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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눈은 놓치는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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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득 솜털 터는 몸짓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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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힌 이슬 받아줄 겨를 없이

아파하는 벗의 마음도 거들어주지 못하고
달려가는 제 발걸음이

어디에 닿는지도 모른다

잠시 멈추어 쉼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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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최근 세계 최초로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RNA를 발견, Science에 논문을
발표한 허재복 동문은 5년여간 우리 대학교 BK21 핵산생화학연구실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 분자세포생물학 연구
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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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생각이 자라는 대학

우리 대학교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크고 작은 학술

지에 발표되는 논문 수와 세계적 연구소들과의 협력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최신 연

구시설과 장학금 지급 등 잠재적인 가능성을 키워내는 지원도 확대되었다. 생각의 뿌리가

깊이 내린 이곳에 미래 세계적인 석학이, 세계를 움직이는 연구적 성과가 커가고 있다.

2010 인문주간 선언, 각종 행사 마련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이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소통과 융합의 인문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010 인문주간’을 선언하고 강연회·토론회·동문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은 강연회 행사로 조현설 서울대 교수의 ‘신화와 인문학적 상상

력’, 우리 대학교 박성석(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지역화와 세계화-민속으로 본 우리 문

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해군사관학교 최영호 교수의 ‘해양문학과 여성’, 문화평론가 진

중권 씨의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등을 마련했다.

토론회도 이어졌다. ‘인문주간 기념 학술토론회’가 ‘융복합 인문학의 제도와 모색’이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이영석 인문대학장이 ‘인문학 위기 담론과

융복합 인문학’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4

생각이 자라야 연구가 큰다
Special

+01

인문학이
생각의 기초를
세운다

경경경경경271경 경경-1:경경경경경270경  10. 12. 25  경경 6:33  Page 4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과제’ 2단계 진입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2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2007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2016년까지 3년씩 3단계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최장 9년간 총 20억 7000만 원(연 2

억 3000만 원)의 연구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라는 주제

로 1단계 과제를 수행, 다른 대학 중점연구소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받아 이번 2단계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회과학연구원은 향후 3년간 매년

2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2단계 연구 주제는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구조의 변화’이다. 기존의 세계화 연구

가 세계화를 긍정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인데 비해 사회과학연구원은 ‘세계화 현

상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속성이고 따라서 자본축적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

라 계급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5GYEONGSANG MANIA 2010. 11+12

세계 최대의 지식강연회 ‘TEDx경상대’

지난 12월 4일에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최

대의 지식 강연회로 알려져 있는 테드(TED)의 지역행

사를 열었다. 부산·경남 지역 처음이자, 지방대로는

KAIST에 이어 두 번째다.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로 “Idea Worth

Spreading(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국

제적인 규모의 지식 강연회를 여는 비영리단체다. 빌 게이츠, 엘 고어, 빌 클린턴 등 세계

적 유명 인사들이 이미 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TEDx는 TED의 지역행사로 세계 각지에

독립적으로 조직된 TED 행사를 이르는 말이다.

행사에는 6명의 연사들이 ‘세상, 사람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에 맞는 자신만의 이야

기를 18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들려주는 형식으로 강연회가 열렸다. 또한 영화감독 제임

스 카메론과 미국 뉴욕대학 클레이 셔키 교수의 영상 강연도 마련됐다. 청중들에게는 많

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철학을 압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가 되었다.

   
대학도서관 평가 ‘특성화 분야’ 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교 도서관의 ‘디지털 경남역사정보

센터 구축 및 운영’ 사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서관 특성화 분야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

상으로 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우리 대

학교 도서관의 경남역사정보 DB구축 사업의 우

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부터 경남에서

는 유일하게 도서관 내에 고서실인 ‘문천각’(文

泉閣)을 설치하여 경남지역 40여 문중으로부터

약 5만여 점의 고문헌을 수집·보존·관리하여

왔고, 기증받은 고문헌은 2004년부터 한국정보

화진흥원으로부터 4차에 걸쳐 약 3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황의열 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 문천각에 소

장된 고문헌은 대부분 경남지역 문중에서 무상

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

여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히며, 이로써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한 분들의 뜻

을 받드는 것이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계화 연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을 나누다

역사가 바로 서야 
학문이 제대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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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2

약학대학 설립

우리 대학교 26년 숙원 사업이던 약학대학을설립하고 29명

의 신입생을 받았다. ‘인류애의 실현과 21세기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여 지역보건약료에 헌신하는 임상약사, 실무형 산

