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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경상대학교는 10월 19일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교 69주

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경상대학교에 애정을 가지신 분, 대학 발전을 위하여 기

금을 출연하여 주시는 분들께 반갑고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은 내년 개교 70주년을 더욱 성대하고 뜻 깊

게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대학교는 개교기념식장에서 ‘개교 70주년 캐치프

레이즈와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하여 “위대한 개척의 길 70년, 원대한 세계의 꿈 천

년”으로 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위대한’과 ‘원대한’을 생략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엠블럼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했는데 70주년 캐치프레이즈와 경

상대학교의 상징이자 미래로 가는 관문인 교문을 형상화했습

니다.

둘째, 경상대학교는 해외에서 더 잘 알아주는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에서 2016, 2017년 2년 연속 국내 20위권에 선

정된 것과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가 8월에 발표한 ‘2017 세계 

대학 학술 순위’(ARWU)에서 401~500위권에 이름을 올린 12개 

국내 대학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경상대학교는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에 위

치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척의 역사를 계속 써나

가고 있습니다. 2016년 창원시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개

원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원시

를 비롯해 중부경남 도민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제4 캠퍼스인 ‘창원

산학캠퍼스’를 설립하여 경남 서부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되어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학문발전과 산학협력, 우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LINC+)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

원사업’,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교육

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경상대학교 제6대 발전후원회장으로 지역의 기업

가로서 많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경원여객(주) 강세민  

위대한 개척의 길 70년을 넘어,

원대한 세계의 꿈 천년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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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위촉했습니다. 발전후원회장은 발전후원회 

회비 모금, 발전기금 확충,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사

업 추진, 대학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새 발전후원회장님과 경상대학교 교직원이 혼연일

체가 되어 발전기금 확충에 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대학 총장으로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대학발전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

용함으로써 우리 경상대학교가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여러분의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교기념일을 즈음하여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굵직

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70주년 캐치프레이즈

에서 천명하였듯이 경상대학교는 지난 69년 동안 

‘위대한 개척의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원대한 세

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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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상경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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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의 교훈은 ‘개척’(開拓)이다. 개척은 도전 정신과 창조 정신의 집약이다. 

경상대학교 정문에 세워져 있는 ‘개척탑’에는 개척의 시가 새겨져 있다. ‘짧게 살고도 

오래 사는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이 개척자다.’로 시작하는 개척의 시는 ‘그대는 무엇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다. 경상대학교의 역사는 이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극복의 역사, 도전의 역사,
개척의 역사가 오롯이

 

우리 대학교의 69년 역사는 

‘극복(克服)의 역사’, ‘도전(挑戰)의 역사’, ‘개척(開拓)의 역사’로 말할 수 있다.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無에서 有를 창조한 그 위대한 발자취를 담아본다.

경상대학교 주요연혁

• 1948년 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개교 

• 195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 1968년 ‘국립’ 대학으로 설립 주체 변경 

•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80년 종합대학 ‘경상대학교’로 승격 

• 1983년 의과대학 및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인가 

• 1987년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 1995년 제 3캠퍼스 통영수산전문대학과 통합, 

                  해양과학대학 설치

• 2004년 산학협력단 설립 

• 2008년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변경운동 전개 

• 2016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 2017년 제 4캠퍼스 창원산학캠퍼스 설립 정식 인가(교육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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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의 역사

- 道名을 校名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쟁력으로 이겨내

우리 대학교는 교명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

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지

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

재를 배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도전의 역사

-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ㆍ신소재 분야 특성화 성공대학

대학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우리 대학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 특성화에 집중했

다.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ㆍ신소재 분야를 대학 특성화 3대 분야로 지정하

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주농과대학으로 출발한 전통에서 비롯한 

생명과학 분야,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연계한 항공기계 분야, 미래를 내다

보는 첨단 소재를 다루는 나노ㆍ신소재 분야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서서

히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에는 청와대 공식 보고문서에 대학특

성화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인 우수연구

센터(NRC), 두뇌한국(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국가핵심연구센터

(NCRC),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등에 

선정돼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우수한 학부ㆍ대학원 신입생을 유치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뚜렷하게 증명해 보였다. 

개척의 역사

- 창원경상대병원, 창원산학캠퍼스 설립 등으로 ‘개척’ 정신 실천

우리 대학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경상대학교 교수 두 명이 학교 실험실 기업으로부터 출발시킨 ㈜아미코젠(사장 신용

철)과 ㈜나노(사장 신동우)이 상장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과학영재교육원, 부울경 권역 

e-Learning 지원센터,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등을 설치하면서 경남대표 거점국립대

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갔다.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영어전용강의동’(English 

Only Zone) 프로그램을 비롯해, 개척인 해외탐방 프로그램(GPP), 해외 봉사활동 등

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대학 

내에 ‘고문헌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에 산재한 남명학 관련 문헌을 비롯해 지역의 선

비들이 남긴 귀중한 고문헌을 수집, 관리, 연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창원시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개원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전

국 최고 수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원시를 비롯해 중부경남 도민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상대학교의 69년
위대한 발자취

• 69주년 개교기념식 및 70주년 캐치프레이즈 선포식 

   ‛위대한 개척의 길 70년, 원대한 세계의 꿈 천년’ 캐치프레이즈 선정 

• 개교 69주년 기념 사진기록물 특별전시 

   <개척 69년을 기억하다> 

    대학의 과거와 현재, 변혁의 역사를 담은 사진 기록물 전시 

제 69주년 개교 기념 행사들 

라이덴 랭킹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발표

2년 연속 국내 국립대 중 1위 선정(2014~15년) 

세계대학평가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대학랭킹센터 

2년 연속 국내 15위, 
경남ㆍ부산ㆍ울산 지역 1위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톰슨로이터 발표 

2년 연속 국내 20위권 선정(2016~17년) 

국제논문 1000건 이상 발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지원금 5년간 200억 원 

스마트팜 연구센터,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지원사업 선정

10년간 160억 원 지원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31종 개발 목표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ERC) 지원사업 선정

지원금 7년간 20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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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도서관 건립

최근, 나날이 훼손돼 가는 경남지역 고문헌 등 각종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교 도서관의 소장 고문서 가운데 

146점이 최근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영남을 대표하는 조선의 대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남명 선생의 친필 1점을 기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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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고문헌 남명 조식 선생 친필 기증받아

- 영남이 자랑하는 조선의 대학자, 남명 조식 선생과 조우하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이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 조영기 씨로부터 기증 받

은 남명 선생 친필은 남명이 28세 때(1528년) 부친 조언형(曺彦亨: 

1469~1526)의 생애를 기록한 ‘선고 통훈대부 승문원 판교 부군 묘갈

명’(先考 通訓大夫 承文院 判校 府君 墓碣銘)이다. 군데군데 수정한 부분

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초고본이다. 

