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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뿌리내린사내.

화분이되어간다

낡은침대에몸을지탱한시간만큼

단단히굳은화분.

굳어가는생을지탱하는것은

탯줄처럼부여잡은호스이다

사내의얕은숨이넝쿨같은호스로흘러든다

얕은숨만큼이나얕게오르내리는사내.

사내가오르내릴때마다

모습을드러내는붉은꽃, 욕창.

꽃들에게내어준뒷모습은

여기저기움푹패 다

시뻘겋게물든채그자리를메우고있는반창고.

모두사내의일부분이되어가고있다

곧화분을깨고만발할꽃들.

김현비(안양예고·3)

Spring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제15회전국고교생백일장장원작품

화분



Special GNU

한상우교수팀, 
‘나노입자배향제어기술’개발

프리즘모양은(Ag) 나노입자를다양한고체표면에원하는대로배열방법발견

화학분야최고권위지‘미국화학회지’인터넷판에속보로발표

구형이아닌특정한모양을지니고있는나노입자는나노입자의배향에따라물리적성질이달라지지만,

나노입자를표면에일정한방향을지니도록쉽게배열하는기술이개발되지않아지금까지관련분야의연

구는콜로이드시스템에한정되었다. 

최근나노입자는촉매, 센서, 전자소자등의분야에활발히이용되고있는데한상우교수팀이개발한기

술을통해차세대전자소자, 바이오센서및신에너지개발에필수적인기능성나노구조를제조할수있는

가능성이열리게됐다. 

이번연구는우리대학교‘BK21 분자재료및나노화학사업단’, ‘환경생명과학국가핵심연구센터’와한

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으로이루어졌다. 

자연과학대학화학과한상우교수연구팀은프리즘모양의은(Ag) 나노입자를다양한고체표

면위에수직또는수평방향으로원하는대로배열할수있는방법을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최고 권위지인‘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 인터넷판에속보로발표됐다. 

나노·신소재공학부연구팀, 
서울대OLED연구센터와공동연구

재료분야 세계적학술지‘첨단재료’에

논문연속2편게재

‘첨단재료’지는SCI 인용지수면에서상위1% 이내의학술지로서재료분야의최신연구결과중원천소재

개발, 가공및응용기술개발분야의우수논문만을엄선하여게재하고있다. 

이번연구는한국학술진흥재단중점연구소사업과산업기술평가원의연구비지원으로이뤄졌다. 

우리대학교연구팀은재료개발을, 서울대OLED연구팀은재료를이용한발광소자개발을담당하는학

제간융합연구를통하여이루어졌다. 

우리대학교연구팀은기존재료에서입체및전자적구조를간단히제어함으로써전기적특성이우수한

재료를개발하 으며개발된재료는에너지전이가최대화하는전자적구조를가져세계최고수준의효

율을나타냈다. 

서울대연구팀은효율이최대화하는최적소자구조를개발하고우리대학교재료를백색발광용최적소자

구조에적용하여밝기에관계없이우수한색감의흰색을방출하는고효율의백색발광소자를제작하 다. 

이기술개발은뛰어난화질과빠른응답속도를가지며, 가볍고얇은구조가가능하여미래정보사회에적

합한특성을나타내는차세대디스플레이인OLED 디스플레이와테이프형전구, 휘어지는형광등등다

양한응용성을갖는차세대조명및배면광장치에동시에적용될수있는핵심재료개발과이를이용한

고성능소자제작으로이들분야의실용화에한걸음더접근하 다는점이다. 

나노·신소재공학부BK21 I-cube사업단 권순기 교수 연구팀은 우리 대학교 화학과 김윤희·

신성철교수, 서울대학교OLED연구센터의김장주교수연구팀과고효율전기발광재료개발과

이를이용한고성능백색발광소자개발연구를공동으로수행한결과, 재료분야세계적학술지

인‘첨단재료’(Advanced Materials) 인터넷판4월21일자에논문2편을연속으로게재하 다. 

▲권순기교수

▲한상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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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성교수·이재 박사연구팀,
‘광발광성초분자’세계최초개발

이심성교수·이재 박사연구팀은‘캘릭스크라운’이라는용기형분자와요오드화구리의반응으로부터

이들의배위고분자단결정을제조한후, 구리금속을네방향에서에워싸고있는사면체구조물에열을가

해네꼭짓점에있는반응물중하나를제거했다. 이과정에서구리금속주변의사면체가삼각평면으로

재배열되는것을단결정X-선회절법에의해분자수준으로관찰하는데성공했다. 

특히, 이번에이심성교수·이재 박사연구팀에의해개발된배위고분자물질은단결정내구조변환과

정을통해광발광현상등기능성초분자소재의특성을보여나노센서등차세대형초분자나노소재로응

용이기대된다. 이번연구에는우리대학교김진은(화학과) 교수, 박기민(기과학연구소연구교수) 박사, 이

소 (박사과정) 씨, 심원보(건양대) 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했다. 

한편이심성교수는최근무기및나노화학분야의국제적학술지인(SCIE) ‘무기, 금속-유기및나노-금

속화학에서의합성및반응성’의국제편집자문위원으로위촉됐다. 

자연과학대학화학과BK21 분자재료및나노화학사업단이심성교수·이재 박사(제1저자) 연

구팀이결정성고체의기존특성을초월하여단결정내구조변환(crystal-to-crystal transform) 성

질을갖는‘광발광성초분자’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 

이번연구결과는화학및응용화학분야에서세계최고권위의학술지인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인터넷판에5월10일속보로소개됐으며, 5월말에출간됐다. 

결정내부에서사면체가삼각평면으로기하구조가변환되는것은유사사례도보고된바없어실

제구조를제시하지않고서는학계에서인정받기가불가능하다. 이때문에이번결과는단결정내

구조변환연구결과중에서도가장획기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단결정내구조변환에관한기본적인이해와응용에관한연구는아직태부족이지만나노·환경·

에너지는물론, 정보분야의차세대신소재개발과 접한관계가기대되어전세계적으로선도적

인연구진들이앞다퉈관련연구에집중하고있다. 

Special GNU
화학·응용화학분야

세계최고권위‘미국화학회지’

5월10일소개

“나노·환경·에너지는물론, 

정보분야차세대신소재개발과

접한관계”

04 ▲이심성교수·이재 박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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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선정

2년간2억400만원지원받아

해마다120여명씩실질적인직장체험

우리대학교는연1억200만원씩2년간총2억400만원을지원받아연120여명에게

이프로그램을체험케할계획이다. 참여하는기업은민간기업 100곳, 사회단체 10곳,

공공기관(대학) 10곳등이다. 우리대학교는이를위해프로그램참여희망기업430곳

을이미선정하여협약을체결해두었다. 

특히우리대학교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에게직업지도프로그램(CAP)

을 통한 사전 직무교육을 함으로써 타 대학과 차별화하고 내용이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할예정이다. CAP는자기탐색방법, 이력서·소개서작성법심화교육, 심층면접기법

등을배우는특별과정이다. 

우리대학교종합인력개발센터(센터장박인성)는 4월 14일노동부가선정·지

원하는‘200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선정됐다. 이는노동부가재학중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탐색·경력형성으로 졸업 후 실질적인 취업에 이르기까

지의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시행하는프로그램이다. 

학교기업GAST, 교육과학기술부
제3기지원사업‘A등급’선정

인건비·현장실습비 등 1억 5000만 원 지원

“미래형 동물산업 모델 구축할 것”

GAST(http://gast.co.kr)는 제1기(2004~2005년), 제2기(2006~2007년)에 이어 제3기에서

도잇따라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고부가가치기술혁신을통한동물산업의미래형모델

구축’이라는목표를빠른시일내에현실화할수있게됐다. 

GAST는 2008년 공동성과지표를 학생 현장실습 60명, 매출목표 15억 8000만 원, 참여학과

취업률70% 등으로정했다. 또자율성과지표는기술이전, 산학협력사업, 한우농가교육지원,

기술료수입등10개분야14건의목표를정했다. 또올해부터는최고등급원료육의안정적확

보, 신규거래점의확대, 제품포장및품질의개선을역점적으로추진하고2009년에는쇠고

기 이력추적 시스템과 관련한 DNA판별사업 추진 활성화, 고부가가치 동물산업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전개, 현장실습체계화를통한이수인증제도입등을추진할예정이다. GAST는

최근3년간현장실습학생수, 매출액, 순이익, 신규인력채용, 현장실습학습자료개발등모

든 부문에서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매출액은 2005년 300%, 2006년

132.6%, 2007년142.8% 초과달성하는등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 대학교 학교기업인‘경남동물과학기술’(GAST, CEO 이정규 교수)이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한제3기학교기업지원사업에서A등급에선정됐다. GAST는

1, 2기에지원받은학교중우수한학교기업을선별하여지원하는‘기존부문’에서지

원금액이가장많은(1억5000만원) A등급에선정됐다. 