업약사, 세계수준의 연구약사를 배출한다. 우리 대학교의 약학대학 설

립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약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공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7일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

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학교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교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총 49억 8000만 원

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설립 국책사업으로 선정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설립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

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

와 경상대학교병원이 협약을 맺고 창원시가 성산구 삼정자동 일원 7만

9547㎡에 대한 부지 보상에 나섰다. 오는 2015년 700병상 규모의 병

원이 문을 열게 되면 108만 시민은 물론 중동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WCU사업 중간평가 ‘전국 1위’ 달성

우리 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08~2009년에 선정된 전

국 35개 대학 149개 WCU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중

간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101과제 수행

국가과학기술능력의 배양과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리 대학교는 모두 101건

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교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편의부문 국립대 중 1위·동물/식물학 분야 2위 선정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실시한 ‘2010년 대학 지속가능지수’ 조사에서 편의부문 6

위(국립대 중 1위), 연구부문 15위에 오르는 등 전 부문에서 30위권에

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국내 9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대학평가에서 동물·식물학 분야 2위로 평가됐다. 

2010년 
가장 빛나던 순간

1

2

3

4

5

6BEST10

1

2

3

4

5

6

특집Ⅱ                            2010 GNU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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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개화시기 조절 RNA 세계 첫 발견

우리 대학교 BK21 핵산생화학연구실에서 석·박사 학위를

이수하고 현재 미국 텍사스대학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허재복 동문이 세계 최초로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RNA를 발견, 사이언스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학교 농·생명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고능력 송아지 대량 생산 기술 확립

지난 10월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 공일근

교수 연구팀이 OPU 유래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송아지를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체중도 크고 육질도 매

우 좋은 고능력 송아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를 무한 증식시키는 필수 유전자 발견

우리 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성림 교수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 미노루 코 책임연구원과 함께 배아줄기세포의 분열과 증식에 필

수적인 유전자를 발견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3

월 25일자에 발표했다. 이 유전자는 앞으로 안전한 줄기세포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NU-PU 복수박사학위 최초 취득

우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97학번인 정미선 박사

가 지난해 12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올해 2월

우리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미국 대학과 국내 대

학의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 미국 퍼듀대학교, 미주리대학교과 복수박사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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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분야의 

연구 경쟁력 입증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
7년 사업 결과 ‘최우수’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 ‘S’등급

우리 대학교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EB-NCRC)가 7년간

의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수행해온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에 대

한 최종 평가 결과 최우수를 가리키는 ‘S’등급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3년 국가

핵심연구센터로 최초 선정된 서울대 나노 응용시스템연구센터와 우리

대학교 환경생명과학연구센터(소장 이상열)의 정부지원 종료에 따라

그간의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8일 한국연

구재단 서울청사 강당에서 공개평가를 개최했다. 

NCRC사업은 연간 20억 원, 총 7년간 이종 학제간의 융합연구와 교

육과정 운영을 동시에 지원하여 단일 학과 단위에서는 어려운 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종료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대학에 10개 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세계 수준의 연구논문 발표 및 국제특허 다수 등록

NCRC사업이 시행된 2003년 첫해에는 서울대학교 나노 분야와 우

리 대학교 생명과학분야 단 2곳만 선정됐다. 당시 우리 대학교의 생명

과학분야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쾌거로 받아들여졌

으며, 2004년 4월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 개소식에는 전국

의 관련 분야 학자들과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관

심을 끌었었다.

우리 대학교의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는 11개 기관의 교

수급 연구원 29명과 200여 명의 석·박사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2개의

총괄과제를 수행하였다. 제1 총괄과제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의

적응기작 규명 및 환경스트레스 극복 기능 유전체 연구, 제2 총괄과제

에서는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친환경적 오염처리 및 복원, 예방, 모

니터링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과부로부터 연 20억 원씩 지원

된 7년간(2003. 12.~2010. 8)의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Cell(2편), Nature(1편), Science(1편), Nature

Genetics(1편)를 포함하여 650여 편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논문 발표와

국제특허 34건을 포함한 193건의 특허를 들 수 있다.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시스템 강화

환경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 연구목표 달성과 함

께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능

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센터 내에 최첨단 교육시스템 구축과 대학원생의 졸업요건 강화, 복