남명은 묘갈명에서 “부군은 임금을 섬겼으나 구차하게 세상에 아부하며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 나도 부친을 기만하거나 부친의 덕(德)에 부끄럽

지 않게 살겠다.”고 기록하였다.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던 부친

의 생애를 회고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조언형 묘갈은 합천군 삼

가면 하판리 산30번지에 세워져 있고, 유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되어 

있다.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 양대산맥이라 일컫는 남명은 저술보다 

실천을 중시한 학자인 관계로 남긴 저술도 적고, 전래되는 친필도 현재 

4~5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남명 선생 친필은 약 490년 된 

고문헌으로서, 남명이 부친을 위해 지은 초고본일 뿐만 아니라, 보존상

태도 우수하여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소장자는 남명 친필 기증처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 8월 고문헌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우수한 보존시설과 고문헌 관리시스템을 보

고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고 기증 경위를 밝혔다. 

이상경 총장은 “우리 대학교는 남명학 연구 중심 대학인데, 이번에 남명

의 귀중한 친필을 도서관에 최초로 소장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학교의 남명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고문헌도서관 소장 고문서 146점 문화재 지정 

- 경남지역의 역사·생활상 더욱 자세하게 연구할 계기를 마련하다 

우리 대학교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농포 정문부 문중 고문서 123점과 

창녕조씨 시랑공파 문중 고문서 23점 등 2건 146점이 지난 8월 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농포 정문부 문중 고문서’ 123점

(유형문화재 제615호)은 진주시 이반성면 농포 정문부(1564-1624) 

선생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종손 고 정규섭 씨가 2005년 우리 대학

교 도서관에 기증한 고문헌 중 일부다.

고문헌은 해주정씨 문중에서 18~19세기에 작성된 문중의 연속된 역사 

기록이다. 문서 중에는 무고로 감옥에 갇힌 부친을 위해 14세부터 6년 

동안 지극한 노력을 기울인 농포선생 8세손 정가인의 효행을 표창해 줄 

것을 지역 유지가 진주목사와 암행어사에게 건의하는 문서를 비롯해 길

이 2m가 넘는 재산 분재기, 정상열의 과거시험 답안지와 교지, 문중 호

구단자, 양자 승인문서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농포문중의 구

체적인 경제 및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창녕조씨 시랑공파 문중 고문서’ 23점(유형문화재 제616호)은 마산의 

조동열 씨가 기증한 고문헌 중 일부다. 1500년에 작성된 조숙기 교지와 

후손들의 재산분재기, 호구단자 등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어 창녕조씨 시

랑공파 문중 조숙기·조윤손 후손들의 가계 내력, 경제 상황, 사회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마호섭 도서관장은 “문중의 역사가 수록된 고문헌을 기증해 주신 분께 감

사드린다.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소장 고문헌의 가치를 공인받게 되었

다. 경남지역 여러 문중의 자료가 한곳에 모여 경남지역의 역사와 생활상

을 더욱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노력이 빚어낸 결실

-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 고문헌 전문도서관 건립 중 

- 국내 도서관 최초 남명 조식 선생 친필 소장 

- 유형문화재 14종 1960점, 문화재자료 10종 530점

- 24종 2490점 소장, 경남에서 해인사 다음으로 많아

- 올 8월 소장 고문서 146점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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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의 꿈과 열정, 에너지가 하나 된 축제 현장

올해 개척대동제의 주제는 ‘시월의 어느 정다운 날에’로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 창조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 취업까지 순조롭게 열어가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

았다.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척가요제, 초청공연, 초대 가수 ‘폴킴’, ‘매드 클라운’, 

‘여자친구’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한 개척 슈퍼리그, 개척 레이디선발대회, 개척언론문화제, 귀신의 집, 미스터 개척 선발대회 등 다

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축제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갔다. 

특히 야외공연장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우리 대학교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영산쇠머리대기 시범공연과 함께 학내 동아리들의 밴드, 록, 무용, 

마술 등 각종 공연이 행사 기간 내내 계속 이어져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가좌캠퍼스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교 69주년 기념 개척대동제를 

개최했다. 경상인들의 꿈과 열정으로 

채워진 그 뜨거웠던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자.

개교 69주년 기념 개척대동제
‛시월의 어느 정다운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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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인의 창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의 장 

LINC+ 사업단 개척인재양성센터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창의력 결과물인 캡스톤디자인과 GNU-창업 

융·복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물과 창의성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 대회는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창의력 관련 대회로 이번 

산학협력주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행사였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1학기 캡스톤디자인 수

행 과제물 중 우수 작품을 추천받아 진행하는 사회기여형 아이디어 기반 경진대회이며 ‘창업 경진대

회’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상품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의 자웅을 겨루는 대회이다. 두 대회는 

다른 시기에 별도로 개최하던 것을 올해부터 융·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시에 개최했다.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 지역 선도형 아이템으로 발전

시상식은 9월 21일 오후 5시 BNIT R&D센터 1층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열렸다.

GNU-창업 융·복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볶음 조리기구 자동화장치-볶음이’(A&폴라리스 팀, 

팀장 김종현)가 대상(총장상)을 차지하고, 우수상은 ‘말벌 접근 경고장치’(으뜸 팀, 팀장 정영식) 등  

2개 팀이 차지하였으며 장려상 3팀 등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Leading handwagon by non-contacting user  

interface’(기계공학전공, 팀장 문지영, 지도교수 김형범)가 대상(총장상)을 차지하고, ‘초석잠을 활용

한 6차 산업 및 중국수출전략’(국제통상학과, 팀장 박정의, 지도교수 박진숙) 등 2팀이 금상을 차지하

였으며, 이밖에 다수의 은상, 동상, 창의상 등 수상자가 가려졌다. 이번 대회를 진행한 개척인재양성센

터 서무룡 센터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캡스톤디자인 과제와 창업 융·복합 아이디어 경진

대회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작품제작 및 특허출원 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 선도형 아이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는 가좌캠퍼스 일원에서 

9월 21~22일 ‘2017 산학협력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LINC+ 사업단 개척인재양성센터

(센터장 서무룡 화학과 교수)가 주관한 

‘2017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GNU-창업 융·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가 가려졌다.

GNU-창업 융・복합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이디어 모아 상생축제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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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재발견

2017학년도 1학기 ‘개척강의상’ 시상 

우리 대학교는 8월 29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개척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7학년도 1학기 개척강의상 수상자는 인문사회계열 권기훈(법학과) 교수, 이공(예체능)계열 김형범(기

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정정성(농업식물과학과) 교수, 의학계열 김곤섭(수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이상

경 총장은 보직교수 및 소속 학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개척강의상은 탁월한 교수능력으로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

어 모범이 되는 교수 4명에게 학기별로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학생

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분야성과급 산출 총점을 합산하여 계열별로 최고득점 교원에게 개척

강의상을 시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요소(1000점 만점)는 담당시수 160점, 수강인원 230점, 강의평가 61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경 총장은 “평소 열정과 소신으로 강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우리 대학교가 날로 발전하

고 있다.”면서 “개척강의상은 대학이 주는 상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주는 상이기도 하여 더욱 뜻 깊다.”며 축

하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8월 29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개척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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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재발견

치매 연구 김명옥 교수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 수상

평생 동안 치매에 대한 연구와 예방제·치료제 개발에 매진해 온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명

옥 교수는 9월 22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13회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는 연구의욕 고취와 도민들의 과학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도내 과학 기술인을 선발, 자연·생명과학분야와 공학 분야에 각 1명씩 과학기술대상을 

시상해 왔다.

