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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열정

자유, 나눔

커버스토리

창조는 진리의 터전이고, 

열정은 진리를 탐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이 젊음은 자유롭게 성장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깨달아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학문이 추구해야할 근본이며, 

개척인의 저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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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가좌벌광장 1년을 뒤돌아보다

경상을 말한다 건축학전공 사람들과의 만남

경상맨이야 올해의 과학자 선정, 장규태 동문

세계는 지금 일본 로벌 리더십 세미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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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n GNU

어느덧한해가가고새해를맞이할때가왔습니다.

수많은어느날의저물녘과같지만

한해를마무리할때는늘어수선한속에

긴장하고아쉬워하며많은의미를부여하게되는것같습니다.

되돌아보면어렵고힘든일도많았지만

즐겁고행복한순간역시많았습니다.

새해에는새마음새뜻이필요합니다.

안좋았던묵은기억은훌훌털어내버리고

희망의새꿈을꾸십시오.

올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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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모름지기 창조의 터전 위에 진리를 향한 열정을 키워나갈 때 진정한 지식의 상아탑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간 우리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통해 지성을

갈고 닦아왔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직한 보상이 아닐까? 뿌리 깊

은 나무가 잘 자라듯이 교육과 연구의 뿌리가 깊은 곳에 우수한 인재가 자라고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지난 우리 대학교의 역사가 말해주듯 교수진들의 활발한 연구업적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단연

앞선 수준이다. 그럼에도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석학들. 어떤 누구보다창의적인마인드로자신의학문을, 세계관을확장시켜나가는이들이있기에우

리대학교의미래는더욱눈부실것이다.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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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교원당 논문수, 논문당
인용수) 부산ㆍ경남 1위
조선일보와 국의 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공동 실시한‘2009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교는 평가 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구능력’을 나타내는‘교원당 논문수’와‘논

문당 인용수’에서 부산ㆍ경남지역 대학 중 1위

를차지했다. 

이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는‘연구의 질 정량

지표와 교환학생 지표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발

표한‘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

업’에서 6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연구능력에

대한높은평가를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세계 3대 과학저널 논문 발표
세계 3대 과학저널 중 하나인‘Cell’(셀)에 면

역 조절 신약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는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받았던 박찬

박사. 그는 우리 대학교 생화학과를 나와 우

리 대학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모두 따고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면역조

절용 신약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

으로평가받고있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교 출신 과학자들은 꾸준히

세계 3대 과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해왔다. 김민

철 농생대 교수가‘네이처’(2002)와‘사이언

스’(2005), 허원도 동문(KAIST 교수)이‘셀’

(2003)과‘사이언스’(2006), 장호희 동문(가천

의대 교수)이‘셀’(2004), 김민갑 동문(농촌진

흥청 연구원)이‘셀’(2005), 김외연 교수가‘네

이처’(2007)에 각각논문을발표해왔다.

학계에서 인정받는 GNU의 석학들
- 한국식물학회가 선정, 시상하는 최우수 논문

상을 수상한 윤대진(응용생명과학부) 교수

(WCU 사업단장, 한국과학재단 지정 식물분

자생물학및유전자조작연구소장)

- 제10회 국제 캘릭스아렌 학술대회에서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국화학회 케미컬커뮤니케

이션상을수상한이심성(화학과) 교수연구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제19

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권진회

(기계항공공학부), 백승철(의학전문대학원 미

생물학교실), 김진수(해양식품생명공학과), 윤

용철(지역환경기반공학과), 임채오(대학원 응

용생명과학부) 교수

- 제15회 국제 복합재료 구조학회(ICCS)에서

최우수 논문 1편에 주어지는 이안 마샬(Ian

Marshall)상을 수상한 대학원 기계항공공학

부의 문철진 씨 등 권진회 기계항공공학부

교수팀

- ‘2009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

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해양과학대

학 허동수 토목환경공학부 교수와 나고야대

학공학연구과염경선학생

- ‘2009년 한국수산경 학회 추계 학술대회’

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해양과학대학 문

성주(수산경 학과), 진상대(수산경 학과),

안 수(실습선) 교수

- ‘제7회 경남과학기술대상’연구부문 대상을

수상한농업생명과학대학하 래교수

‘왜?’라는의문에서출발한창조적인마인드로시작해인내와끈기로지금의성과를일구어낸석

학들의소식들은그야말로 광의결과물들이다. 지금도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새로운학문적성

과에도전하고있는그들은말한다. “기초지식의확고한확립없이는어떠한창조도없습니다. 기본

에충실하고애정과흥미를가지는것이창조적삶의바탕이되는것입니다.”그리고하나더. ‘자신

감’과‘여유’를가지고꾸준히탐구해나간다면어느덧고민하던문제가풀리면서미지의세계가열

릴것이라고. 그것이학자로서가장행복한순간이아니겠느냐며. 이들이우리개척인들의자랑스

러운스승이자또한그들자체가바로개척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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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특별한 나눔

Cover Story 자유+나눔=자유로운정신으로나눔을실천하다

젊음은 자유로운 열정의 에너지로 넘쳐날 때 비로소 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개척

인의 정신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어 왔다. 오로지 기본과 내면에 집중하는 열정과 자유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향한 긍정의 온기를 발산하는 곳. GNU가 특별한 이유이다.

개척과 도전정신이 있는 특별한 경험
학생들의자발적참여와능동적인운 시스템으로유명한국제화프로그램이있다. 바로

우리대학교가국제화교육의일환으로2004년부터실시해오고있는 로벌파이오니어프로

그램(GPP : Global Pioneer Program). 이프로그램은개척과도전정신을계발하여급변하는

국제환경에대한대처능력을배양하고, 전공이나교양관련주제를가지고외국교육현장을체

험케함으로써광범위한지식습득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실시하고있다. 참가학생들에게는

외국에가서관련주제에대한각종정보와자료를수집하고외국문화와문물체험을통해문

화의식을고취하는가하면, 전공또는교양과목과관련한다양한지식을습득할수있는기회

가제공된다.

이프로그램이특별한이유는바로외국의방문목적과체류기간동안의활동방안에대해

학생들이직접계획하고준비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학생들은주제선정에있어국제적현

안과문제점에나름의시선으로접근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이는평소 로벌리더로서의

자세와마인드에대한교육에힘써왔던GNU의 로벌교육시스템의성과라고볼수있다.

우리대학교는현재‘브랜드화된인재’를양성하고, 세계화교육강화를위해▲ 어전용생

활관운 ▲학생의 어캠프프로그램이수제도화▲중국3개대학과복수학위제 ▲미국피

츠버그주립대학·텍사스대학과학부생교류▲퍼듀대학·미주리대학과공동박사학위제▲

일본구주대학·오사카대학과학생·학술교류등을운 해나가고있다. 



문화교류와 국제경험 쌓는 특별한 나눔
21세기 로벌시대를살아가면서이제는세계속에서우리의역할을찾아수행해야할때이

다. 이에지난2008년개교60주년을기념해우리대학교는해외봉사활동을처음마련하

다. 이는학생들이해외봉사활동을통해봉사정신을기르고, 타문화를체험·교류하여국가

간의우호관계를도모하며, 나아가다양한국제적경험과 로벌마인드를함양하여차세대

아시아전문가및세계지도자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된프로그램이다.

특히수백명의지원자중봉사활동에적합한자격을갖춘학생을엄정하게심사하여선발

함으로써봉사의질을높이고있다는것이이프로그램의특징이다. 2주간의일정으로진행되

는봉사활동기간동안학생들은학교교육, 스포츠시설·휴식시설설치, 환경개선작업, 나무

심기등의활동을진행한다. 

이같은활동을통해해당국가에우리대학교를홍보하여학생교류를확대하교, 상대적으

로낙후된지역에선진교육과문화를전파, 다양한시설·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는등긍정

적인성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학생들에게국제적경험과 로벌마인드함양기회를제공

하여세계적인지도자로성장하도록한다는데의의가있다.