수 지도교수제 의무화, 영어전용강의, 해외 유명대학 현지 랩 운영, 해

외석학 초빙강의, 미국 퍼듀대·미주리 대학과의 복수 박사학위제 운

영 등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생명융합분야의 글로벌 인

재를 양성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10차(20년)에 걸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한-독 국제심포지엄을 한국과 독일에서 교차

로 개최함으로써 상호 협력연구와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원생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번 성과발표회는 최종평가와 동시에 진행되어 집단연구사업

평가 진행과정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금

까지 집단연구사업 평가는 서면평가, 토론평가, 발표평가 등의 방식으

로 진행하였지만, 이번 평가는 ‘공개평가 형태’를 최초로 도입하여, 평

가위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분야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개념을 전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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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연구역량, 

다시 한 번 인정받다

WCU사업 중간평가 ‘전국 1위’ 달성

대학의 사업단 지원실적 가장 우수

우리 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체 6개 사업단 중에서 3개 사업단이 A(우수), 3개 사업단이 B(보통)

로 평가받아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08~2009년에 선정된 전국

35개 대학 149개 WCU사업단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발표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별 우수 사업단 수는 우리 대학교에 이어

고려대가 8개 사업단, 연세대가 11개 사업단 중 각각 3개이며, 부산대

2개, 서울대·영남대·KAIST·UNIST가 각 1개이다. 특히 우리 대학

교는 우수 사업단 비율이 6개 중 3개, 즉 50%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대학의 사업단 지원 실적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사업단 2011년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는 우수 사업단에 ▲기후변화대응사업단

(사업책임자 윤대진 교수, 과제명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물 환경생명

공학 기술개발) ▲나노-바이오화학소재사업단(사업책임자 이심성 교

수, 과제명 : 자기조립형 초분자를 이용한 친환경성 나노바이오 소재

의 개발) ▲세포정보교환연구사업단(사업책임자 김재연 교수, 과제명

: 체관발달·유지 및 장거리이동 신호로 작용하는 체관단백질의 동정,

이동 메커니즘 및 기능적 특성분석)이 선정됐다. 

또 ▲수생명공학사업단(사업책임자 타카시 아오키 교수) ▲닭콕시

듐방제연구사업단(사업책임자 민원기 교수) ▲차세대 이차전지 융합

부품소재사업단(사업책임자 안효준 교수)은 각각 B등급으로 평가받

았다. 

우수 사업단 중 기후변화대응사업단과 나노-바이오화학소재사업단

은 2유형으로 국내전문가심사(60%)와 해외동료평가(40%)를, 3유형인

세포정보교환연구사업단은 국내전문가심사로 평가했다. 우수 사업단

은 내년 사업비의 15%를 인센티브로 지원 받는다.

변재현 산학협력단장은 WCU사업 중간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연구진흥을 위한 하우송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WCU사업 운영센터 설치, GNU 연구리더스클럽 운영

정부의 WCU사업에 전국 국·공립대학 중 서울대·KAIST에 이어

3번째(공동) 많은 사업단이 선정된 우리 대학교는 개별 WCU사업단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WCU사업 운영센터’를 설치했다. 

이 WCU사업 운영센터는 교수·대학원생 성과별 인센티브제 등 다

양한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논문 등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저명한 해외학

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학문교류

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기회도 제공했다.

우리 대학교는 또 WCU사업단 참여 교수가 모두 포함된 ‘GNU 연

구 리더스 클럽’을 발족하여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면서

우수 연구자들의 정보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WCU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부문 발전방안을 청취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셀’, ‘네이처’, ‘사이언스’

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학술활

동경비 및 장려금 지급지침’(연구진흥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도 이 같

은 노력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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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강화로 

조직의 경쟁력도 커진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HRD)’ 인증 획득

다니고 싶은 대학, 

다니기 ‘편한’ 대학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시설사업비 627억 6000만 원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달성

우리 대학교는 교육과학

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으로 3년마다 인증하는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에 선정되어 11월 22일 열린

‘2010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우리 대학교는

3년 전인 2007년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어 2회

연속 선정된 것이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으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국가가 공인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심사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

(HRD) 2개 부문, 8개 영역, 47개 항목으로 실시되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교는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재직 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능력을 적극 개발

하도록 유도해 왔다. 우수사례로는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학습동아리 운영, 간부 공무원 코칭 운영, 창

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직원의 장(단)기 어학연수 프로그

램 운영 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Best-HRD 인증을 획득한 우리

대학교에 대해 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교육훈련 프

로그램 지원, HRD 담당자 국내·외 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

팅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시설 확보ㆍ기숙사 등 ‘편의부문’ 평가에서 국립대 중 1위