최완성교수팀,‘망막신경세포사’
새발병기전 밝혀

당뇨병학회 최고 권위 학술지‘다이아비티스’4월호

인터넷판에 게재

최완성교수에따르면당뇨의합병증으로나타나는당뇨망막변성은신경과혈관의장애를수반하며시력감

소및실명의중대원인으로부각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당뇨망막손상의생태병리학적기전이명확하

게밝혀져있지않았다. 

이번논문은당뇨망막변성에신호전달단백질인‘PKC δ’가관여하며이는세포성장조절인자인‘Akt’와세

포성장조절인자를조절하는단백질인‘PP2A’및‘HSP90’의결합증감을통해Akt 활성이억제되어망막신

경세포사의중대원인이된다는사실을처음으로규명한것이다. 

최완성교수는“이연구는교육과학기술부와경상남도, 진주시의적극적인후원으로이루어졌다”며“경상남

도는 경남의 미래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과감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으며그일환으로우리기초의과학연구센터의연구개발사업에적극후원해주고있다”면서연구개발에참

여하는연구자로서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최완성·조경제 교수와 김 희 박사 연구팀이 당뇨합병증 주요 질환 중 하

나로서 당뇨망막변성의 중요한 원인인‘망막신경세포사’의 새로운 발병기전을 밝혀냈다. 

이는 망막변성을 지연시키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최완성 교수팀은 연구 결과를 당뇨병학회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다이아비티스

(Diabetes)’4월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다이아비티스’의 향력지수는 7.95다. 

강재숙연구원, 
미국PNAS에제1저자로논문발표

“간척지및염분함유지역에재배할수있는작물개발에획기적기여”

“우리대학교생명과학분야연구경쟁력입증한쾌거”

이번연구결과는‘간척지나염분함유지역에재배가능한농작물개발’연구에획기적전기가마련될것으로

큰기대를모으고있다. 

강재숙연구원은우리대학교생화학과(95학번)에서학부와대학원석사과정(지도교수이상열)을마치고, 현

재우리대학교국가핵심연구센터연구원이다. 

이번연구는미국텍사스A&M 대학과의국제공동연구로수행하 으며, 그결과를세계최고수준의학술

지‘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발표하는쾌거를이뤘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는생물학분야최고저널중하

나로서 향력지수(IF)는10.0 정도다. 

지난3월25일에는BK21 농생명산업 로벌인재육성사업단및환경생명과학국가핵심연구센터소속박사

과정정재철씨의논문이역시‘미국국립과학원회보’3월호인터넷판에발표된바있다.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EB-NCRC, 센터장 이상열) 소속 강재숙 연구

원의‘염분함유 지역에서 생육 가능한 작물개발 연구결과’가 세계적 과학저널

인‘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4월 8일온라인판에게재됐다. 이연구는강

재숙연구원를제1 저자로, 우리대학교출신강창호박사, 김세원연구원, 박정

동교수, 이상열교수및미국텍사스A&M 대학의코이와박사(H. Koiwa) 등

이국제공동연구를수행하여이뤄졌다. 

G A S T

Special GNU

▲이상열교수와강재숙연구원

▲최완성교수

▲조경제교수

▲김 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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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문화예술행사·체육행사·기념행사등 총35건의다양한기념행사추진

올해로개교60주년을맞는우리대학교는 4월 24일국제어학원파이오니어오디토리엄에

서경남지역기관단체장, 시민단체관계자, 동문회원, 대학관계자등500여명이참석한가

운데‘개교60주년기념사업선포식’을갖고, 새롭게도약·발전하는우리대학교의의지를

널리알리고대학이미지를드높여나가기로했다.

우리대학교는학술, 문화예술, 체육, 기념홍보사업등한해동안모두35건의다양한기념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하는대학으로발전했음을내외에과시할계획이다. 

우리대학교는 개교60주년의캐치프레이즈로‘세상을움직이는개척인, 미래를여는경상대’로확정했다. 개교

이후60여년동안배출된8만5000여우수인력들이우리나라발전의중추역할을다해왔음을자부하고, 앞으로

도지역과국가발전에기여하는대학교가될것임을다짐하는것이다. 또새로운시대, 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는

경상대가될것을스스로다짐하는구호다. 

올해개교60주년기념사업으로‘우리대학교60년사편찬’을비롯해학술부문에‘BRICs와경상남도국제학술회

의’, ‘5대 암 예방사업전략 국제심포지엄’등 13건의학술부문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캠퍼스

UCC공모전’, ‘음악교육과 순회공연’, ‘미술교육과 교수 작품전’등 9건을 준비했다. 체육부문에서는‘교육과학

기술부장관기전국국립대학교직원테니스대회’, ‘경남중등교원배드민턴대회’, ‘동문등반대회’등 6건의행사

를개최할예정이다. 

우리대학교는‘경상대60년자랑스러운경상60인’선정을통해사회각계각층에서활동하고있는동문가운데모

교의명예를빛내고후배들에게귀감이되는동문을선정하여자긍심을높여나가기로했다. ‘경상언론인의밤’행

사도 계획하고 있다. 하우송 총장은 기념식사에서“우리 대학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21세기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다섯가지중요당면과업해결에중지를모아나가고있다”면서“그것은대학통합, 법인화대비, 교명변

경, 재정확충, 송도국제화캠퍼스추진등으로이들사업은날로악화하고있는우리대학환경을긍정적·진취적

으로바꿔놓을것”이라고말했다. 

또하우송총장은“오늘우리대학은개교60주년기념사업선포식을열면서지나온길을되돌아보며현재선자리

를확인하고, 그리고앞으로갈길을열심히개척해나갈것”이라고강조하고“우리대학은진주, 경남이라는울타

리를넘어‘세계’라는드넓은광장으로나아갈것이며그리고다시돌아와우리가뿌리내리고꽃을피운첫자리

는이곳진주 음을자랑스러워할것”이라고말했다.

또60주년기념엠블럼도확정했다. 엠블럼은개교‘60’의숫자에슬기와지혜를상징하는키(key)의형

태가 되도록 조형화했다. 이는‘지혜롭게 걸어온 경상대 60년의 역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경상

대’, ‘연구·교육·봉사의 키 포인트-경상대’등을 상징한다. 또‘60’의 형상을 의인화하여 미래 개척의

키포인트는진취적인개척인·경상인임을함축하고있다. 

개교60주년기념사업선포

학술부문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이효종) 춘계국제학술대

회를 5월 17일 수의학관

에서개최했다. 이번국제

학술대회에서는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

석하여, 응급수의학, 소

발굽질환, 줄기세포의응

용, 연부조직 외과, 실전

상진단, 송아지설사의예방과진료등에대한특강을했다. 또수의임상과관련한

80여편의학술연구결과를발표했고임상증례에대한보고도마련됐다. 

학술대회는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수의사회, 서울우유협동

조합, 경남수의학회, 부산수의학회, 울산수의학회등이후원했다. 

한국임상수의학회춘계국제학술대회
우리대학교에서는5월 15~16일이틀간기후온난화에따

른종합적·체계적대안마련을위한한국농림기상학회(회

장송유한)-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회장이석건) 공동심포

지엄을개최했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오성남기상청박사가‘지구온난화

와 한반도 기후변화’, 홍 기 농업공학연구소 박사가‘기

후변화에 따른 온실 환경조절 기술’, 전희 원예연구소 박

사가‘기후변화가시설원예산업에미치는 향’등의주제

발표를했다.

또한국농림기상학회는‘기후변화대응농업환경 향평가’

라는주제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는‘수자원확보를위한

농림기상기술활용’이라는주제로각각세미나를했다. 

한국농림기상학회·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공동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여교수회(회장 김남향)가 개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세상을 이끄는 힘, 여성, 문화’라는 주제로 6

월5일남명학관남명홀에서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종미 농심음식문화원 원장이‘현

대사회의여성’, 심 섭한국 상응용연구소소장이‘ 화

속의여성’, 우리대학교이정숙교수(의류학과)가‘여교수

60년사’, 한지희교수( 어 문학과)가‘여성의자유의지’,

채혜연교수(음악교육과)가‘음악과여성’등의주제로강연

을했다. 또민속무용학과의축하공연이마련됐다.

