용. 

유문용 씨, 진주와 청도는 닮은 듯하면서도 

다르다고 한다.

“청도와 부산 경남은 같은 위도라 날씨가 비

슷해요. 하지만 800만 명이 살고 있는 복잡

한 청도에 비해 진주는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으면

서 한적하고 문화예술적인 정취가 넘쳐 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차이는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도 차이가 

있다.

“어른들께 인사를 할 때 중국에서는 서서 말로만 인사를 하는데 한국

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더라구요. 처음 대학에 왔을 때 교

수님이 들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중국식으로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던 한국 선배가 

저보고 인사 좀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때 좀 당황스

러웠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두 청년이

기에  유학생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진주경찰서 . 진주법원 . 창원법원 등에서 민간인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대용 씨와 경남도청 팸투어 및 진주시청 

‘내 고장 문화 알고 알리기’ 행사의 인솔자 및 통역자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문용 씨,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민간 교류에 기여하

고 싶은 일이 많다.

“중국에 가서도 한국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우리 대학교에서 받은 애정과 관심을 그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중국 청도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배

대용 씨, 한국에 끌리게 된 이유, 바로 엽

기적인 그녀 ‘전지현’ 때문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한국 영화에 푹 

빠진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

심이 폭발했다고 한다. 한류바람은 배대용 씨만 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다. 유문용 씨 또한 드라마 풀 하우스의 ‘송혜교’를 보고 한국

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다고 하니 세계적인 한류바람, 초특급 울트

라 강풍임이 틀림없다. 2005년, 우리 대학교와 청도대학교의 교류

협정 체결 이후 교환학생으로 들어와 국제통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우리 대학교 대외협력본부에서 유학생의 상담지원을 담

당하고 있는 배대용 씨. 2008년, 우리 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에 입

학해 석사과정을 거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문용 씨, 두 

청년에게 우리 대학교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일일이 알아봤는데 우리 

대학교 만큼 캠퍼스도 예쁘고 학술적 분위기가 좋은 곳이 별로 없었

던 것 같아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니 진짜 공부하기에는 짱입니다.”



▣ 기능 및 역할

   ▪ 학내 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 관리       ▪ 정보시스템의 운영 · 관리

   ▪ 학교 홈페이지 운영 · 관리                  ▪ e-Learning 지원센터 운영 · 관리

   ▪ 가상강좌 관련 매체제작 및 가상강좌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 학내 정보화 프로그램의 도입 · 보급 · 홍보

   ▪ 정보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 관리

   ▪ 국내·외 정보화 관련 자격증시험 센터 운영 · 관리

   ▪ 정보보호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 · 관리 등

      Mini interview 

교육정보전산원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전위 부서로서 1980년 2

월 25일 개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내 정보화 및 지역 정보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

연구:행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IT환경개선과 업무 역

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보전산원은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조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인프라 고도화,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역량

강화 등 학내의 정보화는 물론, 지역사회 정보화지원을 목표로 책임과 임무를 다

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며, 우리 대학교가 앞서가는 정보화, 세계적인 IT선진화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 용 기 교육정보전산원장(자연과학대학 정보과학과)

소통하는 IT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정보전산원  

즐기면 즐길수록 

느낌이 있는 경상대

▶   부속기관 탐방

비전

ACTIVE GNU를 위한 고도의 대학정보화

목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대학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 기능

   ▪분석실

       글로벌 수준의 첨단 분석기술을 확보하여 사용자-분석자의 창의적 협력을 

       가능케 하고, 첨단 분석기기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제공

   ▪안전관리실

       연구실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

   ▪동물실험실

       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동물실험환경제고(동물윤리, 신뢰성)

       와 과학적 기술지원을 통해 창의적 생명과학 연구에 기여

      Mini interview 

국내 최고 수준의 700MHz 핵자기공명분광기, 300kV 투과전자현미경을 비롯

한 최첨단 분석 장비 60여 종을 운영하는 경남 최대의 연구지원기관입니다. 공동

실험실습관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생명과학•나노과학•첨단융합학문을 선도

할 수 있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기분석 

장비에 대한 분야별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기계발의 

기회와 취업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장비에 대한 산업체 교육

지원을 공동실험실습관의 새로운 임무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기 훈 공동실험실습관장(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