우리 대학교가 2007년부터 2011년 새해 예산까지 최근 5년간 총

627억여 원의 시설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

수의 연구시설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됨

에 따라 새해 신규사업비로 책정된 항공우주공학관 건립 설계비 5억

82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57억 31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교의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76억 9900만 원의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2008

년 119억 1900만 원, 2009년 138억 500만 원, 2010년 136억 600만

원의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2011년 새해 예산 157억 3000

여만 원과 합하면 모두 627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향신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ERISS)와 현대리서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대학 지속가능지수’조사에서 우리 대학교

는 도서·교육시설 확보·기숙사·학생 설문 등으로 구성된 ‘편의 부

문’에서 국립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대학교의 교육시설은 각종 대학

평가 등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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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원율’ 국립대 중 2위, 전국 대학 중 11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

육개발원은 12월 2일 ‘2009

년도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

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

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

교의 평균 등록금은 417만 원

이고, 대학이 학생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1242만 8300만 원이었다.

등록금 환원율이 298%다. 

우리 대학교의 이 같은 등록금 환원율은 국립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 173개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는

11번째이다.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 중에서는 단연 1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생 1인

당 투자되는 교육 비용으로, 교육여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총교육비를 전체 재학생수

(대학과 대학원)로 나눈 것이다. 총교육비는 일반회계+기성회계+발전

기금회계+산학협력단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금 환원율’은 대학

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한 총비용을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나눈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정보공시센터

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의 2010학년도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공개한 자료를 분

석한 결과에서도 등록금 환원율은 261.1%로, 부산·경남·울산·제주

지역 일반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과학과, 동남권 차세대 IT 혁신 주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

우리 대학교가 지식경제부

가 올해 처음 선정·지원하

는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

대상’ 즉 IT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과장/사업책임자 강현석)는 올해 IT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앞으

로 6년간 36억 원을 지원받아,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동남권 IT 교육

선도 학과로 발돋움함으로써 차세대 IT 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게 됐다. 

IT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IT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

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

성할 것이다. 또한 IT 관련 산업체 연구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온-오

프라인 멘토링 과목 운영 및 취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중

심 교과로 전환, OCW·튜터제 등을 적극 활용한 학부 교육의 질적 향

상, 관문체제(Gate System)를 도입하여 학년별 학업 성취도 관리 등

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대학교 컴퓨터과학과는 2011년부터 컴퓨터교육과와 통합 운영

함으로써 교육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여 체계적인 IT 인력을 양성할 예

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LG CNS, 삼성 SDS, KT, SKT, 한글과 컴퓨

터, 안철수 연구소 등 국내 주요 IT 회사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인턴십,

채용 우대 등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IT융합대학을 설립하여 동남권 IT 교육 선도 대학으

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인재 양성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학생 등록금의 3배 교육비에 투자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 키워낼 것

IT교육 선도대학 선정…6년간 3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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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인자를 발견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

연의 순리이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와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식량난

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물의

개종과 개화시기 조절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열매를 맺

을 수 있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온난화로 인해 4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기온

이 들쑥날쑥하다 보면 식물들 역시 영향을 받아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는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화시기 조절 연구는 연관된 단백질을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허재복 동문은 세계 최

초로 단백질이 아닌 비암호화 RN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해내며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이다.

“식물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이른 봄에 서둘

러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춘화처리라고 합

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현상이 DNA에 결합되어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 변형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

려져 왔죠.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개화의 구조

및 기능을 변경하는 방아쇠가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

지 못하는 DNA 영역인 intron에 존재하는 비암호화

RNA 임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식량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 3대 과학저널 중 하

나인 ‘Science’ 12월판에 우리 대학교 출신 과학자의

이름이 선명히 아로새겨졌다. 주인공은 허재복 동문. 그

의 논문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농ㆍ생명분

야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허 동문은 지난 2000년부터 5년여간 우

리 대학교 BK21 핵산생화학연구실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 분자세포생물학 연

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화시기 조절하는 RNA 세계 첫 발견,
Science 논문 발표

허
재 
복 
동
문

화제의 인물                Science에 논문 발표한 허재복 동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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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논문 발표를 통해 얻은 성과

허재복 동문이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한 지도 5년이 다

되어간다. 초창기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시기

부터 2008년 텍사스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이번 개화시기 조

절에 관한 연구를 하던 시간들까지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쉽

지 않은 순간들이었다.