우리대학교여교수회는여교수들의유대강화와권익보호

를위해2004년65명의회원으로출발, 5년째를맞는현재

80여명의회원으로늘어났다. 

여교수회, ‘세상을이끄는힘, 여성, 문화’
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개교 60주

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

남해안시대 농생명산업

발전협의회(회장 허종수)

가 주최한‘제1회 남해안

시대 농생명산업 발전전

략’심포지엄이‘Green

& Blue 산업 육성 전략’

이라는 주제로 5월 30일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

실에서열렸다. 

남해안시대 농생명산업발전협의회는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

는 광주·전남·부산·경남 4개 시·도, 공무원·대학교·연구소 등이 지역 간 지

속적인정보교류및현안문제해결방안도출, 미래농생명산업발전전략수립에공

조체제를구축함으로써남해안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지난4월4일

설립해, 설립총회를5월30일우리대학교농업생명과학관대강의실에서개최했다. 

제1회남해안시대농생명산업발전전략심포지엄

PPrroojjeecctt GGNNUU
개교60주년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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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2008년개척가족등반대회

총동문회(회장김재경) 개척산악회(회장신철노)는개교 60

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2008년 개척가족 등반대회’를 5

월18일진주시명석면광제산과명석중학교에서개최했다. 

이날등반대회에는총동문회집행부, 산악회원을비롯해지

부·직능별동문과가족300여명이참가했으며, 하우송총

장, 김 복기획처장등도참가해등반대회를축하했다. 

등반대회는 명석면 홍지소류지에서 출발해 관지마을로 내

려오는 A코스와 덕곡마을로 내려오는 B코스 등 2개 조로

나뉘어진행했다. 

특히 명석중학교에서 열린 가족한마당 잔치에서는 지부·

직능별로노래자랑, 단체줄넘기, 훌라후프돌리기등다채

로운행사를통해일상의스트레스를날려버리고모두개척

동문임을확인하는즐거운시간이되었다. 

COLOR HOLIC 주제의
패션쇼

체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총학생회(회장김 훈·사회학과4)는개교60주년과4·19혁명

48주년을맞이하여‘개교60주년기념4·19정신계승개척인달

리기 대회’를 4월 24일 우리 대학교 정문~가야자모병원 구간

에서개최했다. 

총학생회김 훈회장은“이번달리기대회는민주화의상징인

4·19혁명을기념하고그의의를학내구성원들의단결된모습

으로 풀어내고 개교 60주년을 학내·외에 홍보하여 대학의 위

상을널리알리기위해개최한다”고말했다. 

달리기대회에는 학생·교수·교직원·동문 등 500여 명이 참

가했으며, 달리기 구간은 우리 대학교 정문~개양오거리~석류

공원앞~주약동탑마트~가야자모병원(반환점)~정문이었다.

우리 대학교가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5월 22일

가좌캠퍼스 야외공연장에서‘COLOR HOLIC’이라는 주

제로마련한패션쇼에관객3000여명이완전매료됐다. 

자연과학대학의류학전공4학년학생들이4년동안갈고닦

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준 패션쇼

에는우리대학교교수·학생·직원들뿐만아니라진주인

근 주민과 고교생 등 3000여 명이 객석을 빼곡히

매웠다. 

자연과학대학 의류학전공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패션쇼 올해의 주제‘COLOR

HOLIC’은, 아름다운 색채에 심취하여 패

션 세계를 개척한다는 의미로서, 우리 대

학교건학이념인‘개척정신’을담고있다. 

올해 행사의 경우 전자관현악 특별공연으로

분위기를북돋았으며무대에60주년을상

징하는 조각 씨와 LED전광판을 설

치, 예년의행사와차별화를꾀했다. 

이날패션쇼에서는의류학전공4학년

33명의 학생이 여성복 103점, 남성

복 14점, 아동복 21점, 오프닝 7점

등모두145점을선보 다. 

전문 모델들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무엇에도취된 듯숨

을 멈추었다. 음악이 귀를 파

고들었으나 모든 감각은 오로

지눈에집중됐다. 

제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기
전국국립대 직원테니스대회

단체전우승전북대, 2위강원대, 공동3위경상대·강릉대

우리대학교는5월9일부터3일간교육과학기술부를비롯해전국28개

국립대학에서개인전·단체전에모두276팀이출전한가운데, 제1회교

육과학기술부장관기전국국립대직원테니스대회를개최했다.

이번대회는교육인적자원부와과학기술부가합쳐진교육과학기술부라

는새로운이름으로출발하면서제1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기대회인데

다, 올해개교60주년을맞는우리대학교에서열려그의미를더한대

회로기록됐다.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개인전 일반 A,

B 우승을차지했던전북대학교팀에돌아갔고준우승은강원대학교팀,

공동3위는강릉대학교팀과우리대학교팀이각각차지했다. 

또 개인전 일반 A는 이현세·김재호(전북대) 선수가, 일반 B에서는 유

희웅·정규종(전북대) 선수가우승트로피를안았다. 

장년A에서는우리대학교김갑성·이현두선수가, 장년B에서는박표

진·안성진(한밭대) 선수에게 우승의 광이 돌아갔다. 우리 대학교는

장년 A에서 1위, 2위, 3위(공동)를 모두 휩쓸었다. 대회 우승기는 단체

전우승팀인전북대학교팀에돌아갔다. 

하우송총장은대회사에서“우리대학교는개교60주년을맞이하여‘세

상을움직이는개척인, 미래를여는경상대’라는캐치프레이즈아래경

남의중심에서한단계더도약하여세계로나아가기위해전구성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우리 대학에서 전국 국립대직원 테니스

대회를열어, 변화·발전하는우리대학의모습을전국국립대직원여

러분께보여드릴수있게되어큰 광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 

4·19 정신계승
개척인 달리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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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공학전공, 
첨단조선산업맞춤식
현장실무형교육

공과대학무지개사업단(단장허보 )의금속재료공학전공이이번학기

부터전교과과정을‘기업맞춤형교육과정’으로개편하고전문분야별

기업전문가를겸임교수로활용해기업에서필요로하는맞춤형교육

을실시하고있다. 이교과과정에서는신입사원과같이강도높은현장

실습을학생들에게요구하고있다. 

기업맞춤형교육을위해금속재료공학전공은기존교과목중 13과목

이나 조선해양공학개론 선박의장공학 선박생산관리공학 용접공학 비

파괴공학 컴퓨터설계 등 조선산업이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변경했다.

또‘조선금속소재트랙’교과과정은 각 학년별로 학생 10여 명을 선발

하여조선관련교과목을필수적으로수강토록하고있다. 

이 학과에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 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로이드선급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기계연구원

등의연구원들이겸임교수로발벗고나서서수업을진행하고있다. 특

히 현장감 있는 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록히드마틴사 로저 그리핀

(Roger Griffin) 수석엔지니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유인 선임연구

원이학생들의 어교육을주2회씩담당하고있어언어능력이급속하

게향상되고있다. 

또조선해양산업전반에대해박병훈부장, 해양공학전반에대해이수

호차장, 유체및추진에류민철차장, 선체및구조에강중규차장등

분야별실무전문가들이특강을하고있어학생들의강의만족도또한

매우높다. 

대우조선해양 생산기획팀 권민철 부장은“조선산업에서는 조

선공학뿐만 아니라 금속·기계·전기·전자·화학공학 분야

등다양한배경을가진엔지니어를필요로한다. 즉금속공학도

이면서 기본적인 기계공학이나 조선공학 등에 대한 소양을 가

진엔지니어가조선소에서요구하는인재상이다”라고말한다. 

기업이원하는맞춤형교육과정개편, 

전문분야별기업전문가겸임교수로활용

‘조선금속소재트랙’교과과정운 통한엘리트교육

미국피츠버그주립대학교
교수·학생22명내방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교(Pittsburg State University) 로이 재니시

(Roy Janish·사회과학전공) 교수 등 교수 7명과 앤드류 네스터

(Andrew Nestor·국제경 전공) 학생등학생 15명이 5월 22일부터

26일까지4박5일일정으로우리대학교를방문했다. 

지난1991년4월학생교류·공동학술연구를위한협정을체결한이후17

년째계속되고있는양대학간단기교환프로그램의일환이다. 

피츠버그주립대 교수·학생 일행은 5월 23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김중섭(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 교수로부터‘한국사회의이해’에대한

특강을듣고, 하우송총장을접견했다. 