국외에서뿐만아니라국내에서는우리대학교공무원들로구성된‘공무원사회봉사단’과

기성회노조원들로구성된‘경상대봉사단’이있다. 특히사무국시설과직원들로구성된개척

기술봉사단은건축, 토목, 기계, 전기등의분야에서특출한전문성을가진단원들로서, 지역

사회소외계층, 농어촌오지마을, 사회복지시설을방문하여근로봉사와기술봉사를실시하고

있는것. 이밖에도각학과별, 사업단별로지식봉사활동을펼치는등이웃사랑을실천하는데

앞장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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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고문헌도서관’건립사업비

190억원확보

우리 대학교가 박물관과 고문헌도서관을

신축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시설사업에우리대학교‘박물관과고문헌도

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190억 원이 반 됐

다. 이로써우리대학교는경남지역문화재의

관리·연구·전시·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갖춘박물관을신축하게됐을뿐만아니라경

남지역의개인및문중소장문화재지정·비

지정고문헌문화유산관리의일원화와체계

적인보전을위한‘경남고문헌전문도서관’의

건립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설계공모등의과정을거쳐이르면2011년께

착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속적인노력으로숙원사업이뤄내

우리대학교는1989년경남에서최초로고

서실을 설치하고, 2001년에는 고서실을‘문

천각’(文泉閣)으로 확대 개편하 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지방대학육성사업고문헌도

서관건립을제안한것을계기로수년간다방

면으로건립방안을고심해왔다. 또한지역

민의고문헌기증이줄을이어, 2009년말현

재고서3만5000책, 고문서8761장, 목활자

2만점, 책판1576장, 인본2만권등8만여

점을 소장하게 되었으며, 이 중에는 경남도

지정문화재13종1762점도포함되어있다. 

우리대학교도서관은국가지식정보자원관

리사업, 역사자료정보화사업등을통해24억

2000만원을지원받아기증받은경남지역고

문헌을디지털화한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개

발하여대학구성원및지역민에게무료웹서

비스를제공하는것은물론, 한국역사정보제

공 경남지역 거점센터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문화재관리ㆍ연구ㆍ전시ㆍ교육에적합한

전문시설갖춘박물관신축

우리 대학교는 대학사와 지역역사에 대한

전시뿐만아니라, 체험교육, 연령별눈높이식

사회교육등대학박물관본연의기능을충실

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최

근들어박물관관람객들이정적인관람보다

동적인체험을선호하고있는점을감안, 전

시교육과함께직접만져보고, 체험할수있

는활동적인문화공간을마련할계획이다. 

또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문화재에 대

한세대별눈높이교육을할수있는여건이

마련되고, 장애인·다문화가정·벽지 주민

등소수계층에알맞은사회교육프로그램개

발및문화교육욕구도충족시켜줄수있을

것으로보고있다. 우리대학교는숙원사업인

박물관과고문헌전문도서관을건립하게됨으

로써지역거점국립대학교로서인문학분야

의연구중심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됐다. 

소중한경남의
역사와문화를지키는수문장

‘박물관및고문헌도서관’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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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분야 국내 최고수준 연구ㆍ교육 역량

다시한번입증

우리대학교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구성

하는연구팀이전국에서네번째로공동연구

센터(DRC, Degree and Research Center)에

선정됐다. DRC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

학이연계해핵심기술분야의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 센터를 통해 첨단기술 연구와

석·박사급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1차연도에서울대-원

자력연구원, 고려대-KIST, 포항공대-표준연

구원 등 3개 팀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경상

대-한국항공우주연구원 1개 팀만 선정됐다.

우리대학교는국내최고수준의대학들만이

유치해왔던 DRC 사업을 따냄으로써 항공우

주분야국내최고수준의연구·교육역량을

다시한번과시한것으로평가됐다.

‘항공우주비행체친환경기술융합

공동연구센터’설립

DRC에선정됨에따라우리대학교는‘항공

우주비행체친환경기술융합공동연구센터’

를설립하고우리대학교교수뿐만아니라한

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의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팀을조직할계획

이다. 이 공동연구센터에서는 항공우주기술

과친환경기술을접목한융합기술에대한연

구와교육을실시하게되며매년15명의석사

와3명의박사를배출할계획이다. 

이번사업을통해우리대학교와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은연구·교육분야의지속적인협

력을위한기반을확보하게되었다. 또한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경남지역항공업체들에대

한기술지원을활성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

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ㆍKAI(주)와

공동연구팀구성…3년간 24억 원투입

DRC 사업에는3년간총24억원의예산이

투입되며앞으로우리대학교에서항공우주공

학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원생(전일제)들에게

등록금과매월인건비가지급된다. 이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본부장(센터장·

임철호 박사)과 우리 대학교의 항공우주특성

화대학원장(조태환교수)이양기관의책임자

가된다. 

조태환교수는“우리대학교는항공우주분

야특성화대학으로이미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2006년부터MOU를통해공동연구를해

오고 있었다”며“교과부의 DRC 육성사업에

선정됨에따라앞으로인력선발, 프로그램선

정등보다실질적인논의와교류가진행될것

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

교과부가추진하고있는DRC는대학과출

연연구소간물리적연계를통해기초·공공분

야에대한심층적인연구(R&D) 및창의적인

력양성(HRD)을수행하기위한기관으로공동

연구및학위수여기능을연계한새로운모델

이다. 이와 같이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

연구소와대학간협력모델만들기에적극적

으로나서고있다. 

가자, 우주로! 
시작하자, 새로운비상!
전국네번째DRC(공동연구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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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주관컨소시엄, 

23억 5000만 원지원받아

우리 대학교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추진하는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규사업에‘해양

플랜트 전문기업 기술인력양성사업단’(총괄

책임자정용길정 기계공학전공교수)이선

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중에서 우리 대학교

주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이‘해양플랜트전

문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정부로부터2009년10월부터2011년 12월까

지27개월간총사업비23억5000만원을지

원받게됐다. 

앞으로 사업단은 해양플랜트 업계의 생산

성향상, 국내조선해양전문기업들의기술인

력확보, 해외기술료절감, 수주경쟁력강화,

신규일자리창출및확대에앞장설예정이다. 

맞춤형 기술교육 통해 전문기술인력 육성

이사업은해양플랜트(FPSO) 선박용 3개

의 국산화 패키지(해수펌프, 연료가스,

FPSO데크 장치) 관련 기업들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해양플랜트 전문기술인력

을육성하게된다. 또현장전문기술인력에

게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현장맞춤형재

교육시스템을제공함으로써해양플랜트기

자재의국산화율을높이고우리나라해양플

랜트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데목적

을두고있다. 

현재 국내 해양플랜트분야는 수주급증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

는실정이다. 이에해양플랜트설계및설치

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

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있는것이다. 

5개 대학 특성화, 

해양플랜트산업의 인적 인프라 견실

이사업에서우리대학교를비롯해부산대

학교, 삼진해양, 거제대학 및 동의대학교는

각각 리스크 관리(Risk assessment), 디자

인, 운전과유지(Operation&maintenance),

기술기록화(Technical documentation) 등

해양플랜트기술전반의교육강좌개설을주

관한다. 

이를통해해양플랜트와기자재산업에재

직하고 있는 초급·중급·고급 전문기술 인

력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중추산업으로발전하게될해양플랜트산업의

인적인프라를견실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정용길 교수는“우리 대학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남권 내 유관 연구소·산업체와

함께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생산·기술의 허

브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양산업을 전략산업으

로육성하고있는동남권에서지역전문기술

인력양성을통한기업의기술고도화를도모

함으로써 동남권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의핵심으로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이

라고말했다.  