“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생물학분야는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꽤 오래 하는 편이

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Science 저널 편집장으

로부터 논문이 채택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흥분이 되었답니다.”

연구결과가 가지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2년 4개월이라고

하는 연구기간은 짧아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허 동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을 들여 연구한 내용이 성과를 내고 이것이 세계적인 학

술지에 발표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

락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기본이 잘 갖춰진 연구자가 훌륭한 연구자

허재복 동문은 성실하고 끈기 있는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

다. 이러한 바탕에 그만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는 훌륭한

연구자란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

람이라고 말한다.

“스포츠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분야의 경우에

는 학부생 때 배우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의 기본서 공부가

연구의 기초로서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의 연구생으로 있을 당시 뛰어난 연구시

설과 기자재 등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많이 난다는

허재복 동문. 학위과정 동안 받았던 지원과 연구수준 또한 어

느 외국대학에 뒤지지 않는 수준임을 자부한다고.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란 부분이 수많은 연구업적을 내는 연

구소임에도 실험기자재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

니 우리 후배들은 모교가 제공하는 연구 환경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기본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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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참맛’을 배워가는 중”

스승은 필시 제자를 격려하며 이끌어

주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이 터놓은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마땅하다.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도 발표하기 힘든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

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을 발표해 화

제를 모은 생화학과의 손영식 학생과

그를 지도했던 이근우 교수의 모습처

럼 말이다.

학부생으로 SCI 논문 발표한 손영식 학생, 
그리고 이근우 지도교수와의 만남

14

우리는 경상맨이야     SCI 논문 발표한 생화학과 손영식 학생, 이근우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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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생화학과 07학번)

이근우 교수(생화학과)

I n t e r v i ew

SCI 논문 게재 수락 판정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

나요?

손영식(이하 손 군) ● 설레어서 밤새 잠도 잘 못 잤어

요. 밤새 생각해보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부터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며 기뻐했던 시간까지 주마등처

럼 지다가더라고요.

이근우 교수(이하 이 교수)  ● 학부생으로서 정말 이

뤄내기 쉽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

견하기도 하고, 또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는 것 같아 만

족스럽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손 군 ● 이번에 제가 한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신

약설계분야’로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즉, 포도당의 대사를 조절하는 PPARγ

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 포도당의 농도를 낮게 유지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PPARγ를 활성화시키는 149

개의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 이를 분자도킹 연구를

수행하여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물질

로 2개의 분자구조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학부생으로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요?

손 군 ● 아무래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학과 강의 듣고, 과

제도 제출해야 하고, 기말고사 시험도 있었고요. 또 모

르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도 많고 도움

을 받아야 할 일도 많았어요.

이 교수 ● 본인의 연구에만 매진하면 되는 대학원생들

과는 다르게 학부생 때는 수업과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은 시기라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영식 군

은 대견하게도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구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의 지도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수 ● 저는 연구 지도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고 재

미있어 하는 일을 찾도록 조언하고 이끌어주려고 노력

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즐기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식

군에게도 기술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연구자로서

의 자세와 연구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

누었습니다.

향후 대학원으로 진학해 계속 연구자로서의 길을 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

어요?

손 군 ● 교수님 말씀처럼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연구하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신약개발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PARγ에 대해 다른 측면에

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연

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TOR이나 식욕억제호르몬인 레

프틴 등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손영식 학생이 어떤 연구

자로 성장해주길 바라시나요?

이 교수 ● 아직 배우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SCI 논문을 쓸 만큼 연구자적 자질과 역량

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자기 분야에 경쟁력 있는 과학자가 되어 연

구자로서의 성공도 이루고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식 학생은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나요?

손 군 ● 아직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기쁘지

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 게으름 피우

지 않고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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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위생과 안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지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DNA 분석 KIT‘참 한돈지기’개발

소고기는 이미 지난 200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이력추적제

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돼지는 소에 비해 개체수가 많고 검증

이 어려워 이력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학교 축

산학과 전진태ㆍ이정규 교수 연구팀이 돼지고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DNA 분석 키트 ‘참 한돈지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한돈’이 경쟁력을 갖추다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 등으로 축산물 수입개방

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는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의 정착과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해

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전진태·이정규 교수 연구팀은 농림수산

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2004~2006년, 2009~2010년

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총 5억 1000만 원을 지

원받아 돼지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돼지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DNA 분석