또하우송총장은“피츠버그주립대와우리대학교는1991년교류협정

을체결한뒤해마다적정인원을상호교환하는등양대학간의우의

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학술교류에도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

면서“우리대학교에머무르는짧은기간동안이라도경상대와진주·

한국의문화와역사·산업을이해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피츠버그주립대방문단은e-러닝센터, 남명기념관전시실등우리대

학교의‘대표상품’이라고할수있는주요시설을견학했다. 크리스시

벌리(Chris Shively·로봇공학전공) 학생은“미국에서출발할때는지

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으로 생각했는데 총장님으로부터 대학 소개도

듣고캠퍼스를직접둘러보니놀라울따름”이라며입을다물지못했다. 

하우송총장은피츠버그주립대교수·학생들에게우

리대학교가각도를대표하는거점국립대학이라는

점을강조하고최근들어생명과학·기계항공·나노

신소재 분야 특성화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퍼듀대·

미주리대와 복수박사학위제(생명과학분야)를 운용하

고있다고소개했다. 

1991년부터계속돼온학생교류프로그램

경남·전남, 문화유적지·산업시설등견학

‘유학생의눈으로바라본
중국과중국인’펴낸
변허빈학생

중국에서유학을하고돌아온대학생이‘중국유학안내서’와‘중국한자

학습서’를동시에펴내화제다. 이학생은장학회를만들어한자학습서의

판매수익금으로어려운중국학생을돕기로해주변에잔잔한감동을주

고있다. 

화제의주인공은인문대학중어중문학과변허빈(4년) 학생이다. 변허빈학

생은 최근‘유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중국과 중국인’(241쪽·솔봉출판사)

과‘상용한자2500’(153쪽·〃)을동시에펴냈다. 

‘중국과중국인’은변허빈학생이복수학위제도(2+2)를통해교환학생신

분으로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 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위치한산둥대학웨이하이(威海)분교에서유학하면서직접보고듣고느낀

중국과중국인에관한이야기로구성돼있다. 

‘중국과중국인’은중국으로유학간한국인학생이만난중국과중국인에

관한내용이다. 책은중국의문화, 중국의대학, 그리고대학생, 한국과중

국의여러가지차이점까지매우다양한내용으로구성돼있다. 아주사소

한것에서부터기본적으로알아두어야할사항까지빠트리지않고모두담

고있다. 

변허빈학생은또중국어를공부하는학습자들을위한‘상용한자2500’도

냈다. 변허빈학생은유학당시, 중국학생들을돕기위해‘허빈장학회’를

만들어모두 14명에게장학금을지급했다. 장학회에는중문학과유학생6

명과교수몇명이참여했다. 

그러나변허빈학생이한국으로돌아오고나서장학회를계속운 하지못

하고 있었다. 변허빈 학생은“그 점이 안타까워 책을 만들어 작은 수익금

이라도생기면중국학생들을돕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으로출판

을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 

이번출판을통해변허빈학생의이러한노력과선행이주위에알려지면서,

따사로운봄날의햇살처럼주위에잔잔한감동과따스함을전하고있다. 

변허빈 학생은“2006년 2월부터 초고를 작성하

기 시작하여 2년간의 원고 작성과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출판을 하게 됐다”면서“이 책이 중

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

국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었

으면좋겠다”고말했다. 

중국어학습자위한‘상용한자2500’도펴내

수익금일부중국학생도와‘감동’

대학원, 외국인유학생과
함께하는‘세계로체육대회’

대학원(원장심 재)이외국인유학생과우리나라학생사이친 감을

조성,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고 각국 문화교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하기위해‘제1회세계로체육대회’를개최했다. 

대학원학생회(회장심종섭·농업경제학과) 주관으로5월24일하룻동

안대운동장과족구장일원에서대학원생과외국인대학원생등모두

200여명이참가해단체줄넘기, 족구, 제기차기, 풋살, 2인3각, 팔씨름

등을했다. 

풍물패의시원한공연을시작으로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등각국에서온유학생들이‘조국의명예를걸고’한

판승부를벌 다. 

심 재 대학원장은 인사말에서“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

는덕분에우리대학교수들이우수한성과를많이내고있다”면서고

마운마음을전한뒤“오늘하루는연구실을떠나모두하나되어신명

나게즐기기바란다”고말했다. 행사에는대학원장뿐만아니라정면숙

부원장, 전태 교무처장, 김진규교무과장등이참석하여대학원생들

을격려했다. 

대학원학생회는“대회를통해서로

간에더욱친 해지고이해하는계

기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모든

종목을 내·외국인이 혼성·혼합

팀으로구성하도록했다”고말하고

“올해 처음 열린 세계로 체육대회

는 앞으로 있을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학원학생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유학생활돕고문화교류의기회

단체줄넘기, 족구, 팔씨름, 제기차기등

D y n a m i c G 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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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명예교수 초청간담회에는 84세 박무현(수의학과) 교수, 82세 김용환(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 등

정년퇴직한지20년가까이된교수와, 제4대빈 호, 제6대박충생전총장도참석했다. 경기도시흥에

거주하고있는강희신(농생명학부) 교수, 대구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곽철홍(사회교육학부) 교수등전

국곳곳에서‘제2의고향’을향해어려운, 그러나설레는발걸음을한것이다. 

행사는 대학본부 앞에서 기념촬 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학생생활관 아람홀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간담회를가졌다. 간담회에서는명예교수들의회고담과발전을거듭하고있는우리대학교에대한격려

말 , 대학발전비전에대한조언등많은이야기가오고갔다. 

하우송총장은간담회인사말에서“명예교수님들은비록학교는떠나셨지만그동안학문발전, 국가발

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그런 소식을 듣는 저희들은 매우 광스럽고

자랑스럽다. 또저희들이가야할길과해야할일을가슴에새기게된다”고말했다. 

또명예교수님들의지혜가필요하면언제든달려갈터이니많은도움을아낌없이주시기바란다며명예

교수와재직하고있는구성원들은결코분리될수없음을강조했다.

“선배와후배, 

스승과제자가만나는아름다운

장학금전달식”

농공학과
동문회·교수, 
27년째재학생들에게
장학금

미래의수의사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자원봉사펼쳐

“내마음의뿌리는농공학과. 후배들, 제자들에게빗물같은정을준다.”우리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공학과) 동문과 교수들의 가슴 따뜻한 후배 사랑, 제자 사랑이 화제다. 농공학과

동문회(회장정인수·70학번)는5월10일동문회정기총회및체육대회를맞이하여재학생10여명에게

한사람당50만원씩장학금을전달했다. 

농공학과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윤용철(농공학과) 교수는“1970년 설립된 농공학과가 10년째 되던

해인80년동문회가창립됐고, 다시 10년뒤인90년부터본격적으로동문회기금을모으기시작해오

늘에이르고있다”고말했다. 장학금은그보다훨씬전인81년부터조금씩지급해왔다. 

89년동문회창립 1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기금 1000만원을목표로정했다. 한국농

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무원, 각종건설회사등으로뿔뿔이

흩어졌던동문들이참여했다. 1995년에는어려운제자를돕기위해교수들이당시까지모아

뒀던500만원을동문회에기탁했다. 진주에서설계사무소를운 하는85학번최진식동문

이99년부터해마다100만원을따로기탁하기시작한것도이때부터다. 

처음에는학생회장1명에게15만원을지급했다. 그러던것이2000년에는4명에게총150만

원을, 2003년에는9명에게총310만원을지급했다. 이후해마다350만원정도의장학금을

10여명에게꾸준히지급하고있다. 

농공학과동문회는동문회기금으로학과교수의회갑때여행경비일부를보조했다. 은사님

들에대한보은이다. 그런데회갑5년뒤정년퇴직한교수들은제자들을위해500만~600만

원씩을동문회에기탁했다. 오고가는정이무척따뜻한아름다운모습들이다. 

농공학과동문회장부에는지금까지모두 100여명에게4160만여원의장학금을지급한것

으로 기록돼 있다. ‘배추장수 문서’이기 십상인 동문회 서류. 그러나 농공학과 동문회는 그

동안의연혁, 장학금지급내역등감동적인역사를알알이기록해놓고있다. 

우리대학교수의과대학(학장김종수) 교수, 학생들이 5월 20일고병원성AI 피해지역인양

산시상북면에서가금류살처분, 매몰작업자원봉사활동을펼쳤다. 

김종수수의과대학학장을비롯한교수및학생110명은현장가축방역관으로부터살처분주

의사항과작업요령을듣고현장에준비된항바이러스제를복용, 방제복을착용한후현장에투입

되었다. 