자연·생명과학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김명옥 교수는 세계 최초로 치매(알츠하이머) 치료 Novel 천연단백물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해 바이오 분야 최상위 치매 치료제 단일기술로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김명옥 교수는 최근 5년간 관련 논문을 90여 편 발표하는 등 25명의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구원으로 구성된 

실험실에서 후학 양성과 경남지역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8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포함, 기술이

전 가능한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김명옥 교수는 “우리 대학교 치매제어기술개발융합연구단이 세계 최초로 치매치료제를 개발한다면 10조 원 

대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의

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결과

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명옥 교수는 9월 22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13회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했다.

11GNU MAGAZINE
2017  VOL. 312



이슈의 재발견

도서관-한국폴리텍대학·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과 
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마호섭)은 9월 6일 도서관에서 도서관 환경·에너지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FRIC)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메카트로닉스학과 간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교류협정

으로 양 기관은 항공·에너지 분야 외국학술지에 대한 맞춤형 자료 제공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본격적으

로 나선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항공·에너지 분야 외국학술자료 무료 제공, 도서관 시설물 이용, 자료 출

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등을 위해 서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마호섭 도서관장은 “이번 양 대학 간 교류협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의 환경·에너지 분야 연구

자들이 지역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박문수 학장은 “진주지역에 폴리텍대학 관련 분야 외국학술지 무료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연구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며, 이번 교류협정을 계기로 경상대학교 도서관의 자료 및 시

설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양 기관이 윈윈하면서 대학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또한 8월 31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과 환경·에너지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의 업

무와 관련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김제홍 원장은 “연구원 인근 대학에 외국학술

자료 지원센터가 개소되어 관련 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장의 적극적인 역할로 

지식의 보고인 경상대 도서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9월 6일 도서관 회의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왼쪽 세번째 마호섭 도서관장, 네번째 박태수 항공메카트로닉스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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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재발견

우리 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

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리 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6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학생회관·식당 등 학내 주요 시설에 LH의 주거

복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담부스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LH 주거복지 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 및 배

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LH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대학

생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상담과 홍보를 시행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LH의 주

거복지 사업에 대한 특강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LH는 관할 구역 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우리 대학교 신입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

록 해 원거리에서 통학해야 하는 우리 대학교 신입생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대학교 대외협력본부 관계자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LH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에 미래 지역 발전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안정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다

우리 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6일 대학본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 하영배 LH 경남지역본부장, 오른쪽 김대군 입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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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한경호 동문(농학과 81학번)이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경남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했다.

30여년 간 공직생활 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과 사명감으로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철학으로 

도정을 소신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만나 최근 근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소통과 협치 시대를 열다

한
경
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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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을 통한 

‘열린도정, 참여도정’ 실천에 앞장서 

새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철학을 도정에 접목해 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은 취임 후 소통과 혁신을 통한 ‘열린도정, 참여도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제가 열린도정, 참여도정을 주장하는 데는 3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과 협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와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도가 생활자치, 참여자치를 현장에서 접목하는 선진사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정책

을 만드는 업무 외에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한 행정, 도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전 분야별로 소

통, 협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대화, 확대간부회의 공개 등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리더십과 다각적인 소통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의 주요 현안에

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주요 현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공약 8개, 국정과제 

1개에 포함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계산업의 ICT 융복합화, 남

부내륙철도건설, 항노화산업 연계사업, 혁신도시 시즌 2,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남해안 해양관광 육성, 동

남권 의생명단지 특화 등 8개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힘 쏟아 

한경호 권한대행은 현안사업으로 도민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기반 조성 이외에도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일자리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주요 이슈입니다. 경남도는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사업 육성,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

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들을  

잘 아울러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다각적인 전략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일자리 10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전

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등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1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

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취업 공감콘서트 잡(JOB)담(談)’, 서부권 채용박람회,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START UP Acceleration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컨설팅, 경진대회, 

창업투자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앞으로 목표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토대로 해서 진심으로 도민들

에게 다가서고 성심껏 도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그 답이 소통과 협치고, 열린 행정, 열린 도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지방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자질과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경남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훈 

‘개척정신’처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해야지, 

어떻게 할지 망설여지고 

고민된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어제의 나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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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제 6대 대학발전후원회장에 위촉된 경원여객 강세민 회장.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학박물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대학교 박물관 신축 개관(내년 초 예정) 등 대학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더 큰 시각과 사고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갖가지 활동을 펼쳐갈 강세민 회장을 만나 내일의 비전을 들어본다.

강
세
민

경원여객(주) 회장

대학원 사학과 동문

 제 6대 대학발전후원회 회장 
대학역량을 바탕으로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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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7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 6대 발전후원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경상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서 오랫동안 대학 박물관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상대

학교와 인연을 이어오며 경상대학교를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역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대학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경상대학교 동문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 발전후원회장으로서 대학이 가진 역량과 저의 헌신으로 

어제와 다른 경상대, 올해와 다른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명이 어떻게 되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얻은 수익을 그 사회에 돌려주는 일은 당연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봉사는 자기희생에서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법사랑위원회에 몸담

으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죠. 

범죄를 예방하는 것. 참 보람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 그지없습니

다. 앞으로도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진주시민, 그리고 경상대학교를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경상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굳혔을 

뿐만 아니라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

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발전후원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

가 무겁습니다. 발전후원회는 경상대학교 동문, 교직원,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이상경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이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면 대학 발전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모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시절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

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변

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면,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하고 타인을 먼

저 생각하는 마음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얻은 수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세민 회장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진주 법사랑위원회 위원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조정위원회 회장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진주 법사랑위원회 고문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2011년 3월 제38회 상공의 

날에는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정기한 전 대외협력본부장, 강세민 회장, 이동근 현 대외협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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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지만 힘 있는 데생, 

충분한 연습으로 다듬어진 그림체 인정받아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대상 수상

세상만사를 녹여낸 만화로
세상을 위로하다

우리 대학교 문화융복합학과 석사과정 

정상훈 작가가 제7회 일요신문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고, 한국만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신진 만화가 대열에 한발 내딛고 있는 

정상훈 씨를 만나 수상 소감과 작품세계를 

들어보았다.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올해로 7회를 맞는 일요신문 만화공모전은 순수 아마추어 

작가는 물론 기성 작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오픈대회’로 

국내 만화공모전 중에서 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공모전의 

주제는 정치·기업극화 등 성인남성들이 즐겨볼 만한 콘텐

츠부터 만평을 제외한 모든 형식과 장르로 응모 가능하다.

문화융복합학과 석사과정정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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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 <보일러>,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정치 드라마의 탄생

정상훈 씨의 수상작 <보일러>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정치드라마 장르이다. 유력한 정계·재계 인사

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비선 세력,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친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들

의 우정을 하드보일드하게 그린 작품이다. <보일러>에서 그림을 담당한 정상훈 작가는 올해 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다.  

학교와 교수님의 배려와 가르침이 일궈낸 성과 

2017년 3월, 우리 대학교 문화융복합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정상훈 씨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 대

학원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입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입학 당시 만화 전공자가 혼자여서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과 호흡하며 

보다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다. “만화가의 꿈을 안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작업실이 마땅

치 않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작업실과 작업 여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융복합

학과와 마감 기간 내내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웹툰의 OSMU(One-Source 

Multi-Use)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조언과 함께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화와 웹툰이 콘텐츠를 대표하는 시대가 오길 

“올해를 시작하면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웹툰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면 만화 형식에 익숙했던 그에게 웹툰 방식의 작품 제작

은 컷을 배분하고 콘티를 짜는 것부터 벽에 부딪치기 일쑤였다. 