해양플랜트기자재분야
전문기술인력육성책임진다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신규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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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문지‘네이처지네틱스’온라인판게재

우리 대학교 김재연(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참가한국제공동연구팀이세계최초

로오이의유전체염기서열을해독했다. 경제

적으로 매우 중요한 채소작물인‘오이’의 유

전체염기서열이세계최초로해독된것이다.

이로써‘박과’작물의 엘리트 종자개발이나

식물발달연구의중요한자원으로활용할수

있게됐다.

공동연구팀이 발표한‘오이의 유전체(The

genome of the cucumber, Cucumis sativus

L.)’란제목의논문은지난11월 1일과학전문

지‘네이처지네틱스(Nature Genetics)’온라

인판에게재됐다. ‘네이처지네틱스’는순수

과학분야의세계적저널인‘네이처(Nature)’

의유전학과유전공학분야자매지로, 이분야

에서세계적인저널로꼽히고있다.

한국ㆍ중국ㆍ미국ㆍ호주ㆍ네덜란드 연구팀으

로컨소시엄구성

김재연 교수 연구팀은 올해 초부터 오이의

유전암호해독을위해중국의베이징유전체연

구소(BGI-Shenzhen)와대학2곳, 미국대학3

곳, 한국, 호주, 네덜란드연구팀으로구성된공

동연구팀에서진행한‘오이게놈프로그램(the

cucumber genome initiative)’에참여해왔다.

오이게놈사업프로그램은, BGI 게놈센터의

오이게놈 염기해독에 참여한 팀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통해오이게놈정보를해독하

고활용하려는프로그램이다. BGI게놈센터는

중국과학원의베이징유전체연구소로1998년

설립후인간유전체를분석한것으로유명하

며, 현재다양한생물의유전체정보를분석하

고있다. 2003년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SARS) 바이러스유전체를세계최초로

해독하 다.

생물학연구의중요한자원으로활용

오이는멜론·수박·호박등과함께박과에

속하는작물이다. 이작물들은세계적으로약

900만㏊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열매·종자·

채소등으로연간1억8400만t이생산된다. 오

이는채소로서는최초, 그리고모델식물인애

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벼·수수·

포플러·포도·파파야에 이어 7번째로 유전

정보가해독되는식물로기록될전망이다.

김재연교수는“공동연구팀은오이유전체

정보해독을위해전통적인유전자염기서열

화방법과염기서열을짧은시간에수천만번

읽을수있는차세대염기서열화(NGS) 기술을

동시에사용했다”고전했다. 식물게놈분석을

위해NGS 기술을사용한것은이번이처음이

다. 연구결과오이게놈은3억5천만개의염기

쌍으로구성돼있어3억8900만개를갖는벼

와유사한길이를나타낸것으로밝혀졌다. 오

이유전체정보는성별결정, 병해충저항성,

과일의향기생산과관련된생물학연구등에

대한중요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김재연교수는“오이의유전정보는멜론등

다른박과식물의엘리트종자개발, 유전형질

개선및식물발달연구의중요한자원으로활

용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오이’
그숨은비 을
밝히다
세계최초‘오이’유전체
염기서열해독

김재연교수와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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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해보다바쁜한해를보낸우리대학교의 2009년을정리해보았다. 누구에게는치열했던한

해 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잊고 싶은 한 해 을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

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의미로 남아있을 2009년을 정리

하면서과연 GNU에는어떤일이일어났었는지살펴보도록하자.

의학전문대학원, 2단계 BK21사업
최종 선정‘쾌거’
우리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원장홍순찬)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학술진

흥재단이발표한2단계BK21 사업3차연도

중간평가결과신규사업단으로최종선정됐

다. 이로써2009년부터본격출범한의학전

문대학원 체제의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있게되었다.

JANUARY

첨단기계사업단, 
2년 연속 우수 사업단 선정
우리 대학교 누리사업단인 첨단기계사업단

(단장권진회)이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

흥재단)가후원하는‘2008년누리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인력양성 부문 종합 3위로

‘우수사업단’으로선정됐다. 이는지역산업

맞춤형교육과국제화교육으로높은취업률

을달성하고이에따라우수신입생확보라

는선순환구조를확립한것을인정받은결

과이다.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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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우리대학교가교육과학기술부가선정, 지원

하는‘2009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지

원대학으로선정돼연간48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우리대학교는취업률·국제

화등각종교육지표의향상을위한사업에

박차를가하게됐다.

항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우리대학교‘항공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

구센터’(센터장 전용기 정보과학과 교수)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

다. 이로써항공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

센터는앞으로최대6년간32억원을지원

받아차세대기술의하나인‘멀티코어항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됐다.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우리대학교병원(병원장정진명)이보건복지

가족부가 공모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에선정되었다. 경상남도심뇌혈관질환센터

가설립되면시설, 장비, 인력을확충하여도

내심장혈관질환관련수요를충족하고, 심

뇌혈관질환의관리교육및예방의중심역할

을담당하게된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개원

우리 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

주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사장김홍경) 등

세 기관이 산학연 공동으로 설립, 운 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원장 조

태환교수)이개원했다. 이로써우리대학교

는이부문에서국내어디서도따라올수없

는교육, 연구및취업의3박자를모두갖춘

국내유일의대학이되었다. 

GNU의 새‘랜드마크’
BTL 학생생활관 준공ㆍ개관
우리대학교의새랜드마크가될임대형민

자사업(BTL)으로추진한학생생활관이마침

내준공, 개관했다. 다양한학생복지시설을

갖췄고, 냉·난방시설과각종통합관리시스

템, 태양열설비, 옥상조경등최첨단시설들

이 총동원됐다. 총 사업비는 가좌동 213억

원, 칠암동67억원등280억여원이투입된

대규모공사 다. 

MARCH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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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사업 운 센터 개소
WCU사업운 센터(센터장윤대진·응용생

명과학부) 개소식이 열렸다. 우리 대학교

WCU사업 운 센터는, 앞으로 교수·대학

원생성과별인센티브제등다양한자체평가

기준을마련하여자발적인참여와경쟁을통

해우수한논문등의성과를창출하도록노

력할계획이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개소
우리 대학교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가 마침

내문을열었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는지

난2006년 100억원의사업비를투입, 공사

를시작하여3년만에완공된것으로지하1

층, 지상 4층의연구동·숙소동으로이뤄져

있으며 연면적 5419㎡이다. 이 해양생물교

육연구센터는△해양생물산업의발전을위

한대외인적자원교육훈련△학부·대학원

생의해양생물실험실습△해양과학및해양

생물산업에관한연구·기술개발보급과경

지도△실험분석장비의구축과이용△경

상남도해양관련네트워크구축과이용등의

목적으로건립됐다.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사업에서
도내 대학 중 최다과제 선정
2009년중소기업산학연협력사업에서경

남도내대학중우리대학교가가장많이선

정됐다. 중소기업청이발표한‘2009년중소

기업산학연협력사업’선정결과에따르면

우리대학교는11개과제가선정돼5억원의

사업비를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린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태양에너지
ㆍ바이오에너지분야선정
우리대학교는(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주관

하는‘2009년도그린에너지산업인력양성사

업’에총4개분야중태양에너지분야와그

린바이오에너지분야등2개분야에선정되

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의‘그린에너지산

업인력양성사업’은경남도내거주미취업자

와재취업자를대상으로이론·실습교육을

제공하여그린에너지분야전문인으로양성

하는사업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에 선정

우리 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

부가선정지원하는‘2단계산학협력중심대

학육성사업지원대학’에선정됐다. 우리대

학교의‘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은

향후5년간180억원을투입하여우리대학

교를동남권의산학협력을선도하는산학협

력중심대학으로육성하는사업을수행하게

된다.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FoTEC) 개소

산림청이전국3개권역에1개소씩지원·설

치할 계획인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가 우선

남부권에는우리대학교에시범설치하여운

하고있다.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는산주

와임업인을대상으로기술교육, 컨설팅, 산

학연네트워크구축및정보제공등다양한

분야의기술보급사업을하게된다.