이날봉사활동에참여한학생, 교수들은현장에서구슬땀을흘리며AI 피해농가2만여마리

의닭을매몰처분하고계란, 난좌(계란판) 등생산물약2톤정도를폐기했다. 

또한, 경상남도수의사회(회장정기우)의소동물임상수의사10여명도함께작업에동참해지

역대학, 단체가하나되어AI 극복에나섰다. 

우리 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석 교수는“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말이있듯이어려움에처한농가의고통을함께함으로써축산현장의현실을예

비수의사들이체험할수있는기회 다”라고말했다. 

하우송총장

“현재대학위상은명예교수님노고덕분…

지혜필요하면언제든달려갈것입니다”
Passion  &  Story 우리 대학교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을‘명예교수의 날’로 선언했다. 한 평생을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한 명예교수의‘명예’를 드높임으로써‘스승 공경’의 전통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드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 대학교가 5월 14일 마련한 명예교수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60여 명의 명예교수들은

‘명예교수의 날’선언을 위해 직접 서명을 했으며 하우송 총장과 대학 보직교수 등이 함께 명예교수의 날

을 힘차게 선언했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5월 14일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대학 발전 방안

에대한고견을청취키로했다. 

Passion  &  Story 

스승의날맞아명예교수초청간담회개최
빈 호·박충생전총장등60여명예교수참석

5월14일은‘명예교수의날’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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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HAS 축제
LOHAS경남누리사업단(단장 김의경·산림환경자원학과)은 5월

27일하우송총장, 하 제산림청장, 농업생명과학대학허종수학

장, 이재근산청군수등이참석한가운데농생명과학관대강의실에

서LOHAS축제를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업대회, 포트폴리오 대회, 학술발표 대회, 초청 특

강, 심포지엄, ○×퀴즈대회등으로진행됐다. 

특히이날이재근산청군수는‘농림업발전을통한산청군지역살

리기구상’, 하 제산림청장은‘행정CEO 입장에서바라본지역

발전과국가발전’이란주제로 현장행정경험에대해특강을했다. 

I n  &  O u t

LOHAS 축제

2008 경상과학축전

제 15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제 10회 전국 무용경연대회

1박 2일 쌩야생 동아리대축제

제 19회 전통 관례·계례

2008 경상과학축전
초중고등학생·일반인대상

물로켓·고무동력기·미니카·빅브릿지등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단(단장권진회)은과학의달

을 맞이하여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적 창의력을 진흥

하고지역사회의과학대중화에기여하기위해‘2008년경상과학

축전’을4월26일우리대학교대운동장에서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RC헬리콥터와 항공기 곡예비행 시범이 있었으

며, 물로켓, 고무동력기, 미니카, 빅브릿지등의종목에진주시·사

천시소재초·중·고등학생과일반인200여명이참가했다. 또참

가자들은우리대학교기계항공공학부주요연구실을둘러보는시

간도가졌다.

제15회전국고교생백일장
운문부장원안양예고김현비, 산문부장원안양예고김관옥학생

우리대학교는지난5월20일중앙분수대주변에서전국73개고교의426명이참가

한가운데제15회전국고교생백일장대회를개최하고, 6월11일인문대학행정실에

서운문부장원안양예술고3학년김현비학생, 산문부장원안양예술고3학년김관

옥학생등수상자들에게시상을했다. 

부문별장원·차상·차하·참방·가작작품에총장상과부상을, 우수지도교사1명

에게총장표창을수여했다. 특히참방이상입상자에게는우리대학교수시모집전

형때문학특기생지원자격을부여한다. 

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운문부

▲장원 김현비(안양예고3) ▲차상 김시은(평촌고3) 김민준(마산합포고3) ▲차하 전

윤수(진주여고1) 강지혜(금남고3) 강성현(진주고2) ▲참방노희정(안양백 고3) 김

민(과천여고3) 이상우(고양예고3) 강다솜(고양예고2) ▲가작 박마리아(고양예고3)

조아람(남해제일고2) 양승희(진주여고2) 김혜원(진주여고1) 박민지(안양예술고3) 최

정인(창원대암고3) 

산문부

▲장원 김관옥(안양예고3) ▲차상 박다은(고양예고3) 김지원(안양예고3) ▲차하 박

유진(한일전산여고3) 정수민(진주여고2) 강병완(진주고2) ▲참방이진아(충주중산외

국어고3) 이보현(금남고2) 김수경(김해중앙여고1) 전은혜(안양예고3) ▲가작조윤수

(한일전산여고2) 이민지(현풍고3) 이승미(안양예고3) 구슬기(남해제일고2) 안혜성

(경상대사대부설고2) 

[지도교사상] 조미옥(진주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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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가요제·동아리공연·초청가수공연·헌혈캠페인

각종전시등다채로운1박2일

총동아리연합회(회장 정상열·경 학과)는 개교 60주년을 기념

하는‘동아리대축제’를5월28일부터이틀간가좌캠퍼스야외공

연장과중앙도서관앞광장등지에서8000여동아리회원이참

가한가운데개최했다. ‘1박2일쌩야생동아리대축제’는‘열정

충전100%, 행복충전100%’라는슬로건으로개최됐다.  

행사는 학생들의 숨은 끼와 실력을 발산할 수 있는‘Best of

best 경상가요제’, 무술시범, 록·클래식음악·국악·댄스·마

술공연, 사진과그림전시회, 헌혈캠페인, S보드시승식및이

벤트, 네일아트, 맥주빨리마시기대회, 보물찾기, 물풍선터뜨

리기, 가수‘Buzz’, SBS 웃음을찾는사람들의인기코너인‘건

강택시’팀초청등다양하게마련했다.

총동아리연합회, 
‘1박2일쌩야생동아리대축제’

성년의날맞아
제19회
전통관례·계례

인문대학한문학과(학과장황의열)는성년의날인 5월 19일교양학관광장에서하우송총장과보

직교수, 단과대학장, 교수, 장관자·장계자부모, 각계인사와지역주민, 각학과대표장관자·장

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19번째성년의날행사를가졌다. 

특히올해는‘학생인성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하우송총장이각단과대학별대표학생

들에게직접자(字)를지어주는행사도열어의미를더했다. 관례식시연이끝나고각단과대학을

대표한학생들이앞에나와서총장으로부터직접자를받았다. 

우리대학교의관례·계례는‘사례편람(四禮便覽)’과안정복의‘순암집(順庵集)’을참조하여재구

성한것으로, 오늘날편의적으로만든의례가아니라전통의례의전형이다. 또전통시대에거행하

던의식을그대로보여주기위해관례와계례에사용하는복식, 도구등을완벽하게갖춰거행하는

것으로유명하다. 

이날 장관자(將冠者)는 한문학과 1학년 강윤창 학생, 장계자(將者)는 한문학과 1학년 김아림 학생

이, 관례의집례는김세환전숭혜전전참봉, 상례는윤호진한문학과교수가맡았다. 계례의집례

는한문학과이 숙강사, 상례는윤호진한문학과교수가맡았다.

황의열학과장은“관례와계례는성인으로거듭나게하는의식이며, 책임있는사회구성원의탄생

을알리는행사”라면서“관례와계례를하는사람은자신을되돌아보고인생을설계할기회를가

지며, 새출발의각오를다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 

제10회
전국무용경연대회

I n  &  O u t

개인156명, 단체8팀등열띤경연

우리 대학교가 우수 인재의 발굴로 무용 활성화와 무용예술 발

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우리 춤의 교육과 문화기틀을 세우기 위

해해마다개최하는제10회전국무용경연대회가6월3일과4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열렸다.