경남 최대의
연구지원시스템
공동실험실습관

30년 역사의 공동실험실습관은 생명과학•나노과학•첨단

융합학문연구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분석기술과 쾌적

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대학의 창의력 연구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FUN 
  FUN 

경상

즐기면 즐길수록 

느낌이 있는 경상대
▶   FUN FUN 경상

‘한우 사랑의 날’ 선포 

축산학과는 매년 5월 둘째 주 금요일을 ‘한우 사랑의 날’로 

선포하고, 5월 10일 BNIT R&D센터 대강당과 강당 앞 

야외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동물사육장에서 ‘축

혼제’를 시작으로, 축산학과 이정규 교수의 ‘한우사진전’, 

한우사랑의 날 선포식, 주선태 교수의 ‘한우고기예찬’ 출

판 강연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우자조금관리위원

회에서는 2000명 분의 한우고기를 시식용으로 후원하여 

대학캠퍼스에서 대규모 시식행사가 펼쳐졌다.

제24회 전통 관례ㆍ계례식       

한문학과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 예절교육

관에서 지역의 원로 유학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전통 관례.계례를 시연했

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와 참관자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소

중함과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12개 단과대학을 대

표하는 학생에게 권순기 총장이 직접 자(字)를 지어주었다.

 2013년 동아리 문화대축제 

지난 5월 9-10일 이틀간 가좌캠퍼스 야외공연장, 

중앙분수대 주변, 학생회관 일원에서 ‘2013년 동아

리문화대축제-Greet New Union’을 개최했다. 

GNU가요제에는 예선전을 통과한 12팀이 출전해 숨

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록 . 무술 . 힙합 . 국악 . 댄

스 . 마술 동아리들은 이틀 동안 야외공연장 무대에

서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였다.



제 6회 명예교수의 날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14일 제6회 명예교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여섯 번째 명예교수의 날 행

사에서는 전통한옥 ‘예절교육관’에서 편안하게 앉

아 담소를 나누며 반가운 명예교수들 간에 안부와 

근황을 묻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학본부 5층 개척

홀로 자리를 옮겨 대한민국 명무(名舞) 임수정(인

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교수의 부채입춤, 학생 마

술 동아리 ‘필램’의 공연, 음악교육과 현악4중주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013년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신록의 계절, 외국인 유학생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

졌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

안 대운동장과 학생생활관 농구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과 GNU Buddy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김미숙 무용단, 

제9회 부산국제무용제 초청 오프닝 공연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 무용단

이 지난 6월 2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제9

회 부산국제무용제에 초청돼 ‘춤! 바다를 열

다’라는 부제를 가진 ‘BIDF 춤 아카데미’ 공

연으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2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

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2년 연속 선

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2012년 5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기관

에 처음 선정되어 1년간의 교육을 거쳐 수료생 45명

을 배출하였다.

‘GNU 연구리더스클럽’ 연찬회
우리 대학교는 지난 6월 7일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2013년 GNU 연구리더스클럽 연찬회’를 개최했다. 

GNU 연구리더스클럽은 지난 2010년 10월 공식 발

족했으며 우리 대학교의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전문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한 융복합ㆍ통섭 

학문의 활성화,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도자적 역할, 

연구ㆍ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등과 관련해 중요

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산학교류 협정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22일 지역경제의 발전 및 상

호간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산학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

우리 대학교가 운영하는 중앙은행 관련 강좌(화폐금

융론ㆍ금융안정론 등) 및 특강(통화정책ㆍ금융통계 

등) 지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경제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 및 정책자료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촌재능기부 협정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가 지난 5월 14일 농촌재능기부활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부족 문제에 직면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

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교는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로써 입학사정

관제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잠재력ㆍ창의력ㆍ올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선발

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

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개척인재전형)의 

등록률이 93.5%로 일반 수시전형(교과성적우수자전

형) 등록률 76.1%보다 훨씬 높은(17.4%P) 것으로 

나타나,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전년도 

590명보다 2명이 더 많은 59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 ‘영남권 입학사정

관 연수ㆍ훈련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은 6월 11일 교육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3년 입학사정관 연

수ㆍ훈련프로그램’에 영남권을 대표해서 선정되었

다. 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 연수의 특징은 ‘찾아가

는 연수ㆍ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는 영남권의 사정관

들이 부산과 대구ㆍ경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부산(동아대)지역, 대구(대구대)지역, 진주(경상대)

지역에 찾아가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연수ㆍ훈련에 

대한 부담(업무공백, 시간적, 육체적)을 줄이고자 하

였다.