키트 ‘참 한돈지기(BioTraceTM)’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

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생산농장과 생산-도축-가공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산이력관리 기록에 문제가 발생하

거나, 둔갑판매에 따른 문제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축산학과

전 진 태 교수

탐방 기획         ‘참 한돈지기’ 개발한 전진태ㆍ이정규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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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분석 Kit

이미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소고기의 경우, 소 개체별로

DNA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되는 소고기에서 샘플을 확보하여 이

와 대조하는 동일성 검사나 한우와 수입육의 각 품종별 유전자 차

이를 이용해서 한우를 판별하기 때문에 품종확인을 적용하더라도

원가부담이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대부분의 원종

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한우처럼 개체별 동일성 검사를 하기에

는 원가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없었다.

“양돈산업현장에서 어미돼지로 사용되는 모돈이 평생 많은 상업

용 돼지(비육돈)를 생산하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습

니다. 즉 모돈의 DNA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샘플을 이용하여 친자감별 기법을 적용, 어미돼

지의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가능성만 제기되어온 돼지고기의 DNA를 분석

하는 Kit 개발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원가 부담

등 경제성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히 DNA 분석 결과를 이용

해 정확한 부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상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고 전염성 질병의 발생 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관리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 분야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구성과물이 산업으로 연계

우리 대학교는 이번에 상용화가 완성된 돼지고기 이력추적용

DNA kit 이외에도 이미 소고기 이력추적용 DNA kit와 한우고기

와 수입 소고기 판별용 DNA kit 등을 개발하여 학교기업

GAST(CEO 이정규 교수)에서 판매하고 있다. 즉, 개발된 기술이 연

구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기업 GAST와 연계하여 산업에 적응

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의 축산학과는 동물분야 분자수준의 연구역량이 세

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 현장에 대한 꾸준한 컨

설팅을 수행하면서 현장과의 협조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덕분

에 대학의 연구가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산업현장에서는 연구에 필

요한 현장검증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진태·이정규 교수 연구팀을 비롯한 우리 대학교 축

산학과 연구팀들은 국내 축산시장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서도 경

쟁력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품종과 부위에 대

한 개발 역시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먹는 육단백질 공급원입

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돈종의 경우 살코기 생산 위주의 품종

으로 구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식문화에 부합되지 않

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맞는 근내지방도가 높

고 성장률이 좋은 흑

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산단계(브랜드)

•부돈, 모돈 DNA 검사
•자돈생산 및 비육

메인서버 의뢰육 DNA검사

• 부·모돈 DNA 검사결과
D/B구축

• 친자감별방법을 통한 역추적
• 부·모돈 존재유무판별
• 부정육단속 및 브랜드육 판별가능

• 소비자 의뢰
• 브랜드육 관리자 sampling

도축단계

•브랜드육 계통 출하
•도축 관리

소비단계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식당판매
•정육점판매 등









축산학과

이 정 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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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의 연속이었던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Global Leadership 수업은 설렘의 연속이었다.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언제 쯤

갈 것인지 등 탐방 세부 사항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열띤 토론 끝에 홍콩

을 목적지로 정했고, 방문 일정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방문할 NGO 단체를 컨텍하는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다. NGO 단체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거나, 뒤늦게 확인하여 마음

을 졸였다. 하지만 다행히 3 곳의 NGO 단체에서 메일이 왔고, 우리는 11월 초에 즐거운 마음으

로 떠날 수 있었다. 공들여 준비해서 떠난 홍콩에서의 3일은 늘 새로움으로 가득했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홍콩에서의 새로운 경험

인권문제를 다루는 옥스팜과 아시아 인권 위원회,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린피스 방문

을 하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현황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옥스팜이었다. 옥스팜은 국제구호단체로 각종 캠페인 활동과 자원

봉사를 하는 단체였다. 이곳에서는 여느 기관처럼 기관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궁금

한 것들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

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문제의 심각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 Human Right Commission)

다. 아시아지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인 표현의 자

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진주’라는 한국인 관계

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인권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매년 주관하는 2010년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으로 3일간의 해

외탐방에 나섰다. 인권문제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NGO 단체인 옥스팜, 아시아 인권 위원회, 그린피스

를 방문하여 우리나라를 벗어나 아시아에서 바라보는

인권문제와 환경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다. 또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된 좋은 기회였다.  