그런 그에게 큰 도움이 돼 준 것은 교수들의 조언이었다. 

“학부시절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콘티를 자연스럽게 짜는 법’, ‘천재를 이기는 법’, ‘만화가의 마음

가짐’ 등이 힘이 됐어요”

이른바 ‘만화방 세대’인 그가 바라는 것은 “저 역시 이현세, 허영만, 장태산, 이재학 등 많은 선생

님들의 작품을 보고 자랐습니다. 옛날 그 시절처럼 만화가 문화 콘텐츠의 변방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대표하는 시대가 다시 오길 바라며, 그 시대의 언저리에서 <보일러>도 일조했으면 좋겠

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프로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달콤한 열매를 바라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바란다면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상훈 작가의 노하우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대상작 <보일러>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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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GNU 하계 해외봉사기
세상 밖 이야기

GNU MAN

한국에 가거든 

내가 잘 있다고 

전해 주소…
글  조민주 러시아학과

설렘 반 기대 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

2017년 6월 21일 드디어 해외봉사라는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해외봉사를 마치고 난 2주 

뒤에 변해 있을 나의 모습, 성숙해져 있을 나의 모습

을 기대하면서 출국길에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에 도

착 후, “경상대학교 학생대표로 해외봉사를 왔고 두렵

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잘해내서 뿌듯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 해외봉사 단원

들은 아리랑 요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

보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처

음 만났다. 짧은 만남 후 우리는 요양원 2층 대강당에

서 봉사활동 발대식을 했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과의 첫 수업!

드디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수업하는 날이다. 한국

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예상하던 것과 달리, 많은 아

이들이 모였다. 우리의 수업은 한국의 투호놀이와 비

슷한 바구니에 모래주머니 넣기였다. 우리 대학교가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8년째라서 그런지 아이들

도 한국어를 대충 이해하고 우리의 지도를 잘 따라주

었다. 통역사가 바쁠 때에는 나의 전공 러시아어로 아

이들과 소통하기도 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

들이 대부분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마

을에는 놀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부모들이 모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존재이자 사랑을 주는 존재였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수업하는 날이다. 한국

 달리, 많은 아

이들이 모였다. 우리의 수업은 한국의 투호놀이와 비

학교가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8년째라서 그런지 아이들

도 한국어를 대충 이해하고 우리의 지도를 잘 따라주

었다. 통역사가 바쁠 때에는 나의 전공 러시아어로 아

이들과 소통하기도 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

들이 대부분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마

모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6월 

21일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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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요양원에서 마지막 날!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는 2주가 참 길게 느껴졌는데 오늘, 벌써 봉사활

동 마지막 날인 그 순간이 왔다. 우리 ‘한국문화’ 팀은 해단식 때 사물놀이 공연

을 하기로 했다.

팀원들과 나는 아침 일찍 요양원에 도착하여 복색을 갖춰 입고 공연 연습을 하

였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떨려서 그런지 계속 실수하였고 어제 마지막 인사를 

하였던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마지막

에 좋은 모습을 남기고 가고 싶어서 나는 우리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했다. 

드디어 해단식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해단식을 끝내고 공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나는 여기서 주는 선물들 다 필요 없

어요. 그냥 선생님들과 더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우

리 팀원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많은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

라는 생각에 좋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우리는 요양원 어르신들,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단

체 사진을 찍었다. 이것을 끝으로, 나의 꿈만 같았던 2주간의 봉사활동이 막을 

내렸다.

해외봉사로 얻은 값진 선물들

해외봉사라는 것이 나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사람을 어떻게 사귀는지 몰랐던 

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자립심을 키

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내가 경상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봉사라고 생각하니 섭섭하지만, 나의 여름방학 첫 시작을 하계 해외봉사 활동

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해외봉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단원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중 나의 

팀 ‘한국문화’에게 한마디하고 싶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고 함께 있어 줘서 정말 고마워. 

좋은 언니, 오빠, 동생을 얻어 가는 거 같아서 든든하다! 사랑해!!” 

6월 

29일

6월 

30일

해외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다.

눈물샘이 터져버린 날!

오늘 나는 수업에서 제외되었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같이 놀아드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날 요양원 어르신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요양원 분위기가 무거웠다. 일정 중 하

나인 식당에서 어르신과의 만남이 취소되었다. 그 대신 나

는 내일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였다. 

이후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과일과 잡채를 드실 때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안마를 해드렸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

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보고 “밥은 먹었니? 몇 살이니? 어

디에서 왔니?” 등등 많은 질문을 하셨다. 나 역시 나의 친할

머니가 생각나 옆에 쪼그려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 “나도 한국이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곧 한국에 돌아가거든 내가 잘 있다고 전해 주

소……”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졌

다. 나는 할머니를 안아드렸다. 그리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

지 못하였다. 할머니가 흐르는 내 눈물을 닦아 주셨다. 마음

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고 마지막에 

손으로 큰 하트를 만들어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나는 뒤돌아

서 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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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18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7.57 대 1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11개 전

형 2291명 모집에 1만 7349명이 지원하여 평균 7.57 

대 1로 지난해보다 0.74포인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

다. 이는 경남지역 4년제 10개 일반대학 가운데 1위

에 해당하는 높은 경쟁률이다. 

주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성

적우수자전형은 9.05 대 1,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적인

재전형은 6.29 대 1을 기록했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자는 12월 15일 발표된다. 

외국인 유학생 136명 입학

2017학년도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136명이 입학했

다. 학부생은 자비유학생 30명, 교환학생 24명, 복수

학사학위제생 3명, GKS우수교환생 4명 등 모두 61명

이고, 대학원생은 교환학생 2명, 석사과정 42명, 박사

과정 21명, 석박사통합과정 2명, GKS정부초청 장학

생 8명 등 모두 75명이다. 

2017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주간 기념식

우리 대학교는 9월 21일 가좌캠퍼스 BNIT R&D센터

에서 ‘2017 산학협력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

식은 경과보고, 산학협력 유공자 및 우수기업 표상, 환

영사, 내빈 축사, 대학 산학협력 성과 소개, 경상대 산

학협력 중장기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7년 Smart GNU 취업ㆍ진로 특별주간

우리 대학교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을 

‘2017년 하반기 진로·취업지도 특별주간’으로 설정

하여 ‘Do 드려라~ Job힐 것이다! SMART GNU’라는 

주제로 잡 톡(Job Talk) 콘서트, 채용설명회, 특강과 

컨설팅, 취업 동아리 회원 모집, 1기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발대식, UCC 공모대회 등 각종 이벤트 등  

6개 영역 23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조선해양 분야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우리 대학교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영캠퍼

스에서 경남지역 9개 중학교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

로 ‘경남지역 맞춤형 진로체험’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인 

‘2017 GNU 조선해양 분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남지역 대표 조선해

양기업 방문을 통한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모

형 선박제작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에너지기초인력양성사업단  
4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우리 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기초인력양성사업

단(단장 최재석)은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기술평

가원으로부터 ‘4차년도 계속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연 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