MAY

JUNE

AUGUST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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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4개,
우수 1개사업단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누리사

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의

종합평가에서 5개 사업단 중 4개 사업단이

최우수, 1개사업단이우수한것으로평가받

았다. 이종합평가결과에서우리대학교는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단(단장

권진회·대형), 스마트부품소재인력양성사

업단(단장허보 ·중형), LOHAS 경남생태

환경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의

경·소형), 제조IT혁신인력양성사업팀(팀장

한관희·중형)이각각최우수사업단으로선

정됐고, 경남바이오비전생물산업인력양성

사업단(단장 강규 ·대형)이 우수사업단으

로선정됐다.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규사업
선정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동남광역경제권 선

도산업지원단이 추진하는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규사업에 우리 대학교의‘해양

플랜트전문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단’이선

정됐다. 우리대학교주관으로구성된컨소

시엄은 정부로부터 2009년 10월부터 2011

년 12월까지27개월간총사업비23억5000

만원을지원받게됐다. 

전국 네번째 DRC(공동연구센터)
선정
우리대학교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 이주진)으로 구성되는 연구팀이 전국

네번째로공동연구센터(DRC·Degree and

Research Center)에선정되었다. DRC사업

은정부출연연구소와대학이연계하여핵심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

센터를통해첨단기술연구와석·박사급전

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이다. 

SEPTEMBER

OCTOBER

NOVEMBER

최첨단 유비쿼터스
‘해양과학도서관’신축 개관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의‘해양과학도서

관’(관장 이상욱·정보통신공학과)이 우리

대학교에문을열었다. 신축개관한해양과

학도서관은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5184

㎡규모로서, 61억원의사업비를들여완공

됐다. 장서는8만5000여권이구비돼있으

며앞으로해양과학전문도서등을지속적

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식물ㆍ동물학
1위, 학생 충원율 1위
우리대학교는중앙일보의2009년대학평가

에서식물·동물학분야1위, 학생충원율1

위를각각차지했다. 학문 로벌평가는중

앙일보가 포스텍의 도움을 받아 5년간

(2004~2008) 22개 학문분야의 인문사회,

과학기술관련국제학술지1만824종을분

석한결과에따른것이다. 식물·동물학분

야전세계480개대학중교수논문수상위

290개대학을대상으로 2004~2008년 SCI

게재논문당피인용수기준이다. 우리대학

교는또중앙일보대학평가의세부평가부문

중학생충원율에서 108.36%로전국 1위를

기록했다. 우리대학교는이번평가에서평

가부문별로 골고루 순위가 상승했다. 이는

우리대학교가추진해온여러가지사업들이

성과를드러내는것으로, 명실공히경남의

대표대학으로의면모를재확인하는계기가

되었다.



경상을말한다 건축학전공사람들과의만남

“건축가는공간을통해
행복을창조하는예술가”

I n t e r v i e w

고르세아 레즈반(루마니아) 학생(4, 5학년 과정)

김강희 학생(5학년 과정)

유방근 건축학전공 교수

유하얀 학생(5학년 과정)

이안나 학생(5학년 과정)(왼쪽부터)

오늘동행한외국인학생은어떻게우리대학교와인연을맺게

되었나요?

유방근교수_ 현재건축학과는파리의건축대학인라빌레뜨(La Villette)

대학과 국제대학교류를 통해 학생교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양교에서2명씩교류하고있는데, 레즈반학생의경우그기회를이용해

우리대학교에오게되었죠. 내년에는우리과학생이갈예정입니다.

학과특성상팀과제나실습이많을텐데외국인학생과의수업이

원활한편인가요?

유방근교수_ 한국에유학을왔다면기본적인한국어정도는습득해야하

고, 배우려는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만약한국어습득이어렵다

면 어로라도제대로표현할수있어야하겠죠. 그것이수업에대한최소

한의예의라고생각합니다.

이안나학생_ 레즈반을비롯해외국인친구들이무척적극적이고, 열정

적인모습을많이보여주기때문에언어적인문제는크게느껴지지않아

요. 서로부족한부분을도와주다보면의외의시너지효과가날때가많

답니다.

건축학과는수업방식이나학교생활이어떤지궁금합니다.

김강희학생_ 교수님의수업방식이이론보다는직접보고만지면서스스

로생각하고느끼게만드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세요. 학생들에게동기

를부여할수있는수업, 참여하는수업을지향하는편입니다.

레즈반학생_ 우선각프로젝트를공동작업으로진행한다는사실이무척

인상깊었어요. 같은팀친구와콩 리시와한 리시를섞어가며대화하

는것도재밌었고요.

16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아

름다운 건축물과 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건축’

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해졌다. 딱딱하게만 느껴지

던 건축이 이 시대의 예술로 각광받는 지금, 이 행복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예비 건축가들을 만나 모두가 행복

해질수있는‘공간’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다.



“건축은문화적인것이기본바탕

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 창의적

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좋은 건축가가 되려

면많은곳의문화를보고, 겪고,

만져보는경험이중요합니다.”

얼마전로마에서열린‘2009년 국제건축설계스튜디오’에서대상을수상하셨다고요.

유하얀학생_ 처음엔세계유수의건축대학학생들이경합을벌인다고생각하니걱정이앞섰죠. 다행히교

수님의지도와함께팀을이룬방기애친구덕분에큰상을받을수있었던것같아요.

유방근교수_ 아마내가옆에있어서저런대답을한게아닐까요? 저는늘안내자의역할일뿐이지요. 두학

생모두스스로의노력과능력으로얻어낸성과라는점에서무척자랑스럽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정기적으로노후주택고쳐주기봉사활동을펼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김강희학생_ 저희과의이상정교수님이학회장으로계신농촌건축학회에서주관하고, 진행하는행사입니

다. 지자체에서수리가필요한낙후주택을선정해주면직접자재를구입해서마무리까지해드린답니다. 

이안나학생_ 행사때마다졸업한선배들이각종식음료를제공해주는덕분에오히려봉사기간동안더잘

먹고잘지내다온답니다. 우리가배운지식을바탕으로좋은일을할수있다는사실때문인지친구들도무

척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어요.

마지막으로여러분들이생각하는좋은건축이란무엇인가요?

유방근교수_ 건축가는지역, 즉환경을이해하고그곳에어우러지는건물을지어야합니다. 그래서다른문화

를경험하는과정이중요하죠. 직접체험하면서자기만의언어가생기고, 열린디자인을할수있게되는거죠.

레즈반학생_ 평소아시아문화에관심이많았었는데, 이렇게한국에서공부할기회가생기고보니더넓은세

상을만나고싶다는욕심이많이생겨요. 그리고이모든경험을통해서앞으로좋은건축가가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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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맨이야 올해의과학자선정, 장규태동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내 국가 장류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규태 센터장

이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가 수여하는‘2009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됐다.

우리 대학교의 옛 낙농학과를 졸업한 장규태 센터장은‘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

고 싶었다고…. 그는 우수한 혈통의 무균 미니돼지를 도입해 바이오 장기 및 재생

의학연구 등 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됐다. 그의 특별한‘돼지꿈’을들어보자. 

18

인류의무병장수를실현할
‘돼지꿈’꾸는과학자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된
장규태 국가 장류센터장을 만나다

I n t e r v i e w

국가 장류센터장

장규태 동문



예의 수상, 더 매진하라는 격려

올해의 과학자상은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과학기술연

구에매진하여뛰어난연구실적과성과로우리나라과학

발전에공헌하고, 과학자로서또한사회적역할과책임을

다해과학문화확산및대중화에기여하고헌신한노고를

격려하기위하여, 과학전문기자들이직접투표하여한해

동안과학기술, 건강의료분야에서탁월한업적과우리나

라과학의위상을드높인과학자1人을선정하여주는상

이다. 지난 11월 27일‘2009 과학언론인의밤’행사에서

올해의과학자상을수상한그는이상을통해짧지만은않

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되었다고한다. 그리고“이렇게 광스러운상을

주신이유가앞으로더욱연구에매진하라는뜻으로알고

국가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범부처적으로 활용

가능한공공인프라기반구축에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라며수상소감을밝혔다. 