이정아 사회학과 08학번

국제적 인재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경험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 in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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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이 반갑기도 하였고, 국제적으로 아시아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하

고 있다는 사실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였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각종 환경문제를 보호하

고 평화를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단체인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세계 각 곳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었다. 그린피스에 방문했을 때, 다양한 국적의 자원봉사자

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자원봉사에 참여하

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 한국에는 그린피스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관들을 우리

한국에도 유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글로벌 인재가 되는 길

나의 전공인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인권문제와 환경문제를 이론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특히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번 NGO 단체 방문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현실을

직접 알 수 있었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은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또,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인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

를 배웠다.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면서 더 새로운 꿈, 더 큰 포부를 안고 국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하게 되었다. 

그리고 Hermanns 교수님과 21명의 사회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곳으로 여

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 더 많은 사회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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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라이프           2011학년도 선상 입학설명회 & ‘미리 가 보는 대학’

20

‘유쾌하고  특별했던  만남’
2011학년도 선상 입학설명회 & ‘미리 가 보는 대학’

2011학년도 선상 입학설명회 
일  정 11월 24일 하루 동안
장  소 ‘한국의 나폴리’ 통영 앞바다 1000t급 실습선 ‘새바다호’ 위
대  상 경남서부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교사 50여 명

우리 대학교는 경남서부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선상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년째 열리고 있는 본 행사는 교사

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

다. 이날 해양과학대학 내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서 1시간 동안 입학설명

회를 개최한 뒤, 1000t급 실습선 ‘새바다호’로 이동하여 욕지도 앞까지 실

습선을 운항하며 트롤어업 체험,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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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앞두고 새해보다 더 밝고 환하게 GNU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예비 신입생

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갓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들, 일선 교사들과 함께 첫 인사를 가졌던 ‘입학설명회’에서부터 다채로운 공연과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미리 가보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즐겁고 특별했

던 만남. 오는 3월 가좌벌 캠퍼스에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며 그 시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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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미리 가 보는 대학’ 
일  정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장  소 우리 대학교 체육관 
대  상 47개 고등학교 학생 1만 6200여 명과 

교사 480여 명 초청

우리 대학교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대학입시 지

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 보는 대학’ 행사가 마련되었다.

입학설명회에서는 GNU인재육성전략, GNU 지역기반 산업,

GNU 맞춤형 교육, 각종 혜택(등록금, 장학금, 학생생활관,

교수학습환경, 캠퍼스 라이프), 특성화 분야, 2011학년도 입

학전형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교 동아리들

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장기자랑, 학내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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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뉴스

미주리대학과 복수학위제 MOU

지난 11월 16일 우리 대학교와 미국 미주리대학교(총장 Brady J. Deaton)

가 학부과정의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우리 대학교와 미주리대학교는 서명한 단과대학들 간의 학술교환과 교육프

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수ㆍ학생 교환과 공

동 연구과제 수행, 연구 심포지엄ㆍ컨퍼런스ㆍ협의회의 공동 개최 등을 명시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와 교류협정

지난 11월 1일 우리 대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총장 알버트

K. 카니그)와 학생과 교직원의 교환ㆍ교류 등을 추진하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

결했다. 이 협정서에서 양 대학은 ▲학생 교환 ▲교원 및 행정직원 교류 ▲공

동 연구과제, 강의,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교육, 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갑순 교수,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김갑순(제어계측공학과) 교수가

‘2010년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 ‘6 축

힘/모멘트센서를 이용한 구물체 손가락 힘 측정장치 개

발’(공동저자 김갑순ㆍ김현민ㆍ윤정원ㆍ신희석ㆍ이재호)

을 발표하여 최우수발표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강석중 교수, 한국수산과학회 원종훈 학술상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 강석중(해양생명과학 전공) 교수

가 지난 11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수산과학

회 정기총회에서 원종훈 학술상을 받았다.

장기철 교수, 2010년 보건산업기술 우수연구자상

우리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기철(약리학교실) 교수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

하는 ‘2010 보건산업 우수연구자’로 선발되어 보건산업

기술유공자상을 수상했다.

이영석 교수, 한국독일어문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 이영석(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지난

11월 26~2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독일어문학회

정기총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정치계 인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교는 지난 11월 16일 김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22일에는 정영희

국회의원, 30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특별 강연회

를 열었다. 또한 지난 12월 1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우리 대학교를 방

문,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우리 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

학부 2단계 BK21사업 ‘첨단기

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단

장 기계항공공학부 배명환 교

수)은 12월 14, 15일 이틀간 공

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멀티미

디어실에서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스펙트럴

차분법 및 등각지도에 관한 기초적 개념’에 대해 해외저명학자인 일본 동경

공업대학 대학원 모치마루 요시히로(持丸 義弘) 교수의 초청특강을 열었다.