아 학생 장학금, 인턴십 비용 등을 제공한다. 사업단

은 해마다 24명 이상 SMART²트랙을 이수하게 하고 

이 중 80% 이상을 에너지 관련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 우리 지역 호국영웅 현충시설 탐방

우리 대학교는 8월 18일 통영시 일원에서 학생자치기

구 간부 학생, 학군단 사관후보생, 교직원 등 7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 광복 72주년 기념 ‘2017 우리 지역 

호국영웅 현충시설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는 이순신공원에 위치한 통영해상 순직 장병 위령비를 

참배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2017년 교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우리 대학교는 8월 30일 ‘2017년 교직원 청렴실천 결

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학 내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

착시키고, 교직원의 반부패ㆍ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

해 마련된 결의대회는 교직원 대표가 반부패ㆍ청렴을 

결의하는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참가자 전원 청탁방

지담당관(총무과장) 주재로 “부패 Zero, 청렴 GNU”

라는 청렴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기관협력

경상대-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인재육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MOU체결

우리 대학교는 9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

부(본부장 문병삼)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대학에서 실시하

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 참여, K-Bono Academy 프로그

램 실시·운영·상호 협력 및 지원, 학생-직원 간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한 노하우 공유,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활동 공동 참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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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2017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추석행사

우리 대학교는 9월 28일 예절교육관에서 ‘2017년 외

국인 유학생을 위한 추석행사’를 개최했다. 추석명절

을 맞이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

험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

된 이날 행사는 참가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한복 입

어보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윷놀이, 투호, 제기차

기), 전통음식 맛보기 등 재미있고 뜻 깊은 다양한 이

벤트로 진행됐다.

국어문화원, 외국인 말하기 대회

우리 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은 9월 27일 오

후 남명학관에서 경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우

리말 실력을 겨루는 ‘제9회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

를 개최했다. 말하기 대회의 주제는 일반부 ‘나의 가

족’이고 학생부는 ‘나의 꿈’이었다.

2017학년도 음악교육과 졸업연주회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제33회 졸업연

주회를 9월 25일부터 9월28일까지 4일간 예술관 콘

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음악교육과 학생들에게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

인 이번 졸업연주회는 피아노 21명, 관현악 3명, 성악 

4명, 작곡 3명 등 모두 31명의 예비 졸업생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였다.

학술행사

안전한 주류산업 발전 방향 워크숍

우리 대학교 영남권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센터장 

류충호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는 9월 12일 ‘안전한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7년 워

크숍을 개최했다. 영남지역 33개 주류 제조회사 관계

자와 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

숍은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및 안전 수준 향

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와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과학 및 응용에 관한 국제워크숍

우리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소장 이준화 화학과 교수)

와 수학교육과(학과장 윤대원 교수)는 9월 4일 ‘자연과

학 및 응용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대학교와 태국 라자망갈라 공과대학 학

자들이 모여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제공

하고, 나아가 공동연구의 계기를 마련했다.

교직원 및 동문 동정

인사

◇ 학장  경영대학장 박상규(회계학과)

좌용주 교수, 한국지구과학회 학회장 선출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과

학과 좌용주 교수는 9월 21일 전

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지

구과학 교육 관련 최대 학회인 한

국지구과학회 제53회 정기총회에

서 제2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교수 정년퇴임 및 훈포장 전수식

우리 대학교는 8월 31일 오전 대학본부 개척홀에서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는 교수에 대한 ‘정년퇴임 

및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 교

수 18명과 가족을 비롯해 이상경 총장과 대학(원)장 

등 90여 명이 참석해 훈포장 전수,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축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곤섭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우리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과 김곤섭 교수는 세계 3대 인명

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의 항암 

연구기전 및 IgY의 동물 질병예방

에 대한 연구 경력을 높이 평가받

아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형유 교수, 해외저명학술지 논문 발표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장

형유 교수는 『인포매이션 디벨롭

먼트』(Information Development) 

인터넷 판에 ‘전자의료정보시스템

의 사용에 관한 태도 형성과정에

서 자기 이미지의 조절효과’에 관

한 논문을 게재했다.

김영석 교수, 『한국의 교육』 발간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

육과 김영석 교수는 한국 교육이 내

포한 모순의 근원을 분석하고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한국의 교육-모순의 근원과 대안』

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이 

내포한 모순의 근원을 분석하고, 나

아가 근대 한국 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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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집
지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가좌

구팡돌 할매보쌈 부대찌개 761-0980 보쌈, 부대찌개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5

돼지랑순대랑 762-0022 돼지국밥 진주시 가좌안골길 24번길 10

모나미 인쇄 759-8122 인쇄,복사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바르원돈까스 758-8811 돈까스 전문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12-4

반천촌국수 752-7906 국수, 김밥 진주시 진주대로 568번길 6

석류정 753-8088 횟집 진주시 진주대로671번길 13

수수꽃다리화원 757-4152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가좌길 69

아트인 기획 762-0122 광고 디자인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19-4

알파문구 754-6588 문구, 교구 진주시 진주대로 556

이노티안경 경상대점 759-6900 안경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48

전복해장국 763-6565 전복해물찜 진주시 개양로 6번길 30

진남정 762-9020 국밥, 한우 진주대로51번길 6

진주예삐꽃방 759-8993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한빛정보시스템 759-7222 컴퓨터, 사무기기 진주시 호탄길 22번길 16-2

불돈생돈(퇘장군) 752-7722 한식 진주시 진주대로 506-1

고봉민 김밥인 762-0506 분식 진주시 진주대로 502

호탄

EDIYA COFFEE 진주호탄점 761-1654 커피전문점 진주시 강변로 5번길 1층

갈치를벗삼아 759-1225 갈치전문점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꽃마름 진주가호점 759-0204 한식 진주시 강변길10번길 6

다인식당 762-9887 한식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3

동궁 763-1988 중화요리 진주시 호탄길 18

세이브컴퓨터 761-9783 컴퓨터기기 진주시 동부로 58번길

참붕어어탕 753-8446 어탕, 찜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해송 761-5578 한식 진주시 호탄길13번길 10

강변맛집 752-7510 한식 진주시 강변길 26

도동

가야숯불가든 759-1888 돼지갈비, 삼겹살 진주시 대신로116번길 7

대도가구 756-4500 사무용가구 등 진주시 돗골로 25번길 6

서린디자인 756-5151 인쇄,출판,산업디자인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1

송화한정식 753-4443 한정식 진주시 도동천로 82

영엔터프라이즈 755-5925 컴퓨터기기 진주시 돗골로 19 2층

남강기획 746-2244 현수막,인쇄,기념품 등 진주시 모덕로 21

중국성 762-0068 중화요리 진주시 초전북로 52번길 19-8

칠암 및 
주약

금산횟집 756-0507 자연산 회, 물회전문 진주시 천수로 112번길 1

오피스디포 진주점 763-7979 사무용품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일산오골계(구 참고을한정식) 753-8802 한정식 진주시 진주대로832-12

가마솥옛날통닭 757-8680 통닭 진주시 진주대로816번길 6

회초랑 753-8858 일식 진주시 강남로 163-1

남해바다횟집 755-5945 일식 진주시 진주대로866번길 6

진주시내 
및 이현

기은꽃화원 745-4829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어원초밥 743-5876 초밥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이노티안경 동성점 742-7300 안경 진주시 진주대로 1037 윤양빌딩