우리 대학교는 6월 7일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과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는 경남지

역에 산재해 있는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선사 및 가야시대의 유물

을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예산을 지난 2009년에 확

보하고, 2010년 3월 현상설계를 공모해 2010년 6월 당선작을 선정((주)가와종합

건축사사무소)하고 2010년 12월 설계를 완료했다. 건물 연면적은 약 9200㎡, 지

상 5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지며, 190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완공할 예

정이다. 고문헌도서관에는 훈증소독실ㆍ족보자료실ㆍ향토자료실ㆍ고문헌전시실

이 들어서게 되고, 박물관에는 특별수장고ㆍ귀속유물수장고ㆍ상설전시실 등이 마련된다. 220㎡의 대학사 전시실도 갖출 예정이다. 

항공우주산학협력관은 우리 대학교 특성화 분야인 항공우주시스템공학 분야에서 산학협동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해 2010년 예산을 확보해 2011년 10월에 설계를 시작

하여((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년 8월에 설계를 완료했다. 건물 연면적은 약 9100㎡,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지며,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

월 완공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산학협력관은 항공우주 관련 학생 교육시설과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는 공장형 실험실을 갖추어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과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 기공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가져
우리 대학교는 지난 6월 5일 진주시 판문동 ‘진주시 

충혼탑’에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학무위원, 확대간

부위원, 학생 대표, 학생군사교육단 교육생 등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추념식은 도열, 방명록 기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지극한 효심에 문학성도 뛰어난 장편 한글  

  제문 발견”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2010년 청주한씨 병사공

파 문중에서 고문헌 도서관인 ‘문천각’에 영구 위탁

한 자료에서 한글 제문 2점을 비롯해 한글 편지 4점, 

혼수의 물목 등 귀중한 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들은 

산청 유학자 혜산 이상규 부인 김해 허씨 편지와 시집

간 딸의 제문으로 100여 년 전 경남 서부지역 사람들

의 삶과 언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한글 자료로서 

‘한글 제문의 백미’일 뿐만 아니라 효(孝)의 가치가 

날로 퇴색해 가는 요즘 시대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단기연수단 23명 내방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학교 단기연수단 23명이 우리 대학교를 내방했다. 우

리 대학교와 피츠버그주립대는 지난 1991년 상호 교

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수ㆍ학

생이 내방하고 있다. 단기 연수단은 한국학 특강, 캠

퍼스 투어, 산업체 견학, 각종 문화체험 행사, 역사 

탐방 등으로 방문 프로그램을 알차게 보냈다.

중국 시닝제4고등학교 교사ㆍ학생 19명 내방
중국 청해성 유일한 국제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시

닝제4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생 16명 등 모두 19명

이 지난 5월 28일 우리 대학교를 내방했다. 이들 방

문단은 영어전용생활관과 영어전용강의동, 학생생활

관과 공동실험실습관 등을 둘러보고 정우건 대외협력

본부장 주관 환영행사에 참석해 우리 대학교 홍보 동

영상을 시청하고 입학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 결과, 양 기관의 교류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했다. 

GNU봉사단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25일 50명의 학생으로 구성

된 GNU봉사단을 발족하고,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

리 보각마을 과수농가를 방문해 첫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GNU봉사단은 지난 2010년 처음 창단한 이

후 해마다 50여 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과 봉사의 대학문

화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우수 대학원생 63명 표창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29일  ‘제7회 젊은 개척연구자

의 날’ 행사를 열어 우수 대학원생 63명을 표창했다. 우

리 대학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드높이기 위해 해마

다 5월과 10월 1주일간 ‘젊은 개척연구자 주간’을 마련

하고 있으며,  3명의 대학원생이 총장상을, 4명의 대학

원생이 대학원장상을, 56명의 대학원생이 장려상을 각

각 수상했다.

공학봉사단,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공학봉사단이 지난 5월 24일에 개최된 ‘제5회 소외

된 90%를 위한 창의설계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국토

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공학봉

사단은 서울대, 한양대 학생들과 공동으로 ‘전통 온

돌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새로운 적정

기술 모델’을 개발하여, 2012ㆍ2013년 겨울방학 중

에 네팔 고산지대 콜콥 마을에 네팔형 온돌 시스템을 

보급한 바 있다. 