장센터장은국내최초로국제규격의특정병원체부재

동물(SPF) 장류를확보해이에기반한연구개발시스템

을구축했으며, 바이오신약개발에필수적인약효및효능

검정시스템의국제규격화를이뤄냈다. 이를통해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온 바이오신약의 전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국가

장류센터를건설, 서울대, 가천의대, 포항공대, 이화여

대, 부산대, 충남대, KAIST, 녹십자, 유한양행등산학연

이범부처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공인프라를구축했다.

이와함께비만및제2형당뇨병질환모델동물을개발해

㈜대한바이오링크에이전함으로써비만치료제를개발하

도록했으며과학학술활동을활발히수행해JBC 등에논

문92편을발표하고12건의특허를가지고있다. 

생명공학연구의 꽃을 피우는 국가 장류센터

그가센터장으로있는국가 장류센터는우리나라를포함해미

국(8곳), 일본(2곳), 프랑스와독일(각 1곳) 등세계에서모두13곳

밖에없는연구시설이다. 2005년11월에지금의충북오창과학산

업단지로확장이전하 고2009년현재, 신약개발이나재생의학

연구등에널리이용되는SPF 장류자원6종약200여마리를

확보하고산학연의연구를지원하고있다. 또한이종(굋種) 간장

기이식에필요한무균미니돼지5마리도살고있다. 무균미니돼지

가있는곳은네덜란드미국일본등6곳에불과하며원숭이와무

균미니돼지를함께갖고있는실험실은우리나라가유일하다. 장

센터장은“저의 목표는 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의 이종(굋種)간

장기이식및재생의학연구의메카로만드는것입니다. 저희가벤

치마킹하고있는선진외국의대형 장류센터들과하루빨리어

깨를나란히할수있는센터로자리매김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

요합니다. 또한현재건설추진중인미니돼지중심의미래형동물

자원센터를바탕으로21세기형최첨단생명공학연구의꽃이라불

리는이종간바이오장기이식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세계

최초의장기이식전임상연구소로자리매김하는것입니다”라며멀

지않은장래의청사진을그려본다. 

‘돼지 꿈’꾸는 과학자

학창시절주위친구들보다앞장서서일하기를좋아해총학도호

국단(현재의총학생회) 간부를맡았던그에게있어지금의연구생

활을상상하지못했던일이다. 축산업종사자가되겠다던그의꿈

을바꾸고, 과학자로서의길을걷게한것은바로그가대학3학년

때접하게된발생공학이라는학문때문이었다. 

“대학시절에는안전하고품질좋은돼지나소를대량으로생산

해서사람들이안심하고값싸게돼지고기와소고기를먹게하는

것이저의꿈이었거든요. 그래서축산계열을선택하고낙농학과

에진학하게되었습니다. 그래도돼지를키우는꿈은여전히똑같

은것같습니다. 대학교시절에는먹기위한돼지를키우는것이

꿈이었다면, 지금은 21세기생명공학의꽃이라불리는바이오이

종장기산업의최종목표인무병장수를실현하기위한이종장기또

는재생의학연구용미니돼지를키우는것입니다. 어쨌든돼지랑

저는전생에많은인연이있었나봅니다.”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를 평소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그는“항상만족하는자세로생활하고, 모든일이그렇듯이너무

과하다생각되면절제할줄아는용단이필요하다”며현재꿈을

키우고있는개척인들을격려한다. 

대학교시절에는먹기위한돼지를키우는것이꿈이었다면,

지금은 21세기 생명공학의꽃이라불리는바이오이종장기산

업의 최종목표인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한 이종장기 또는

재생의학연구용미니돼지를키우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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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지금 일본 로벌리더십세미나참가

2020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느끼다 비행기를타고한시간남짓한시간이지나자우리는어느새일본

의관서공항에도착해있었다. 일본의첫인상은친절함그자체 다. 공항직원들의표정이나행동은분

명문화적이나언어적인차이를떠나서누구나느낄수있는친절함이었다. 나자신을비롯한일본을찾

은방문자한사람한사람이느끼는이러한친절함에대한기억이하나둘쌓여일본이라는한나라의이

미지를친절함이라고만들어낸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또우리들개개인이하는행동하나하나가국가

의이미지를만들어내는데얼마나중요한것인지에대해서도새삼느끼게되었다.

로벌 리더십의 현장을 찾다 이번 로벌세미나프로그램에서는먼저일본의관광지를둘러볼수

있는시간을가졌다. 고베대지진의기억을간직하고있는‘방재미래관’, 도요토미히데요시가건축한

가슴속에꿈틀대는
리더십을
발견하다
소중했던 일본에서의 4박 5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2009년 11월 6일. 우리는 어두운 새

벽하늘을 밝히는 일출처럼 설레는 마음을 지니고 로벌 리더십 세미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신서진 정치외교학전공 3학년

Global Leadership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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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각으로유명한오사카성, 백제인들의뛰어난건축기술을엿볼수있었던사천왕사, 단일목조건

물로서는최대규모를자랑하는금당이있는동대사, 139개의나무기둥으로만들어진툇마루가유명

한청수사등을방문했다.

하지만지금와서떠올려보면이런관광지에대한기억보다가슴에더와닿았던것은일본의국제기

구와NGO, 리츠메이칸대학평화박물관등을방문했던것이었다. 우리는기후변화와함께자연재해

의 경감을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ADRC(Asian

Disaster Reduction Center)와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물과위생등의문제를기술적으로다루는

국제기구인‘유엔환경계획 국제환경기술센터(UNEP-IETC)’를 방문하 다. 또 NGO인

‘JAFS(Japan Asian Association and Asian Friendship Society)’를방문해아시아국가들간의우

호관계증진을위해각국가들과지도자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해배울수있었다. 특히각기

관을방문할때마다기관전문가로부터브리핑을듣고질의와응답, 코멘트등의과정을거쳤는데모

두 어로진행되었다. 국제적활동을하는기관들에서일하시는분들에게 어라는것은단순히언

어그자체의의미를지니는것이아니라더큰세상을알아가고새로운지식과정보를얻기위해필

요한수단이라는것을새삼깨닫게되었다. 

외국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다 우리는교토시에있는‘리츠메이칸대학평화박물관’도방문했

다. 이곳은전쟁의실태를보여줌으로써세계평화를위해무엇을해야할지교육하는곳이었다. 

사실리츠메이칸대학을방문할수있었던것은국비장학생으로유학중인우리대학교02학번정규

리선배의도움이컸다. 평화박물관을방문하는것부터대학내미술관등모든시설을예약해주시

고, 친절하게안내까지해주셨다. 하루일정을함께하며선배와많은이야기를나눌수있었는데, 무

엇보다선배에게서직접듣는경험담이라그런지더가슴에와닿았다.

여행이라는것은다른문화, 다른사람을만나고, 결국에는그속에서자기자신을만나게되는것이

라고했다. 우리는이번 로벌리더십세미나를통해일본의문화를느꼈고, 국제사회를위해서일하

고있는사람들을만날수있었으며, 로벌리더가될수있는잠재력을지닌자기자신과만날수있

었다. 로벌리더십세미나를통해나는가슴속에만머물지않고세상을향해펼쳐나갈꿈과지식을

얻었다. 내가살아가는동안이지식은항상나를이끄는원동력이될것임을믿어의심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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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와함께하는사랑의헌혈운동

신종플루의 향으로 헌혈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자 경남혈액원이 헌혈의 집 운 시간을 늘리는

등비상운 체제에들어간가운데, 우리대학교

가 11월 3일‘경상대학교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

혈운동’을벌 다. 이번 헌혈운동에교직원과학

생등 150여명이참여했다. 