초등·중등·고등·일반부와개인·단체로나뉘어진행된이번

전국무용경연대회에는개인부문에 156명이, 단체부문에 8팀

이참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입상자가 2009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우

리대학교인문대학민속무용학과에응시할경우입상성적에따

라특기자부문에지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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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대학·후아종농업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하우송 총장 일행 5월 20-22일 중국 방문
교직원·학생 교류와 학술·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키로
우리 대학교 하우송 총장, 허종수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병룡 교수 일
행은 5월 20일부터 22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위치한 칭다오농업
대학교(총장 리바오두(李寶篤))와 무한에 위치한 후아종농업대학교(총장
떵수신(鄧秀新))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교는 이들 양 대학교와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학술 연
구를 위한 교류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교직원·학생
교류 ▲학술·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공동연구 활동 ▲학부 졸
업생들의 석·박사과정 상호 유치 ▲그외 필요한 공동협력 프로그램 수
행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위) 중국칭다오대학 (아래) 중국후아종농업대학

중국 줘장차이징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교직원·학생교류, 학술·교육정보 교환, 공동연구 등

우리 대학교는 중국 줘장차이징대학교(浙江財經大學校·총장 왕쥔하오
(王俊豪))와 학술교류와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6월 5일 체결했다. 
이번협정은하우송총장과왕쥔하오총장이직접서명하여체결했으며,
전태 국제교류센터장(교무처장), 최진현 경 대학장, 권예경 교수 일행
이6월 5-6일줘장차이징대학을방문하여세부내용의협의를했다. 
학술교류협정서에서 양 대학은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학술 연구
를 위한 교류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학협력단과 (주)동우펄프하이텍 산학협력 협정
●
생태환경자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산학협력단(단장 이건명)과 산청에 소재한 (주)동우펄프하이텍(대표이사
김형두)은 4월 2일 우리 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새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선정된
‘LOHAS경남누리사업단’(단장 김의경)에서 수행하는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환경자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산학 상호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혁
신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주)동우펄프하이텍은 현재 환경산림과학부 펄프제지연구실의 김철환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제품포장용
펄프몰드 포장완충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또한 플라스틱
육묘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육묘포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바른’과법률전문인력양성위한업무협약체결
●
법무법인‘바른’정동기 대표변호사 특별 강연도 마련

우리 대학교는 5월 14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법무법인‘바른’과
법률전문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하우송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교수와 법과대학 권기훈 학
장, 신재호 부학장, 전훈 법학연구소장이 참석했고, 법무법인‘바른’에
서는 정동기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협약서에서 우리 대학교와 법무법인 바른은‘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함

으로써 미래 법률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직원의 보수교육
에 대하여 관련 전공교수의 특강, 기타 법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직원
에 대하여 학부과정의 시간제등록, 사이버 강좌 수강, 대학원 과정의 교
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변호사와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특강을 우리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법과대학 학생이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바이오누리사업단, CEO·전문가 초청특강 잇달아 개최
●

경남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 양성사업단(단장 강규 )이 학생들에게
바이오분야 업계동향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리더십 함양에 도움
을 주고자 CEO와 전문가 초청특강을 잇달아 개최했다.
바이오누리사업단은 4월 11일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대림종묘
사 문인호 대표 초청 특강을, 4월 24일‘성공에도 공식이 있다’의 저자
이며‘원 성공아카데미’회장 허태근 교수 초청 특강을, 4월 30일 駐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김종석 대사대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또 5월
10일‘모티베이터’의 저자 KTF 조서환 부사장을 초청하여‘동기를 부
여하는 사람-Motivator’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주)성동조선해양유관홍회장, ‘나의꿈, 나의청춘’특강
●

유관홍 (주)성동조선해양 회장은 6월 3일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
토리엄에서 교수·학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나의 꿈, 나의 청
춘’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1990-2000년대 증권가에서‘유관홍

효과’라는 말이 나돌던 때를 이야기했다. 
유관홍 회장은“2년 전에도 경상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 특강 때 어느 자리에 앉았었는지를 정확히 기억
하면 합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명을 합격
시켰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관홍 회장은“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무엇부터 할 것인
지를 늘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 초청 특강
●

법학연구소(소장 전훈)는 5월 22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에서 교수·학
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
‘사회변화와 법원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최진갑 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위상과
재판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인 배심원 제도 등에 대해 법대생들이 알
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한국목재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

한국목재공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4월 17-18일
이틀간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에서 학회 회원, 우리 대학교 농업
생명과학대학 관계자, 농생대 환경산림과학부 교수·대학원생·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182편이다. 

사회과학연구원 2008년 국제학술대회
●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은 5월 23일 서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연맹 5층 대회의실에서‘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과 전략’이라는 주제
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연구과제인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조직 및 전략’을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회과학연구원의 1차 연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다. 

학술세미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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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연구자 10명과 남아공·캐나다·미국 등 4명의
외국인 학자가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
념과 조직, 전략을 검토한 논문을 발표했다. 

제15회 냉열기술포럼
●

한국냉열에너지학회(회장 정한식)와 우리 대학교 BK21 친환경냉열에너
지기계연구사업팀은 4월 11일 인제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인제대학
교·(재)한국기계연구원·(재)경남테크노파크·부광플랜트(주)·부국정
공(주) 등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냉열기술포
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린에너지시티 진해’연구성과 도출을 비롯
해 냉열에너지 기술개발, 냉열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모색을 겸한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교 권성현 교수의‘해외 Solar City의 사례와 향
후 전망’등 8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산학 교류회를 가졌다. 

남명학연구소, 인문한국사업선비문화백고좌첫강좌
●

남명학연구소(소장 최석기)는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
원하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인‘지리산권 문화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선비문화백고좌’를마련하고4월 29일 남명홀에서첫강좌를열었다. 
남명학연구소는 앞으로 지리산, 선비문화 등에 대한 대가 100명을 모
셔서 10년 동안 총 100회의 강좌를 열 계획이다. 
또 남명학연구소는 지리산권 문화연구 사업으로 연구, 학술, 교육부문
사업 등 크게 3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백고좌는 4월 10
일부터 진주향교에서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는‘진주시민과 함께하는
고전 아카데미’와 함께 교육분야 사업의 핵심이다. 

인문학연구소·세계문학비교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
인문학연구소(소장 권호종)와 세계문학비교학회(회장 진상범)는 5월 31
일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로벌 시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
로 2008년 춘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로벌시대 한국문화와 세계화’라는 주제의 기획주제 분과

에서 6편의 논문이, 자유주제에서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진상범
세계문학비교학회 회장이‘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원론적 제
안’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식물병리학회 2008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한국식물병리학회(회장 엄재열·경북대) 2008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가 4월 25일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학회회원 300여
명과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가운
데열렸다. 이번학술발표회에서는‘식물병리학연구의분자생물학적접
근’이라는주제로모두8편의주제발표와134건의포스터발표를했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국제심포지엄
●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소장조태환)는 5월 29-30일양일간공과대학에서
‘고성능항공기핵심부품설계기술’에관한국제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미국·일본·중국·인도 등 관련 분야의 해외
저명 연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서울대·KAIST·건국대 등 대학과,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소, 한
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산업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인 저명 연
구자 22명이 참석했다.

법학연구소, 프랑스엑스마르세이유3대학과공동세미나
●

법학연구소는 4월 28일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3대학(Aix-Marseille
Ⅲ) 행정연구소(CRA)와 공동으로‘해양환경문제와 법적과제’라는 주제
로 2008년 춘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 마
리 퐁티에(프랑스 파리1대학교) 교수가‘해양오염과 해양법’, 박종원(법
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사가‘해양오염방지와 사전배려 원칙’, 클래어
라조니( 남대학교) 외국인 초빙교수가‘수질관리상 오염자 부담원칙(유
럽연합과 프랑스)’, 최우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가‘입법자의 입법
형성을 통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항공기 소음공해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각각발표하고토론을했다. 

‘대학에서의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심포지엄
●

해양과학대학(학장 장충식)은 6월 3일 해양과학대학 파도관에서‘대학
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의 최순호 교육팀장,
세계 지속가능발전 교육 전문가인 최륜 박사, 해양과학대학 최병대 교
수, 정신 대학원생이 발제자로‘세계적인 동향과 실천 사례’,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역할과 비전’,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주실크 RIS사업 성과물 발표회
●

RIS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팀(사업책임자 이정숙)은 6월
4일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1년 동안 해온 사업의 성과물 발표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구식 국회의원과 하희 한국실크연구원
장, 조동규 진주시청 재정경제국장, 우리 대학교 이건명 연구처장과 진
주지역 실크업계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RIS사업팀은 지난해 7월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진주실크의 고부
가가치 전략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특
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 기획 지도를 하는 등 패션 상품으로서의 경
쟁력을 제고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대 교수, 통계청 경남지역통계협의회 위원장 위촉
●

사회과학대학 김상대(경제학과) 교수가 통계청으로부
터 경남지역통계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상대
위원장의 임기는 1년간이며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경남지역통계협의회는 상·하반기 각 1회와 부정기
협의회를 열어 급증하는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기관 간 의견교환, 고품질의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일하게 된다. 