2013-GNU창업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우리 대학교가 학생들의 창의력 도출을 통해 창의적 

인재 발굴과 더불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2013-GNU창업융복합 아

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5월 29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시상식을 마련했다.

도서관, 제3회 독서후기 공모전 시상식 마련
도서관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학생

을 대상으로 제3회 독서후기 공모전을 열었다. 동양

고전 부문(정약용의 ‘목민심서’)에 136명이, 서양

고전 부문(키케로의 ‘자유론’)에 135명이 참가했으

며, 6월 4일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마련했

다.  김명순 도서관장은 “대학 내 독서문화 조성을 통

해 폭넓은 교양과 훌륭한 품성을 지닌 지성인을 양성

하여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대학으로 도

약하기 위해 해마다 독서후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

다”면서 “특히 인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동서양

의 인문고전을 읽게 함으로써 인성 함양에 크게 도움

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 초청특강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14일 사회대 첨단강의실에

서 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을 초청하여 ‘한국선

거의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우리나라 선거의 변화과정 등 선거발전 

방향을 듣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 우리나라 정치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

는 자리가 되었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대학문화의 현주소와 

과제’ 학술대회 
여성연구소는 지난 5월 30일 ‘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대학문화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명신 여성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대학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서 우리 대학교의 성차별 현황, 성평등 의식을 처음으

로 조사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한국남동발전 

혁신도시 산학협력 세미나 
한국남동발전(주)이 올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대학교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월 30일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올해부터 대학원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남동발

전은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10대 중점기술 연구

개발 및 테큐베이터(Techubator) 사업 협력과, 지

역인재의 고용 확대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적극 협

력하기로 하였다.

법과대학, 이창희 진주시장 초청특강 열어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지난 6월 3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을 초청하여 ‘법률과 조

례의 관계-진주의 미래(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이

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우리 대

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과학연구원 

‘자본주의 세계화와 문제들’ 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원은 6월 7일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

서 ‘자본주의 세계화와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국제학

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제1부의 주제는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위기와 계급’이었으며 제2부의 

주제는 ‘이민, 세계화 시대의 노동’이었다.

미술교육과 이갑열 교수, 

송혜수 미술상 수상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이갑열 교

수가 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9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갑열 교수는 상금 

500만 원과 전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수상 기념 전시회를 열 예

정이다.

한문학과 허권수 교수, 

스승의 날 국무총리 표창 
인문대학 한문학과 허권수 교수

가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

여 학생지도 및 교육발전에 헌

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허권수 교수는 재직 

기간 동안 학문연구와 학생 지도에 매진한 것은 물론 

우리 대학교 한문학과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남

명학연구소를 경남문화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성장시

키는 데 공헌하였다.

중어중문학과 권호종 교수, 

세계문학비교학회장 선출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권호종 

교수가 지난 5월 11일 경희대

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된 세

계문학비교학회 2013년 춘계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차기 세

계문학비교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오는 9월 1일부

터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갈 권호종 교수는 한국연

구재단 인문학단장으로 재직하며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남상용 교수, 

한국막학회 논문상 수상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

과 남상용 교수가  ‘한국막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논

문상을 수상하였다. 남상용 교

수는 2005년에 이 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한국막학

회가 논문상을 시상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로 두 번의 

논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국어교육과 한귀은 교수, 

‘모든 순간의 인문학’ 펴내
‘이토록 영화 같은 당신’(2010

년), ‘이별 리뷰(2011년)’ 등으

로 시ㆍ소설ㆍ영화ㆍ음악ㆍ드

라마 등을 통한 인문학적 사유

를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이미 

유명해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귀은 교수가 이번에

는 ‘모든 순간의 인문학’을 펴냈다.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양성평등 UCC공모전’ 대상  
인재개발원 이미경 연구원팀이 경상남도와 경남발전

연구원이 주관한 ‘양성평등 UCC 공모전’에서 대상

을 수상했다. 인재개발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

미경 연구원팀은 작품명 ‘18㎝’로, 남성 또는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으로만 여겼던 화장실 개수와 

버스계단높이 등의 생활사례들을 중심으로, 사용자



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행되고 있

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사회과학연구원의 사회과학연

구총서 37집 ‘세계화와 자본축

적 체제의 모순 : 마르크스주의

적 접근’이 ‘2013년도 대한민

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

정되었다.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 연구총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

총서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 

이론과 실제’가 ‘2013년도 대

학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대학원 이수정 씨, 

한국막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공과대학 나노신소재융합공학부 석사과정 이수정 씨

가 ‘한국막학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3~24일 연세

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수정 씨가 발

표한 논문은 ‘전기방사법을 사용한 키토산과 알긴산

의 섬유화에 관한 내용이다.   