2010학년도‘미리가보는대학’

우리대학교의우수성을홍보하여대학입시지원

율을 높이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교내 체

육관에서 경남도내 51개교 학생 1만 6860명과

교사 530명을 대상으로미리가보는대학행사

를 진행했다. 행사는 대학 홍보 비디오 상 ,

2010학년도정시모집입학설명회, TOP페스티벌,

학내투어등으로이뤄졌으며, TOP페스티벌에서

는 축하공연, 도전 골든벨, 동아리 축하공연, 참

가학생장기자랑으로진행됐다.

사회과학연구원, 2009년국내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원은‘진보정당 운동의 자기 정립! 진보정치의 발전인가

퇴행인가?’라는 주제로 2009년 국내학술대회를 11월 10일 개최했다.

이번학술대회는한국연구재단후원으로열렸다.

2009 경남ㆍ전남한우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공동심포지엄

경남한우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단장 김삼철)과 전남한우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단장 이상석)은 11월 27일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ㆍ호남 한우산업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9년

공동심포지엄을개최했다. 

중국길림농업대학과국제학술심포지엄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중국 길림농업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심화시키고,

양대학농업생명과학분야의발전을위해 11월 11일국제학술심포지

엄을개최했다. 

BK21 아이큐브사업단, 3년연속연차평가 1위

우리대학교나노ㆍ신소재공학부가주관하는‘i-cube 소재ㆍ부품인력양성사업단’(이하아이큐브사업단

ㆍ단장남태현)이 2단계 BK21 지역우수대학원응용과학사업(재료분야) 3차년도연차평가에서 1위를차지

했다. 아이큐브 사업단은 1차,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이루었다. 

어 문학과설립30주년기념행사열려

올해로설립 30년을맞이한인문대학 어 문학과와 어

문학과동창회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에걸쳐설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퀴즈대회, 초청특강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어 문학과는 1979년 설립되어 1588명의학부졸업

생, 박사 31명, 석사 95명을배출했다. 

진주성라이온스클럽, 외국인유학생에게자전거무상지원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와 진주성라이온스클럽은 11월 13일‘외국

인유학생자전거무상지원을위한약정’을체결했다. 진주성라이온

스클럽은우리대학교에유학온유학생들의편의를위해올해 50대

를 무상으로 기증하 고,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구매하

여무상기증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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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국토와지역발전전략’초청강연세미나

공학연구원(원장 김 )

은 12월 1일 최고관리

자과정실에서 남인희

KAIST 초빙교수를 초

청하여‘녹색국토와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가 지역성장의 기조

로 삼고 있는 녹색성장을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위한것이었다. 

경남최초EU연구소설립

우리 대학교가 경남 최초로 유럽연합(EU) 관련 연구소

인‘EU연구소’를설립하고지난 11월 11일법과대학건

물에서 연구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 EU연

구소는 지난 9월 1일에 연구소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29일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EU

에너지정책과한국-EU FTA 체결에 따른경남도내수

출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창립기념 국

제학술대회도개최한바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개최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하우송 총장)

는 11월 6~7일 이틀간 거제 삼성호텔에서

2009년도 제3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에는 하우송 회장을 비롯해 10여 개 국립대

총장이참석으며, 이날협의회에참석한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전반적인 대학경 과

관련한정보교환을했다. 

산학협력단-김재경국회의원간담회

산학협력단은 11월 6일 한나라당 김재경 국회의원과

WCU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건명단장은WCU사업이우수한인재양성을위해지방

대학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

지도록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 

하명중 화감독초청특강

종합인력개발센터는학생들이다양한분야로진출하도록돕기위

해 12월 1일,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하명중 화감독을 초청하여

‘ 화에관하여’라는주제로특별강연회를마련했다.

김종대헌법재판소재판관초청특강마련

법과대학(학장 권기훈)과 법학연구소(소장 이종갑)는 11월 30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지식을 함양시

키기위해헌법재판소김종대재판관을초청하여‘헌법의규범성

과헌법재판’이라는주제로특별강연회를개최했다. 

‘미래사회에대비한다문화교육’국제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교육연구원(원장 박진환)과 사범대학

(학장하남길), 통일평화인권센터(센터장강수택)는

개교 61주년기념다문화교육국제심포지엄을‘미

래사회에 대비한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우리 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

에서개최했다. 

제6회시노ㆍ코리아신소재국제학술회의

우리 대학교는 제6회 시노ㆍ코리아 신소재 국제

학술회의(The 6th Sino-Korea Advanced

Materials & Technology)를 11월 2일과 3일 이

틀간진주동방호텔과통 에서중국칭화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국

제학술회의는 한ㆍ중 신소재 관련 기술교류를 위

해 시작했으며 첫 번째 학술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후격년으로개최해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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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교수, 수강인원 10만돌파기념
특별강연회마련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신웅 교수가 11월 25일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수강인원

10만 명돌파를기념하는특별강연회를개최했다.

강신웅 교수는 지난 1980년 4월 1일자로 우리 대

학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인문대학 부학장ㆍ학장,

출판부장ㆍ신문방송사 주간ㆍ학생부처장 등을 역

임했으며2010년 2월말정년퇴임을앞두고있다. 

하 래교수, 제7회경남과학기술대상수상

농업생명과학대학하 래(환경생명화학전공) 교수가제7회경남과학기술대상연

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하 래 교수는 기능성 생물소재인 공액리놀레산

(Conjugated Linoleic AcidㆍCLA)과관련해 1987년세계최초로CLA을연구

개발했으며 CLA를 학문의한분야로발전시킨것은물론, CLA를 산업화로연

계해나간공적을인정받았다. 또산학협력단장, 바이오21센터장, 경남TP바이오

산업교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경남의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의 공

적도인정받았다. 

한국수산경 학회우수논문상수상

해양과학대학 문성주(수산경 학과), 진상대(수산경 학과),

안 수(실습선) 교수 등은 지난 11월 28일 해양과학대학에서

열린 2009년 한국수산경 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

문상을수상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학술ㆍ연구교류협약

우리대학교는 12월 1일 안전성평가연구소와바이오ㆍ화학산업

분야공동연구와전문인력양성등을위한학술연구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지역 최대 거점 국립대학교와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 최대 인프라인 연구기관(안전성평가연구

소)이 공동 협력함으로써이 분야산업 및 학문의연계 발전을

극대화하기위해서이다. 

조우장겸임교수, 제18회대한민국무궁화대상수상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조우

장 겸임교수가 제18회 대

한민국무궁화대상(사회봉

사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

민국무궁화대상은 (사)대한

무궁화중앙회(총재 명승희)

가매년국가적ㆍ사회적으로가장모범이되는위

대한정신을가진분들을선정, 시상하고있다. 

신경득명예교수, ‘서사문학연구’펴내

우리대학교신경득(문학평론가) 명예교수가우리나라서사문학의기원과깊이,

넓이,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대한 분량의 문학평론집‘서사문학연

구’를펴냈다. ‘서사문학연구’는 1980년대후반새로운‘한민족문학’이론을주

창하여 온 신경득 교수의 일생의 역작이자 문학 이론의‘실천 비평서’라고 할

만하다. 특히‘서사문학연구’는 1960년대‘감성의혁명’으로떠받들어졌던김승

옥문학에대한최초의비판적연구서이자, 방대하고다양한우리나라서사문학

연구에새이정표를세운역작이다. 