오동나무집 741-2387 한정식 진주시 비봉로62번길 11-1

종합상사 교학사 746-7477 문구, 잡화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지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진주시내 
및 이현

참진주로컬푸드 742-5507 떡제조 가공 유통 진주시 촉석로 203

종합광고 판촉마트 743-0121 행사기념품 전문점, 종합식품센터 진주시 장대로 43

동경회초밥 747-0067 일식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

사과꽃향기 759-1190 생화 진주시 진양호로 259번길

산해들 한정식 742-2000 한식 진주시 새들말로22번길 9-3 

세종과학 746-1510 분석기자재, 시약 소모품 진주시 진양호로 153-1 하영무지개맨션 303호

세종횟집 746-8901 생선회 진주시 평거로 18번길9-12

야래향 745-1100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우연 742-2966 한우 진주시 평거로9번길 10

이노티안경10호 광장점 748-0050 안경 진주시 순환로 541

1004 화로구이 747-6684 한식, 소고기, 돼지고기 진주시 평거동 진양호로125번길13

청담 Flower 746-0577 화환, 관엽식물, 꽃바구니 진주시 신평공원길57번길17

통발횟집 745-1004 자연산 회전문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3-6

하연옥(진주향토음식관) 741-0525 냉면, 육전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

한성갈비촌 747-7002 한우 진주시 신평공원길47번길 8-2

한솔보리밥 748-3763 보리밥, 생고기전문 진주시 평거로 160

코코샤브 747-0053 한식 진주시 새평거로 30 상가 201호

내동, 
정촌

김영희 강남아구찜 763-1414 동태찜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5-1

명성숯불갈비 754-8993 한우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122번길 9-17

삼양곰탕 754-8765 곰탕, 추어탕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

송원가든 759-5756 오리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4

청화원 762-8825 한우전문점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15

토속촌 754-9070 김치찌개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13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756-1952 한우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화원삼계탕 754-6583 삼계탕 진주시 대축길 237번길 7-13

이팝나무 758-7601 한식카페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54번길27

금화청국장 756-1400 한식, 청국장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90

화개마을 762-3052 오리야채불고기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10

진양호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743-0005 오골계 전문 진주시 진주대로 832-12

㈜호원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746-3734 호텔·레스토랑 진주시 남강로1번길 133

사천

늘품한우 853-9966 한우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2024

진주회수산 832-7828 각종 생선회 사천시 어시장길 64 용궁수산시장 180번 

풍운정 852-5300 한식 사천시 축동면 길평1길 6

앞들식당 852-3967 한식 사천시 옥산로 75

앞들식당 2호점 832-3656 한식 사천시 미룡길 13

문산
성심농원식당 761-5283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18

어사랑생선구이 753-0777 생선구이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949-3

혁신도시
진수타 손짜장 755-8535 중화요리 진주시 사들로 156번길 29

진국본가(진주혁신점) 759-6600 한식 진주시 범골로 54번길 19 명문빌딩 1층

통영 및 
거제

마라도횟집 644-2590 생선회 통영시 미수해안로 120

미송한정식 644-0357 한정식 통영시 통충1길 11

㈜동백관광 641-2000 운수업, 서비스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216

해원횟집 648-2580 생선회 통영시 미수해안로 125-5 마이웨이 201

신가네국밥 643-9983 국밥 통영시 도남로 175-12

2017. 10. 31. 현재

후원의 집

구수하고 진한 정을 고다 ‘삼양곰탕’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아주 오래 된 식당인 삼양곰탕. 삼양곰탕이 사랑받는 이유는 진하고 구수한 국물에 존득한 고기 육질의 

조화로운 맛이다. 개운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진한 맛을 내는 삼양곰탕 한 그릇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

지 않는다. 곰탕 못지않게 인기 메뉴는 소고기 수육.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하고 씹는 순간 녹아내리고 넘길 때 스르르 없어지

는 느낌이 난다. 함께 따라 나오는 가짓수 많은 밑반찬이 일일이 감동을 선사한다. 이 집의 손맛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아

삭하고 짭짤하고 고소한 겉절이다. 담백한 추어탕에 밥 한공기면 배는 뒤집어질 듯 부르고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    055-754-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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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재)경상대학교발전기금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자료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동법 제23조, 제24조,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기금 약정 및 참여방법

납부방법

성명[회사(단체)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무통장 입금       농협 818-17-000951    경남 523-07-0133567    국민 969801-01-309628 (예금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구 분
� 동   문                                             대학                                          학부(과)

� 교직원            � 기업체            � 기 관            � 단 체            � 학부모            � 기 타

연 락 처

우편물 수령 주소 ( � 자택 / � 직장 )                                                                     이메일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약정금액

일금                                                             원 (₩                                                      )

� 일시납

� 분할납                        년           월 ~                  년          월 (           ) 회 분납

희망사용처

� 학교 위임           � 지정기관(대학, 학과, 연구소 등) [                                                                                          ]

용     도
� 연구 및 학술(학술연구 활동 및 대학 학문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

� 장학       � 기금교수       � 도서       � 시설       � 연구기자재       � 대학문화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   의
� 미동의

1.수집대상 항목 : 성명, 회사명, 단체명, 생년월일, 학적정보(대학, 학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약정내역

2.수집목적 : CMS 출금이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 관리업무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 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   의
� 미동의

1.수집대상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2.수집목적 : 기부자 관리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CMS 출금이체를 위한 본인 인증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 동의
� 동   의
� 미동의

1.제공대상 항목 :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2.제공목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3.제공받는 자 : 국세청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5.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기부자(명칭/성명)                                                 (인)

※ 해당란에 √ 표시 후 작성

Tel. (055)772-0263~4    Fax. (055)772-0269    e-mail: fund@gnu.ac.kr



1백만 원 이상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 금액 

강명곤 한강동물의료원 원장  1,000,000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
 1,000,000 

김동경 동문  3,000,000 

김동환 통영오션푸드(주) 대표  1,000,000 

김민철 (주)알디케이 대표  1,000,000 

김상호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1,400,000 

김선근 세형수산 대표  1,000,000 

김인자 태인정밀 대표  3,630,000 

농협은행(주)경상대지점 농협은행(주)경상대지점  1,000,000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재단  5,278,000 