철학과 최재문 학생,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
인문대학 철학과 최재문(4학

년) 학생이 전국 규모의 각종 

학술대회ㆍ공모전에서 잇따

라 수상을 해 화제가 되고 있

다. 최재문 학생은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2013년 신문논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

난달에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양학술세미나에 

참가해 역시 장려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제11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최우수

상(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가  맹  점 업     종 추가서비스  위     치 전화번호

경상대학교 
구내서점

서적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055-751-5228

귀족제화 구두,핸드백 결제금액의 5%할인 진주교육청  사거리 055-758-7222

남강워터피아 온천 월5%(전관 이용)할인 호탄동 신흥지구 내 055-75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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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055-742-5535

동방관광호텔 숙박,호텔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시외버스 주차장 옆 055-743-0131

로망스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할인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055-761-9959

루이까스텔 
진주대안점

골프, 
캐주얼웨어

결제금액의  10% 할인(상시 30% 할인) 대안동 차없는 거리 055-745-4999

미스터피자
경상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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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정문 앞 055-757-7440

백두대간 등산용품 10%추가할인 공설운동장 옆 055-742-5666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후문 앞 055-757-4152

슈페리어 의류(골프웨어) 결제금액의 5%할인(행사 시 제외)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055-745-0008

실 키 안 실크류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진주성 정문 앞 
(본성동 10-4)

055-747-9841

아시아레이크
사이드 호텔

호텔
객실(조식포함)20%, 레스토랑
(노블레스 & 신요코)10% 할인

진양호 호수변 055-746-3734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장비 결제금액의 5%할인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055-763-0088

엠비씨네 영화관 현금1,500원 할인+팝콘 무료 가좌동 MBC방송국 내 055-771-2510

유송석갈비 석갈비,추어탕 결제금액의 5%할인 가좌이주단지 055-754-7999

이노티안경원 안경 안경테 20%할인(행사시 추가 5%) 본점, MBC점, 평거점 055-742-7300

제일모직아울렛
의류
(여성,남성복)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055-745-6103

진주예삐꽃방 화환/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정문 앞 055-759-8993

청담화이트의원 미용,체형관리
결제금액의 10%할인
(피부미용,비만,두피10%추가 할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
301호 

055-755-4755

초록마을 유기농식품 2%적립(일반인 1%포함)
주약점(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055-762-6284

학교기업GAST 한우,햄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055-854-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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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055-751-6576

한우데이 한우,갈비탕 결제금액의 5%할인 호탄동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휠라 진주평거점 의류(스포츠웨어) 결제금액의 10%할인 신안동 국민은행 옆 055-741-4311

SHA Gamg 여성맞춤전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 추가10%)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앞 코너

055-742-7660

SK주유소 주유소 리터당 70원할인(50원포함)

SK진주주유소
(평거동 진주문고 옆)

055-746-6051

남척주유소
(주약동 세란병원 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
(상평동 한일병원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
(사천공항 부근)

055-853-4200

샘터농원
흑염소, 오리, 
셀프바베큐

결제금액의  10% 할인(주류제외) 내동면 정동마을 입구 055-756-1862

(2013. 6. 19. 현재)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우리 대학교는 대학 재학 시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GNU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선포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7. 25.(목) 오후 5시-8시               ▪ 장소 : 경상대학교 BNIT R&D센터 대회의실(만찬은 선포식 후 1층 로비)

▪문의 : 대외협력과 055-772-0262~65, fund@gnu.ac.kr

GNU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선포식

25년간(1987-2012) 6만 1000명의 학생이 받은 1200억 원의 장학헤택

이제는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화번호

가르텐비어 조덕미 일반음식(생맥주)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204~205호 경상대 정문앞 055-753-2432

갈치를벗삼아 손병철 갈치전문점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호탄동  진주톨게이트 옆 055-759-1225

갑을가든 이병률 한우, 한식 진주시 신안로 126번길 24-6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055-742-9292

고  궁 정승원 한정식 진주시 진주대로 832-12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055-753-8802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5-4829