백종국교수, ‘21세기정치학회’차기회장에당선

사회과학대학백종국교수가지난 11월 27일동의대학교국제관에서열린21세기

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21세기정치학회(The 21Century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는정치학관련학계와연구기관등에종사하는학

자ㆍ전문연구가들의학문연구와교류를장려하고그들의연구활동을실질적으로

지원할목적으로결성된정치학관련대표적전국학회중하나이다. 

이 희교수, 제19회경남예술인상공로상수상

사범대학 이 희(체육교육

과) 교수가 한국예총경상

남도연합회가 시상하는 제

19회 경남예술인상 공로상

을 수상했다. 이 희 교수

는 순수 창작예술 활동에

도매진하며지역의후학양성에열성을다한것은

물론, 문화 소외 지역민들에게 예술봉사활동 및

위문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

상수상자로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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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손잡고녹색융합기술개발한다

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인 우리 대학교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과손잡고녹색융합기술개발에나선다. 우리대학교는 12월

2일양측관계자 2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학술ㆍ연구ㆍ인적교류

에관한협약’을체결했다. 양기관은▲인력과학술정보의교류▲

시설과장비의공동활용을통해농업생명및첨단융·복합분야의

전문인력을양성하고공동연구를수행해나가기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연구·학술교류협약체결

우리 대학교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의약ㆍ바이오ㆍ생

명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2월 4일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교류회ㆍ설명회ㆍ간담회ㆍ기

술포럼 등 개최 ▲식품ㆍ의약품 관련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참여

▲양 기관 인력의 상호교류(교수ㆍ연구원 등) ▲보유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공동 활용 ▲학술정보 교류

및자문▲학생현장실습ㆍ취업지원등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 등에협력하기로했다. 

진주ㆍ창원KBS와산학협력협약체결

우리대학교와 KBS 진주방송국은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산학협력과 교류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이하고 11월 17일상호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했

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상호 산학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23일에

는미디어통합에따른정보통신및방송기술환경

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KBS창원방

송총국과산학협력협약을체결했다. 

협약서에서양기관은서로의발전을위해필요하

다고인정되는사업등에서상호긴 하게협력하

기로했다.  

제12회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수상

자연과학대학 성낙주(식품

양학전공) 교수와농업생

명과학대학 이정규(축산학

과) 교수가지난 10월 27일

제12회 농림수산식품 과학

기술대상을수상했다. 농림

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

산식품분야의창의적기술

개발로농어업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어업인

소득증대에기여한연구자

와산업체에주는상이다. 

국문학과 출신 홍인회 동문, ‘토끼전의 고향을 아니?’펴내

국어국문학과 출신 홍인회(42) 동문이‘엄마와 함께 떠나는 고전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토끼전의고향을아니?’를펴냈다. 이책은토끼전, 흥부전, 콩쥐팥쥐전, 홍길동전, 춘향전,

바보온달, 심청전등일곱가지의옛이야기가전해내려오는마을들을직접둘러본이야기

문화유산답사여행기이다. 홍인회동문은전래동화의고향을여행하면서옛이야기에얽힌

역사적사실도알게되고, 전래동화의행간에숨어있는옛선조들의마음까지읽어내는경험을책에담았다. 

박미 동문, 중국 서안시에서‘한국음식문화관광전’열어

우리 대학교 박미 동문(식품 양학)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

일까지 중국 서안시 대당 불야성 개관 기념으로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해‘제1회 한국음

식문화관광전’을 열었다. 한국음식문화재단(이사장 박미 ), 한국관

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가참여한이번행사에서는총 사관관저만찬, 한국 전통예술공연, 궁중음식

및교방음식등한국대표음식전시회, 비빔밥, 소고기불고기, 한국전통김치시식체험행사등다채로운

행사를펼쳤다. 이번행사에서는중국서안시부시장관, 태국주서안총 사, 대한민국주서안총 사를비롯

한주재외국인및기업인2000여명이참석해세계적‘韓食’문화의우수성을널리알렸다.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경남항공우주센터연계협력협약

우리대학교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단장조재경전기전자공학

부)이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발전을 효과적ㆍ체계적으

로견인해나가기위해지난 12월 1일경남항공우주센터(센터장

옥주선)와 산학연연계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기관은앞으로서로긴 한지원과협력을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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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과함께

발전기금
소 속 (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개척카드우대가맹점
가 맹 점 업 종 추가서비스 위 치 전화번호

교내구내서점 서적 결제금액의 5% 적립 가좌캠퍼스내누리관 2층 055-751-5228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당일정액(1회 1,000원, 단 학부및대학원생제외) 가좌캠퍼스주차관리실 055-751-6576

SK진주주유소(평거진주문고옆) 055-746-6051

SK주유소 주유소 리터당 70원 할인(50원 포함)
남척주유소(주약동세란병원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상평동한일병원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사천공항부근) 055-853-4200

초록마을 유기농식품 2% 적립(일반인 1% 포함) 주약점(주약동현대아파트정문앞) 055-762-6284
청담화이트의원 미용, 체형관리 결제금액의 10% 할인(피부미용, 비만, 두피 10% 추가할인) 경상대정문프리윌빌딩 301호 055-755-4755
새미스포렉스 골프연습장 월 10%, 연 15% 할인 장재동말티고개아래 055-759-7200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결제금액의 10%(교직원및학생에한하며중복할인불가) 할인 진양호방면약 50m방면 055-742-5535
이노티안경원 안경 안경테 20% 할인(행사시추가 5%) 본점, MBC점, 평거점 055-742-7300
쥬얼리아 액세서리 결제금액의 5% 할인 진주시내지하상가(분수대옆) 055-746-2656
귀족제화 구두, 핸드백 결제금액의 5% 할인 진주교육청사거리(구:동명고방향) 055-758-7222
엠비씨네 화관 현금 1,500원 할인+팝콘무료 가좌동MBC방송국내 055-771-2510
라 푸 마 등산복, 장비 8%(LG적립포함) 적립 롯데시네마건너편 055-745-8596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 장비 결제금액의 5% 할인 법원에서진주시청사거리 50m전방 055-763-0088
백두대간 등산용품 10% 추가할인 공설운동장옆 055-742-5666
동방관광호텔 숙박, 호텔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 할인 시외버스주차장옆 055-743-0131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객실 20% 할인 진양호호수변 055-746-3734
남강워터피아 온천 월 5%(전관이용)할인 호탄동신흥지구내 055-755-4726
실 키 안 실크류 결제금액의 10% 할인(실크매장) 진주성정문성지앞(본성동 10-4) 055-747-9841
슈페리어 의류(골프웨어) 결제금액의 5% 할인(행사시제외) 대안동중앙시장입구 055-745-0008
필 라 의류(스포츠웨어) 결제금액의 10% 할인 진주시내차없는거리 055-745-4999
제일모직아울렛 의류(여성, 남성복) 결제금액의 3% 적립(일반인 1% 포함) 진주시내중안파출소맞은편 055-745-6103
리바이스 의류(청바지) 결제금액의 5% 할인 차없는거리파파이스에서국민은행중간 055-741-1563
ISSEN 의류(여성정장) 결제금액의 10% 할인(행사시추가 10%) 구)MBC방송국맞은편진주간호학원앞코너 055-742-7660
학교기업GAST 한우, 햄 결제금액의 5% 할인, 쇼핑몰구매시마일리지 5% 적립 사천시용현면선진리학교기업 GAST 055-854-8765
소렌띠아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 할인 평거점(평거원정스카이팰리스 15층) 055-746-1051
로망스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 할인 금산점(금산청곡사입구) 055-761-9959
금오식육식당 음식(한우) 결제금액의 5% 할인 주약동 360-4번지(GAST한우) 055-762-6669
참숯화로구이/얼치기냉면 냉면, 갈비 결제금액의 5% 할인 경상대정문앞 055-754-0933
펄스카이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10% 할인 가좌동개양오거리롯데리아 6층 055-753-0479
프레스코진주경상대점 패 리레스토랑 결제금액의 10%(단, 런치메뉴및디너세트제외) 경상대정문프리윌빌딩 201호 055-761-6717
호아센(경상대점) 음식(베트남쌀국수) 결제금액의 5% 할인(마일리지별도적립) 경상대정문앞 055-761-1492
로데오호탄점 생맥주 결제금액의 10% 할인 호탄동 615-11번지 1층 055-762-0821
비 틀 즈 생맥주 결제금액의 10% 할인 가좌동혜람빌딩 8층 055-759-6155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 할인(시외지역제외) 경상대후문앞 055-757-4152
진주예삐꽃방 화환/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 할인(시외지역제외) 경상대정문앞 055-759-8993
미스터피자경상대점 피자전문점 결제금액의15% 할인(단, 쿠폰및할인카드중복불가/콜센터주문및세트메뉴제외) 경상대정문앞 055-757-7440
스위트번스(진주점) 커피전문점 결제금액의 5% 할인(쿠폰별도적립) 가좌동미켈란젤로빌딩 1층 055-753-3792
한우데이 한우, 갈비탕 결제금액의 5% 할인 호탄동삼성아파트옆 055-758-0005
유송석갈비 석갈비, 추어탕 결제금액의 5% 할인 가좌이주단지 055-754-7999