박정열이비인후과의원 박정열이비인후과의원  2,000,000 

박중협 우포의아침(주) 대표  1,000,000 

백욱렬장학회 백욱렬장학회  1,800,000 

서경희 동문  1,000,000 

심수옥 씨아이씨라이프(주) 대표  1,000,000 

아산재단 아산재단  7,542,000 

안병곤 사범대학 교수  5,000,000 

안현수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
 1,000,000 

양은옥 동문  1,000,000 

이상경 총장  2,0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 금액 

이상석 (주)부림아그로텍 대표  1,000,000 

이영락 동문  1,000,000 

이재용 대풍농기 대표  3,533,200 

이진석 (주)선일과학 대표  5,000,000 

이현종 마루전자 주식회사 대표  1,000,000 

임순자 삼성분말야금(주) 대표  1,000,000 

임형문 대경세라믹스 대표  1,000,000 

장진한 마이크로엔지니어링 대표  1,000,000 

(재)미래의동반자재단 (재)미래의동반자재단  1,633,000 

(재)복음장학회 (재)복음장학회  1,200,000 

(재)본솔김종한 (재)본솔김종한  2,012,000 

(재)산학협동재단 (재)산학협동재단  2,000,000 

(재)소암장학재단 (재)소암장학재단  5,000,000 

(재)오뚜기재단 (재)오뚜기재단  4,024,000 

(재)유정장학회 (재)유정장학회  6,342,000 

(재)인우장학재단 (재)인우장학재단  1,633,000 

(재)일산장학재단 (재)일산장학재단  2,500,000 

(재)하림장학재단 (재)하림장학재단  2,000,000 

정몽구재단 정몽구재단  3,463,000 

정산장학재단 정산장학재단  2,165,000 

정성환 (주)프로솔 대표  1,000,000 

정연석 (주)퓨어멤 대표  1,000,000 

후배들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등록금 걱정으로 젊음의 큰 꿈은 뒤로한 채 도서관 대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달픈 대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이제는 선배들께서 그들의 청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실 때입니다. 적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경상인들은 비로소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개척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견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1천만 원 이상 출연자 성명 가나다순(2017. 08. 01.~2017. 09. 3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 금액 

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21,393,000 

(재)신라문화장학재단 (재)신라문화장학재단  14,696,000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15,413,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 금액 

정영화 (주)대호테크 대표  5,000,000 

정재준 제이앤드 대표  1,000,000 

정현숙 동문  1,000,000 

조비경농장학재단 조비경농장학재단  4,024,000 

조정현 엠티디아이(주) 대표  1,000,000 

진주시약사회 진주시약사회  1,000,000 

최병국 경영대학 교수  2,300,000 

최하빈 동문  1,000,000 

최홍록 (주)제이씨엔팜 대표  1,000,000 

통영현대교회 통영현대교회  1,000,000 

하계백 남강제지(주) 대표  1,000,000 

하이트진로(주) 하이트진로(주)  1,200,000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  1,000,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00,00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500,00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2,665,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915,000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1,000,000 

함양소방서 함양소방서  1,006,220 

황인성 (주)한성티앤아이 대표  3,000,000 

KT&G 경남본부 KT&G 경남본부  3,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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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원 이하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강경민 독지가  50,000 

강금이 마라도횟집 대표  100,000 

강동호 강동호회계사무소 대표  200,000 

강묘영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100,000 

강미숙 앞들식당 2호점 대표  100,000 

강미영 국제어학원  20,000 

강민연 교무처 학사지원과  20,000 

강석정 신문방송사  20,000 

강윤창 동문  50,000 

강정자 성심농원식당 대표  200,000 

강태영 동문  20,000 

강학이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60,000 

강희곤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20,000 

강희숙 독지가  50,000 

고난경 바르원돈까스 대표  120,000 

고성희 해송 대표  60,000 

고영준 동문  20,000 

공경식 동문  40,000 

곽희영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200,000 

구민정 독지가  50,000 

구준회 독지가  50,000 

권기춘 해양과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  40,000 

권명근 기획처 기획평가과  20,000 

권선옥 사범대학 교수  80,000 

권순기 공과대학 교수  400,000 

권점이 참붕어어탕 대표  100,000 

권희덕 독지가  50,000 

기남희 동문  40,000 

김경옥 독지가  50,000 

김대현 독지가  50,000 

김도현 (주)엔젤럭스 대표  500,000 

김두영 동문  400,000 

김민갑 약학연구소장  200,000 

김민석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20,000 

김민자 정동진 해물탕 대표  100,000 

김민희 독지가  50,000 

김보연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김복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40,000 

김봉찬 동문  60,000 

김상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50,000 

김상현 이노티안경 경상대점 대표  100,000 

김상현 수의과대학 교수  40,000 

김석 대학원 부원장  100,000 

김성규 동문  50,000 

김소희 입학본부 입학관리팀  20,000 

김수현 동문  40,000 

김숙년 입학본부 입학관리팀  20,000 

김시연 강변맛집 대표  100,000 

김양미 동문  100,000 

김영배 진국본가(진주혁신점) 대표  100,000 

김영숙 독지가  200,000 

김영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50,000 

김은성 어사랑생선구이 대표  100,000 

김은신 독지가  50,000 

김은주 교무처 학사지원과  20,000 

김의경 수의과대학 교수  40,000 

김점옥 한성갈비촌 대표  200,000 

김정곤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120,000 

김정숙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100,000 

김정욱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김정희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대표  100,000 

김종길 출판부  20,000 

김종준 사무국 시설과  60,000 

김종현 수의과대학 교수  100,000 

김지연 독지가  50,000 

김철호 동문  20,000 

김태기 동문  50,000 

김태훈 동문  20,000 

김현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40,000 

김혜정 신문방송사  20,000 

김호인 독지가  50,000 

김호진 동문  20,000 

김홍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40,000 

김화정 다인식당 대표  60,000 

김효수 동문  60,000 

김희용 대도가구 대표  300,000 

김희흥 동문  50,000 

남광우 학생처 학생과  2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노성섭 교육정보전산원  20,000 