다기야 김은영 치킨프랜차이즈 진주시 가좌안골길 6번길 7 경상대 정문앞 밀러타임 앞 055-757-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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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회초밥 하종관 일식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 평거동 뉴욕바다가재 옆 055-747-0067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박선정 자동차 종합수리 사천시 항공로 54 사천 항공단지 입구 055-852-2100

두미도횟집 정재훈 횟집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1 평거들말한보아파트 106동 부근 055-746-4770

두향 황미란 순두부 진주시 진주대로 530 가좌동  카페베네 2층 055-755-3100

모나미 인쇄 박영선 인쇄,복사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경상대 정문앞 055-759-8122

반천촌국수 노수진 국수, 김밥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8-9 가좌삼거리 SK경대앞주유소 뒤편 055-752-7906

보리고기 맥돈 김현정 돼지고기전문(고기 도,소매)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176 진주 산청간 원지 입구 055-974-2525

사과꽃향기 안정희 생화 진주시 평거동 4-4 평거동 평거볼링센터 옆 055-759-1190

삼현식당 박미자 멸치회전문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4 남해 미조 방파제 입구 055-867-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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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한타운 맞은편 055-75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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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과학 한진호 분석기자재, 시약 소모품 진주시 진양호로 153-1 하영무지개맨션 303호 평거동 하영무지개아파트 상가 055-746-1511

송원가든 민경오 오리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8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영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가좌길29번길 1 경상대 후문앞 055-757-4152

알파문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 진주대로 556 진주소아과 옆 055-754-6588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055-745-1100

어미정(魚味停) 김형록외1 생선구이 정식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18 구) 진주역 055-756-888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뒤편 055-743-5876

에이플러스 유학센터 남주현 유학알선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던킨도너츠4층 경상대 정문앞 던킨도너스 4층 055-755-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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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돈 어울림 박경이 한우, 쌈밥정식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 1길 사천 정동면 부경사우나 옆 055-855-1161

웰빙참오리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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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앞 055-762-9020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경상대 정문앞 055-759-8993

진주향토음식관 하연옥 하연옥 냉면, 육전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 이현동 웰가아파트 앞 055-741-0525

진품 우리집 박균태 오리고기전문 진주시 개양로 5번길 14 가좌동 개양지구대 뒤편 055-759-5292

참붕어탕 권점이 어탕, 찜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호탄동 신흥지구 055-753-8446

통발횟집 강정숙 자연산 회전문 진주시 평거동 774-6 평거동  AMPM마트 맞은편 055-74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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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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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보리밥 황미옥 보리밥, 생고기전문 진주시 평거로 160 신안동 서부우편취급국 건너편 055-748-3763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향원 정민승 한정식 진주시 모덕로 147번길 8-9 상대 현대아파트 옆 055-761-6688

華 (화) 김태현 일식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5-6 가좌동 서울설렁탕 옆 055-761-1737

e-어도참치 김정자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안골길6번길 15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앞 055-757-3737

(2013. 6. 20. 현재)
후 / 원 / 의 / 집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 해당    에 √ 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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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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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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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칠하는 곳]

정보동의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 영수증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구   분

동  문  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교직원  부서    기업체          기관          단체          기타

연 락 처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직장)
 

이메일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장 직장명                                부서                                   직위 

인 적 사 항

약 정 금 액

정액 기부 월 정액 기부

일금                        원  (₩                            ) 매월 [                         ]원씩 

일시납      년     월     일     

분할납      년     월 ~      년      월 (    )회 분납
       년     월 부터   자동이체

희망사용처

학교 위임   

글로벌인재육성

기관 및 용도 지정 (지원기관 : 대학, 학과, 연구소 등)  [                                       ]

○ 연구 및 학술(학술연구 활동 및 대학 학문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

○ 장학    ○ 기금교수  ○ 도서  ○ 시설  ○ 연구기자재  ○ 대학문화   

기 금 명 칭                                                                                                      (약정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금 약정 및 참여 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818-17-000951 (예금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10일      25일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교직원 급여공제

납부방법



    

ACTIVE GNU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GNU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키웁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관

꿈을 

가르치는

교사

당당한 

외교 사절

미래산업의 

선두주자

생명을 

존중하는

의학

내일을 

바꾸는 힘

미래 국가 경쟁력

해양

인간을 

생각하는

건축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