인문대학행정실장 정승한 2009/10-2009/11 100,000 재단위임
강동호회계사무소소장 강동호 2009/11-2009/12 200,000 재단위임
제12기 경남여성지도자양성과정 제12기 경남여성지도자양성과정 2009-11-12 2,000,000 재단위임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2009-12-21 500,000,000 재단위임
경 대학경 정보학과교수 안병혁 2009/10-2009/11 100,000 한학기등록금
인문대학 어 문학과총동문회 어 문학과총동문회 2009-12-03 1,700,000 인문대학
교무처장 이상경 2009/11-2009/12 800,000 자연과학대학
GM대우진주바로코너대표 박동윤 2009-12-02 3,000,000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환경학전공교수 추호렬 2009/11-2009/12 2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식품공학전공교수 류충호 2009/11-2009/12 2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학부교수 손대 2009/11-2009/12 2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임상학전공교수 양재경 2009/11-2009/12 1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학전공교수 허무룡 2009/11-2009/12 2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지역환경기반공학과총동문회 강재욱외 36 2009-12-16 29,1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단성중학교교장 박 자 2009-10-23 1,000,000 사범대학
KT&G 경남본부 KT&G  경남본부 2009-12-11 5,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교수 장상옥 2009-12-21 1,000,000 사범대학
울산대학교병원간호부장 류정옥 2009-11-16 1,000,000 간호대학
고현중학교교장 이순덕 2009/10-2009/11 400,000 간호대학
선마린바이오테크대표 박시향 2009-10-27 200,0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수산경 학과 교수 문성주 2009-12-02 500,000 해양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교수 장상환 2009-12-16 1,000,000 대학원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교수 정성진 2009-12-17 1,000,000 대학원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교수 정진상 2009-12-18 1,000,000 대학원
경상대학교경 대학학장 김의동 2009-10-21 1,000,000 대학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2009-12-21 50,000,000 의학도서관
해군사관학교연구사 이상훈 2009-10-21 500,000 남명학연구소
도동치과원장 김용식 2009-11-19 1,000,000 남명학연구소

계 60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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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초밥

동성동 (구)윤양병원 뒤편에 위치한 어원초밥은 이미 이곳에서만 30년째 성업 중

인토박이음식점이다. 일식 요리사출신인이신우대표는재료의신선도에서부터

주방의 조리과정 일체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재료의 신선

도와 음식의 맛이야말로 우리 식당의 자존심”이라며, “우리 식당의 맛을 기억하시

고 30년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손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바로

품질관리”라고 말한다. 특히 우리 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21기생이기도 한 이 대

표는 오랜 기간 후원의 집으로 우리 대학교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도움이

지만 이신우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Tip_ 생선회의유래
중국의 경우는 2500년 전의 공자가 쓴 논어의 향당편에 생선회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조선조 광해군 때에 유몽인이 지은 어우야담(於宇野談)에 최초의 기록이 있다. 일본에
서 생선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로마치 시대인 1399년에 쿄토의 한 신관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선회 역사는 조선중기의 비슷한 시기에 형
성되었다고볼수있다. 

주 소 : 진주시동성동 11-18번지
연락처 : 055)743-5876

후원의집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화번호

개양숯불가든 황수자 돌솥밥 진주시가좌동 221-10번지 개양역맞은편 055-752-9255
고 궁 김정숙 한정식 진주시주약동 94-10번지 진주세란병원맞은편 055-753-8802
남해물횟집 이경화 생선회 진주시상평동 219-2번지 진주시청사거리에서솔밭공원사이 055-755-5694
다다미횟집 김석운 생선회 진주시칠암동 503-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어회초밥 홍덕윤 초밥 진주시칠암동 512-1번지 진주세무서뒤편 055-758-5963
삼현식당 김종례 갈치회, 찜 남해군미조면미조리 168-8번지 남해군미조면방파제입구 055-867-6498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문산읍상문리 1003번지 문산읍에서진성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송원가든 안홍자 오리 진주시내동면독산리 137-1번지 경상대남문에서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가좌동 858-9번지 경상대후문앞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평거동 198-4번지 평거들말한보아파트부근억수탕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동성동 11-18번지 구)윤양병원뒤편 055-743-5876
오동나무집 이숙 한정식 진주시계동 47번지 갤러리아백화점후문방향 055-741-2387
GM대우바로정비코너 박동윤 자동차정비 진주시칠암동 497-1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중간지점 055-761-8585
금오식육식당 강수환 GAST한우 진주시주약동 360-4번지 한보은빛아파트후문(101동 앞) 055-762-6669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내동면삼계리 232-8번지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참숯화로구이/얼치기냉면 강기중 갈비, 냉면 진주시가좌동 492-13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54-0933
진남정 주무경 국밥, 한우 진주시가좌동 492-2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62-9020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가좌동 1437-3번지 경상대후문앞 055-754-6588
웰빙참오리 이 순 오리전문 진주시가좌동 483-13번지 1층 가좌동풍경채아파트정문부근 055-758-5292
모나미인쇄 박 선 인쇄, 복사 진주시가좌동 480-9번지 경상대정문앞 055-759-8122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가좌동 480-5번지 U-city빌딩 107호 경상대정문앞 055-759-8993
e-어도참치 정경규 참치전문점 진주시가좌동 480-8번지보성빌딩 2층 경상대정문앞 055-757-3737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동성동 2-13번지 중앙로터리경남은행후문 055-746-4829
석류정 남 규 횟집 진주시가좌동 766-3번지 석류공원과인공폭포옆 055-753-8088
두향(평거/가좌점) 황미란 순두부, 칡냉면 진주시가좌동풀리비안빌딩 2층(대 사우나 2층) 경상대정문앞 055-755-3100
진주온천남강워터피아 이은순 사우나 진주시호탄동신흥지구내 호탄동신흥지구 055-755-4726
스위트번스 천동욱 커피전문점 진주시가좌동 478-2 미켈란젤로빌딩 102호 경상대정문미켈란젤로빌딩 055-753-3792
한우데이 이은순 한우 진주시호탄동 619-9 호탄동삼성아파트뒤 055-758-0005
유송석갈비 이연정 석갈비, 추어탕 진주시가좌동 1892번지 가좌이주단지새동네 055-754-7999
참붕어탕 권점이 어탕, 찜 진주시호탄동 612-1 호탄동신흥지구 055-753-8446
종합상사교학사 조현규 문구, 잡화 진주시동성동 13-3 농협중앙회중앙지점옆(청소년수련관쪽) 055-7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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