오지원 교수팀,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

의학전문대학원
피부과학교실 오
지원·김지연 교
수와 우리 대학교
병원 박상 전공
의가 4월 17일 청
주 라마다호텔에

서 열린 제60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오지원·김지연 교수 등은‘방광 내 BCG 면역치료 후 발생
한 장미색 비강진양 피부발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조광제 교수, 창원클러스터 수석코디 임명
●

공과대학 조광제 교수는 5월 6일 창원클러스터추진
단(단장 이상천)으로부터 수석코디네이터로 임명받고
기업사랑방 운 , 기업 방문상담, 미니클러스터 프로
젝트팀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창원기업 애로해결 활
동에 나선다. 수석코디네이터란 창원클러스터추진단
이지난 2005년 9월도입해지금까지총 169건의기

업애로를해결하며기업인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는기업지원제도다. 

이상호 교수, 베트남 소녀 무료 심장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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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최구식국회의원, 도서관에도서기증
●

도서관(관장 김남향)은 진주지역 국
회의원인 김재경·최구식 의원으로
부터 의정활동 중 수집한 각종 입법
자료, 예·결산자료, 국정감사자료,
정부간행자료, 정부산하기관자료 등
도서 1362권을 지난 5월 27일 기증
받았다. 도서를 기증한 두 국회의원
은“지역 모교 교수와 학생들의 학

술연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이 국회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국
회의원은 올해 3년째 총 2711권의 자료를 기증했다.

‘남명 전시실’개관
●

우리 대학교는 4월 29일 남명학관에서 하우송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
직교수, 남명학후원회 이양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조규태·강호신
전 교수회장, 남명학연구소 최석기 소장을 비롯한 한문학과 교수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남명 전시실’개관식을 개최했다. 

도서관, 다독상 시상식
●

도서관(관장 김남향)은 제44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도서대출 순위 기준으로 우수상 2명과 장려상 13명 등 모두 15명을 뽑
아 4월 17일 도서관 회의실에서 도서관장을 비롯해,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다섯 번째 다독상 시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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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흉부외과학교실 이상호 교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
진 베트남 소녀(팜티흥타오, 15세)를 5월 13일 무료 수술했다. 
이번 수술은 지난 1월 베트남 타이빙성에서 인술을 편 해외봉사진료팀
(팀장 홍순찬 교수)이 경제적 사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팜 양을
우리 대학병원과 진주 선학로타리 클럽이 공동으로 무료로 수술하기로
결정해 이루어졌다. 

조정래 교수, 한국원예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
●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정래(원예학전공) 교수가 5
월 23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원예학회
2008년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
됐다. 
조정래 신임 회장은“최고의 전문 두뇌집단인 원예학
회가 그 동안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동을 통

해 학문발전을 선도하고, 원예산업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면서“학회 전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학
술활동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병룡 교수,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정병룡(원예학전공) 교수가 5
월 23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2008 한국원예
학회 정기총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병룡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두 가지 배지에서 재
배된 페튜니아의 생육에 최적한 질소비료의 형태별

농도’라는 제목으로, 정병룡 교수는“정원 식물로 아주 인기 있는 페튜
니아 모종을 온실에서 두 가지의 육묘용 배지에서 재배할 때 생육에 최
적한 질소비료의 형태별 농도를 구명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무원사회봉사단, 남해에서 마늘수확 봉사활동
●

공무원사회봉사단(단장 하중곤)은 봉사단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0일남해군남해읍차산리일원에서마늘수확농촌봉사활동을펼쳤다. 
봉사단은 농번기를 맞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봉
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 봉사활동을 했다.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

간호대학(학장 권인수)은 4월 25일 의과대학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하우
송 총장과 대학본부 관계자, 간호학과 3학년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
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과 학생들이 간호사가 돼 투철한 사명감과 희
생정신을 몸소 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하
우송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의료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
해 이들의 서약을 지켜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무지개사업단, 헌혈증 200장 새생명광명회에 기증
●

무지개사업단(단장 허보 )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사업단 소속 교
수·학생·직원 등이 단체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무지개사업단은 장애
인의 날을 맞아 4월 21일 사단법인 새생명광명회(회장 김기원)에 헌혈
증 200장을 기증했다. 

경상남도교육위원 9명 내방
●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장 박대현) 교육위원 9명이 5월 7일 우리 대학교
를 방문했다.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하우송 총장·본부 보직교수와
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대학 간의 원활하고 긴 한 교류협
력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교육위원과 우리 대학교는 지난 3월 경남도교육청 주관으
로 열린 경남도교육청·도내대학 간 교육협력사업협의회와 관련, 지역

의 교육협력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날 도교육위원들은 공동실험실습관, 남명 전시실, 어전용강의동 등
을 둘러보았다. 

김완수 학생,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 한국무용 전통 금상
●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김완수(2년) 학생이 지
난 5월 14~15일 이틀간 서울 광진구 능동 유
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8회 동아무용콩
쿠르에서 일반부 한국무용 전통부문(남자) 금
상을 수상했다. 
김완수 학생은 이날 한 숙류로 전승되고 있
는‘살풀이춤’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살
풀이가락에 맞춰 슬픔을 품어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인간 감정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아
1위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솔빛장학회’
스승의 날 맞아 장학금 전달
●

사범대학 부설중학교(교장 박승복) 교직원들로 구성된‘솔빛장학회’(회장
박만호교감)는스승의날을맞아5월 13일재학생 12명에게장학금20만
원씩전달했다. 
솔빛장학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 외
에도 입학식 때 3명, 졸업식때 3명에게 장학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입학식·졸업식 때 각 3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에만
총 420만 원이나 된다. 

자동차동아리‘카텍’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 World Top 15 획득
●

기계항공공학부 자동차동아리‘카
텍’(지도교수 송철기)이 지난 5월
28~31일 미국 일리노이 피오리
아에서 개최된 세계 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Baja SAE
Illinois)에서 전세계 115개 팀 중
종합 15위의 성적을 얻었다. 

우리 대학교 팀은 NURI 첨단기계사업단(단장 권진회)의 지원으로 8명
(팀장 4학년 강동수)이 1월부터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교(PSU)에 장기
연수 파견돼 현지 대학의 공학수업·어학수업을 이수하면서 차량설
계·제작·시험을 실시했다. 

Gyeongsang Mania

교내단신

김재경의원 최구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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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진주시지부
발전기금1억8000만원
기탁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지부장 이부근)는 우리 대학교

에발전기금1억8000만원을전달했다. 발전기금전달

식은5월7일총장실에서하우송총장을비롯한본부보

직교수, 이부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장, 오성환 부지

부장, 백성현 경상대학교 출장소장, 최진재·오현실 차

장등2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왼쪽부터백무선기획과장, 연성찬기획부처장, 김 복기획처장, 하우송총장, 