노연주 동문  50,000 

노치영 독지가  50,000 

도재왕 공과대학 부속공장  20,000 

류경철 동문  40,000 

류공주 동문  80,000 

류은정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20,000 

문두순 산해들한정식 대표  200,000 

문영아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40,000 

문운경 동문  20,000 

문지홍 독지가  50,000 

문태곤 동문  50,000 

문현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00,000 

문효관 밀리오레 김밥앤돈까스 대표  100,000 

민경오 송원가든 대표  100,000 

민원기 수의과대학장  200,000 

박동진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20,000 

박미연 송화한정식 대표  200,000 

박선자 토속촌 대표  100,000 

박성암 동문  20,000 

박수용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박수현 독지가  50,000 

박영선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50,000 

박영제 독지가  20,000 

박영현 학생처 학생과장  20,000 

박영희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20,000 

박원귀 독지가  10,000 

박정순 진주회수산 대표  60,000 

박종수 동문  40,000 

박주경 동문  50,000 

박진수 진수타손짜장 대표  100,000 

박채규 동문  10,000 

박현섭 과학영재교육원 행정지원실장  40,000 

박혜정 독지가  50,000 

배광민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배은영 약학대학장  200,000 

백고운 독지가  50,000 

빈선옥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20,000 

빈순제 독지가  50,000 

서원흥 예삐꽃방 대표  100,000 

서정인 동문  40,000 

서진교 사무국 시설과  200,000 

서충석 동문  50,000 

서혜영 동문  40,000 

석기열 독지가  50,000 

설환웅 독지가  300,000 

성문기 사무국 총무과  40,000 

성은혜 독지가  50,000 

소석복 기은꽃화원 대표  100,000 

소재성 독지가  50,000 

손국진 동문  20,000 

손덕승 야래향 대표  200,000 

손주림 동문  20,000 

손현대 외 1명 꽃마름 진주가호점 대표  100,000 

송원상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신영민 교육정보전산원  20,000 

신영희 경영대학 통합행정실  40,000 

신종훈 인문대학 교수  200,000 

심경보 독지가  50,000 

심상동 대성회초밥 대표  100,000 

심은지 동문  50,000 

심정선 의학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  20,000 

안광훈 사무국 총무과  20,000 

안남영 동문  40,000 

안영수 실습선운영관리센터장  20,000 

안정희 사과꽃향기 대표  50,000 

안준수 독지가  50,000 

안창욱 독지가  50,000 

안향선 학생처 학생과  40,000 

안효준 공과대학 교수  100,000 

양선경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20,000 

엄재진 독지가  50,000 

오맹열 김영희강남아구찜 대표  100,000 

오삼석 학생처 학생과  20,000 

오세훈 동문  20,000 

오정은 본부대학 기계융합공학과  20,000 

오홍재 독지가  3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옥세원 독지가  50,000 

우동규 이팝나무 대표  100,000 

우문자 동문  40,000 

우종섭 동문  20,000 

원청길 동물의학연구소장  100,000 

유권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유금자 세종횟집 대표  200,000 

유미 간호대학 교수  100,000 

유정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40,000 

유정현 서린디자인 대표  200,000 

유찬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50,000 

윤경순 동문  20,000 

윤도운 돼지랑순대랑 대표  50,000 

윤용철 인재개발원장  50,000 

이경기 동문  20,000 

이남영 동문  100,000 

이남우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이동준 독지가  50,000 

이동철 독지가  50,000 

이명순 금화청국장 대표  100,000 

이미정 독지가  50,000 

이병권 동문  20,000 

이병도 독지가  50,000 

이상래 동문  20,000 

이상언 전)기획처 기획평가과 직원  20,000 

이상호 사범대학 교수  200,000 

이상훈 동문  20,000 

이성헌 독지가  50,000 

이소영 독지가  50,000 

이수진 독지가  50,000 

이숙영 오동나무집 대표  200,000 

이순선 삼양곰탕 대표  100,000 

이승열 교육정보전산원  20,000 

이억 동문  20,000 

이예빈 독지가  50,000 

이예운 아트인기획 대표  120,000 

이우기 홍보실장  100,000 

이우진 동문  20,000 

이윤임 사무국 재무과장  60,000 

이은영 사무국 총무과  20,000 

이을순 화개마을 대표  100,000 

이의준 동문  20,000 

이재원 사범대학 교수  60,000 

이재훈 동물의료원장  40,000 

이정숙 대학원 행정실  20,000 

이제괄 인재개발원 행정실장  60,000 

이지연 명성숯불갈비 대표  100,000 

이진욱 독지가  50,000 

이탁기 해양과학대학 교수  160,000 

이태임 구팡돌할매보쌈부대찌개 대표  100,000 

이해빈 독지가  50,000 

이후장 수의과대학 교수  64,000 

이희순 풍운정 대표  100,000 

임선택 공동실험실습관  20,000 

임재용 중국성 대표  100,000 

임혜정 1004화로구이 대표  100,000 

장민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50,000 

장은옥 교육정보전산원  40,000 

장현수 남강기획 대표  100,000 

장혜정 독지가  50,000 

장흥록 화원삼계탕 대표  200,000 

장희경 간호대학 교수  400,000 

전병철 인문한국지원사업단 교수  40,000 

전유진 독지가  50,000 

정경원 독지가  50,000 

정기두 독지가  50,000 

정다윗 독지가  50,000 

정덕순 참진주로컬푸드 대표  100,000 

정동욱 동문  50,000 

정동인 수의과대학 교수  100,000 

정맹자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80,000 

정솔로몬 독지가  50,000 

정승한 전)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100,000 

정승화 독지가  50,000 

정영숙 앞들식당 대표  100,000 

정윤자 고봉민 김밥인 대표  60,000 

정의정 금산횟집 대표  100,000 

정정욱 교무처 교무과  2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정정자 반천촌국수 대표  100,000 

정정혜 종합광고 판촉마트 대표  100,000 

정정훈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20,000 

정지훈 독지가  50,000 

정창희 독지가  60,000 

정호석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정효승 남해바다횟집 대표  100,000 

정희민 (주)동백관광 대표  200,000 

조미정
의과대학·간호대학 
통합행정실

 40,000 

조민정 독지가  50,000 

조봉수 동문  20,000 

조상재 회초랑 대표  100,000 

조웅제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20,000 

조윤형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 

조재현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40,000 

조재훈 교무처 교무과  20,000 

조현규 교학사 대표  100,000 

조현미 코코샤브 대표  150,000 

주무경 진남정 대표  200,000 

주수진 사무국 총무과  20,000 

주영규 석류정 대표  100,000 

주영희 청화원 대표  100,000 

주우길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100,000 

주은실 동문  50,000 

진주시여성 
경제인협의회

진주시여성경제인협의회  500,000 

차영철 해원횟집 대표  100,000 

채경영 이노티안경 동성점 대표  100,000 

채난희
의과대학·간호대학 
통합행정실

 20,000 

채혁
이노티안경평거10호 광장점 
대표 

 100,000 

최낙영 동문  20,000 

최미숙 동문  80,000 

최미옥 독지가  50,000 

최소영 사범대학 교수  200,000 

최연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0,000 

최영민 세이브컴퓨터 대표  200,000 

최유리 학생처 학생과  20,000 

최은영 독지가  50,000 

최재열 동문  20,000 

표혜민 독지가  50,000 

하경 학생처 학생과  20,000 

하경숙 독지가  50,000 

하동균 EDIYA커피 진주호탄동점 대표  100,000 

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  718,000 

하만주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20,000 

하승희
(주)호원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대표

 180,000 

하여경 독지가  50,000 

하영수 동문  400,000 

하종관 동경회초밥 대표  100,000 

하천룡 독지가  90,000 

하치옥 가야숯불갈비 대표  100,000 

하태현 독지가  50,000 

하현숙 학생상담센터  20,000 

한상미 독지가  50,000 

한상희 갈치를벗삼아 대표  100,000 

한진호 동문  200,000 

한창영 교육정보전산원  20,000 

함종렬 의과대학장  100,000 

허동수 해양과학대학 교수  200,000 

허둘자 기획처 기획평가과  40,000 

허복선 전복해장국 대표  100,000 

허성오 독지가  50,000 

홍보혜 독지가  50,000 

홍일화 수의과대학 교수  100,000 

홍현표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200,000 

황규석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 
통합행정실

 40,000 

황미옥 한솔보리밥 대표  100,000 

황봉하 우연 대표  200,000 

황세운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50,000 

황일궁 한우마을 대표  200,000 

황철용 동문  100,000 

황태용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40,000 

황해만 동문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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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는 틀렸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며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하지만 경상대학교는 지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인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도 그들을 중심으로 돌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가는 세상, 당신을 위해서 도는 지구

경상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군 모집
원서접수 : 2017. 12. 30.(토)~2018. 1. 2.(화) 18:00

홈페이지 : www.gnu.ac.kr  

입학안내전화 : 055-772-0300

•  ‘2017 세계대학 학술순위’ 401~500위권

    (500위 이내 국내 12개 대학교, 

     중국 상하이 자이퉁 대학 발표)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획득

•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합격률 최고

• 스마트팜 연구센터 선정

•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선정

• LINC+ 선정

경상대학교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