이부근농협중앙회진주시지부장, 오성환부지부장, 백성현경상대학교출장소장, 최진재차장

우리대학교후원의집·개척카드우대가맹점현황

발전기금 참여명단

한빛정신과의원 원장 강동우 2008/4-2008/6 150,000 한학기등록금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김상호 2008-04-17 50,000 〃
신문방송사 박은하 2008/4-2008/5 100,000 〃
경 대학 경 학부 교수 안병혁 2008/4-2008/5 100,000 〃
윤청회(인문대학 교수장학회) 윤호진외15 2008-04-01 1,000,000 경상장학회
총장 하우송 2008-04-02 1,200,000 60주년기념사업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황규홍 2008-04-18 2,000,000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교수 김형호 2008-04-25 500,000 재단위임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2008-05-07 180,000,000 농협광장조성비
STS개발㈜ 대표이사 김현석 2008-05-09 10,000,000 총동문회
경남은행 경남은행 2008-05-27 5,000,000 재단위임
인문대학 행정실장 정승한 2008/3-2008/5 150,000 후원5기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안황란 2008/4-2008/6 42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권인수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우선혜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구미옥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강 실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정면숙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은 2008/4-2008/6 420,000 〃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최소 2008/4-2008/6 420,000 〃
채내과 원장 김 채 2008-6-10 2,0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박진환 2008-6-10 1,000,000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조열제 2008-6-10 100,000 〃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 구인선 2008-6-10 100,000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박문정 2008-6-10 100,000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최우경 2008-6-10 100,000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김대군 2008-6-10 50,000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권해주 2008-6-10 100,000 〃
사범대학 행정실장 박윤호 2008-6-10 50,000 〃
㈜산지원 대표이사 서창수 2008-6-11 500,000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송자 2008-6-11 100,000 〃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 윤석주 2008-6-11 100,000 〃
김법환치과 원장 김법환 2008-6-13 5,000,000 〃
사범대학 학장 박종현 2008-6-17 200,000 〃
사무국장 한성우 2008-6-17 100,000 〃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박철수 2008-6-17 100,000 교육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부 교수 추호렬 2008-6-17 100,000 〃
공과대학나노·신소재공학부교수 안인섭 2008-6-17 100,000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하남길 2008-6-17 100,000 〃
연구산학협력지원본부장 이건명 2008-6-17 100,000 〃
학생지원처장 이상경 2008-6-17 100,000 〃
교무처장 전태 2008-6-17 100,000 〃
기획처장 김 복 2008-6-17 100,000 〃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이상호 2008-6-17 100,000 〃
국제어학원장 이광호 2008-6-17 100,000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안병곤 2008-6-17 100,000 〃
사범대학 어교육과 교수 문병태 2008-6-17 100,000 〃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김경모 2008-6-17 50,000 〃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김남순 2008-6-17 50,000 〃
사범대학 부학장 김 석 2008-6-17 50,000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정선태 2008-6-17 50,000 〃
대학원장 심 재 2008-6-17 50,000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강호신 2008-6-17 50,000 〃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정규 2008-6-17 50,000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권선옥 2008-6-17 50,000 〃
사범대학 어교육과 교수 송무 2008-6-17 50,000 〃
사범대학 어교육과 교수 김은정 2008-6-17 50,000 〃
사무국장 한성우 2008-5-29 400,000 쉼터조성기금
기획처장 김 복 2008-6-2 400,000 〃
교무처장 전태 2008-6-3 400,000 〃
학생지원처장 이상경 2008-6-3 400,000 〃
연구산학협력지원본부장 이건명 2008-6-5 400,000 〃
의과대학 학장 조경제 2008-6-11 400,000 〃
자연과학대학 학장 윤용진 2008-6-16 400,000 〃
수의과대학 학장 김종수 2008-6-16 400,000 〃
도서관장 김남향 2008-6-17 400,000 〃
교무과장 김진규 2008-6-17 400,000 〃
학생생활관장 김석현 2008-6-17 400,000 〃
교육전산정보원장 김상복 2008-6-17 400,000 〃

계 219,710,000 

(2008. 3. 21.-2008. 6. 17.)

발전기금

소속(직위) 출연자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소속(직위) 출연자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후원의 집

감로식당 김준형 일반음식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합천해인사 입구 주차장 맞은편 055-931-8800
개양숯불가든 황수자 돌솥밥 진주시 가좌동 221-10번지 개양역 맞은편 055-752-9255
고 궁 김정숙 한정식 진주시 주약동 94-10번지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055-753-8802
국 궁 허만재 갈비탕, 구이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5번지 경상대남문에서 내동방향 055-758-3422
남해물횟집 이경화 생선회 진주시 상평동 219-2번지 진주시청사거리에서 솔밭공원사이 055-755-5694
다다미횟집 김석운 생선회 진주시 칠암동 503-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어회초밥 홍덕윤 초밥 진주시 칠암동 512-1번지 진주세무서 뒤편 055-758-5963
삼현식당 김종례 갈치회, 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8번지 남해 미조 방파제 입구 055-867-6498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003번지 문산읍에서 진성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송원가든 안홍자 오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37-1번지 경대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858-9번지 경상대 후문앞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 요리 진주시 평거동 198-4번지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 동성동 11-18번지 구)윤양병원뒤 055-743-5876
오동나무집 이숙 한정식 진주시 계동 47번지 갤러리아백화점 후문방향 055-741-2387
GM대우바로정비코너 박동윤 자동차정비 진주시 칠암동 497-1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 중간지점 055-761-8585
금오식육식당 강수환 GAST한우 진주시 주약동 360-4번지 한보은빛아파트 후문(101동 앞) 055-762-6669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32-8번지 구)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48-9941
참숯화로구이/얼치기냉면 강기중 갈비, 냉면 진주시 가좌동 492-13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54-0933
진남정 주무경 국밥, 한우 진주시 가좌동 492-2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62-9020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 가좌동 1437-3번지 경상대 후문앞 055-754-6588
웰빙참오리 이 순 오리전문 진주시 가좌동 483-13번지 1층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055-758-5292
모나미문구 박 선 인쇄, 복사 진주시 가좌동 480-9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59-8122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480-5번지 U-city빌딩 107호 경상대 정문앞 055-759-8993 신규
e-어도참치 정경규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동 480-8번지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앞 055-757-3737 신규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동성동 2-13번지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6-4829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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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 업종 주 소 위 치 연락처 비고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교내구내서점 서적 가좌캠퍼스내 누리관 2층 결제금액의 5%적립 055-751-5228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개척카드 이용자 학내 주차요금 당일정액제(1회1,000원) 055-751-6576

SK진주주유소(평거 진주문고옆)

리터당 70원 할인(50원포함)

055-746-6051
남척주유소(주약동 세란병원옆) 055-752-6589SK주유소 주유소
동진주유소(상평동 한일병원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사천공항 부근) 055-853-4200

초록마을 유기농식품 주약점(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2%적립(일반인1%포함) 055-762-6284
날씬플러스의원 미용, 체형관리 학교후문에서 MBC방송국중간지점(강남빌딩 2층) 결제금액의 10%할인(피부미용, 비만, 두피 10%추가 할인) 055-755-4755
새미스포렉스 골프연습장 장재동 말티고개 아래 월 10%, 년 15%할인 055-759-7200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갑을가든에서 약 50m방면 월 10%(본인에 한함)할인 055-742-5535
이노티안경원 안경 본점, MBC점, 평거점 안경테 20%할인(행사시 추가 5%) 055-742-7300
쥬얼리아 액세서리 진주시내 지하상가(분수대옆) 결제금액의 5%할인 055-746-2656
귀족제화 구두, 핸드백 진주교육청 사거리 (구:동명고방향) 결제금액의 5%할인 055-758-7222
엠비씨네 화관 가좌동 MBC방송국내 현금 1,500할인+팝콘 무료 055-771-2510
라 푸 마 등산복, 장비 롯데시네마 건너편 8%(LG적립포함)적립 055-745-8596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 장비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결제금액의 5% 할인 055-763-0088
백두대간 등산용품 공설운동장 옆 10% 추가할인 055-742-5666
동방관광호텔 숙박, 호텔 시외버스 주차장 옆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055-743-0131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진양호 호수변 객실 20%할인 055-746-3734
워터피아 온천 호탄동 신흥지구내 월 5%(전관 이용)할인 055-755-4726
실 키 안 실크류 진주성 정문 성지 앞 (본성동 10-4)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055-747-9841
슈페리어 의류(골프웨어)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결제금액의 5%할인(행사시 제외) 055-745-0008
필 라 의류(스포츠웨어) 진주시내 차없는거리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45-4999
제일모직아울렛 의류(여성, 남성복)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055-745-6103
리바이스 의류(청바지) 차없는거리 파파이스에서 국민은행 중간 결제금액의 5%할인 055-741-1563
레 노 마 의류(주니어복)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 추가 10%) 055-747-7008
ISSEN 의류(여성정장)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앞 코너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 추가 10%) 055-742-7660
학교기업GAST 한우, 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055-854-8765

소렌띠아 음식(레스토랑) 평거점(평거동 원정스카이팰리스 15층) 결제금액의 5%할인 055-746-1051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055-761-9959

금오식육식당 음식(한우) 주약동 360-4번지(GAST한우) 결제금액의 5%할인 055-762-6669
참숯화로구이/얼치기냉면 냉면, 갈비 경상대 정문 앞 결제금액의 5%할인 055-754-0933
펄스카이 음식(레스토랑) 가좌동 개양오거리 롯데리아 6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53-0479
프레스코 진주경상대점 패 리레스토랑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 201호 결제금액의 10%(단 런치메뉴 및 디너세트 제외) 055-761-6717
호아센(경상대점) 음식(베트남쌀국수) 경상대 정문 앞 결제금액의 5%할인(마일리지 별도 적립) 055-761-1492
성 전 일식(회초밥) 사천시 사천성당 맞은편 결제금액의 5%할인 055-852-7720
로데오호탄점 생맥주 호탄동 615-11번지 1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62-0821
비 틀 즈 생맥주 가좌동 혜람빌딩 8층 결제금액의 10%할인 055-759-6155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경상대 후문 앞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055-757-4152
진주예삐꽃방 화환/전국배달 경상대 정문 앞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055-759-8993
미스터피자경상대점 피자전문점 경상대 정문 앞 결제금액의 15%할인(단, 쿠폰 및 할인카드 중복 불가/콜센터 주문 및 세트메뉴 제외) 055-757-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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