NEWS                        www.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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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교수, 한국의류산업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정숙(의류학과) 교수가 지

난 11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0년 한국의류산

업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최석기, 정완상 교수 저서, 문광부 우수 교양도서에 각각 선정돼

우리 대학교 최석기(한문학과) 교

수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

부’(보고사)와 정완상(물리학과)

교수의 ‘지구환경 파수꾼 요리왕

콩쥐’(함께읽는책)가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

원장 양성우)가 선정하는 ‘2010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됐다. 

강희근 명예교수, 신작 시집 ‘새벽 통영’ 출간

우리 대학교 명예교수 강희근 시인의 신

작 시집 ‘새벽 통영’이 10월 말 도서출판

경남의 ‘경남대표시인선 11권’으로 출간되

었다.

정종화ㆍ이상열ㆍ김재연 교수, ‘2010년 교과부 기초연구 우수성과’

우리 대학교 자연과

학대학 교수 3명이

‘2010년 교육과학기

술부 기초연구 우수

성과’에 선정되어 10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았

다. 주인공은 (왼쪽부터)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정종화 교수, 생화학과 이상열

교수, 김재연 교수이다. 경남 도내에서는 우리 대학교 교수 3명만 선정됐다.

제3회 개척언론인상에 김종철 전 진주MBC 편성국장 선정

우리 대학교가 언론창달과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 언론

인에게 수여하는 ‘제3회 개척언론인 상’의 올해 수상자에

김종철(임학과 1970년 졸업) 전 진주문화방송 편성국장이

선정됐다. 

‘2010 산학협력의 날’ 제정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

성사업단(단장 조재경)과 인재개

발원(원장 류성기)이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성공 체감을 공유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질적 확산을 위해 11월 25일 하

루를 ‘2010년 산학협력의 날’로 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카자흐스탄 세메이국립의과대학과 교류협정

우리 대학교는 카자흐스탄 최대

의 의학교육 기관 중 하나인 세

메이국립의과대학(총장 톨레베이

K. 락히프벡코브)과 11월 25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KT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우리 대학교와 주식회사 KT(기업

고객부문 사장 이상훈)가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조성 전략의 하나

로 모바일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

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민속춤 시리즈 1-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아시아춤문화연

구소 김미숙무

용단(단장 김미

숙ㆍ민속무용학

과 교수)은 아시

아의 민속춤을

주제로 해설이 함께하는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의 첫 번째 무대를 국립 부

산국악원에서 11월 26일 열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의 춤과 문화를

연구하는 아시아춤문화연구소는 아시아의 다양한 춤을 주제로 한 공연인 아

시아 민속춤 시리즈Ⅰ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의 올해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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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뉴스

도서관, 고문헌 기증자에게 감사패 전달, 문고 현판식 가져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황의열)은 11월 16일 도서관장실에서 원교 이광사

필첩과 역양 선생 문집 책판을 기증한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문천각에서 문고현판식을 열었다. 고문헌을 기증한 분은 최영덕 씨와 문선모

우리 대학교 교수다. 최영덕 씨가 기증한 고문헌은 150여 점으로 경남 고성

군 하일면 학림리 일명 ‘최영덕 씨 고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78호)에 소

장되어 있던 자료들로, 지난 8월 24일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설립

우리 대학교가 미래 성

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

해 체계적이고 확실한

연구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그린

에너지융합연구소’를 설

립했다. 우리 대학교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공동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

는 권순기 공과대학장과 김기원 교수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앞

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해 대학 내에서 개별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이 있으나, 이를 좀 더 체계

적이고 확실한 연구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를 설립하

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모색’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인권사회발

전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

회 및 인권기반사회정책

연구회와 공동으로 10월

26일 우리 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에

서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0년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

했다.

남명학연구소 2010년 제2차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남명학연구소는 11

월 5일 우리 대학교 남명홀에서

‘남명학의 계승 양상과 강우지역

의 학술-경상우도 蘆沙學團 趙性

家ㆍ崔琡民을 중심으로’라는 주

제로 2010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남명학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농포 정문부, 능허 박민, 후산 허유,

물천 김진호, 만성 박치복, 창주 하징, 옥동 문익성, 망우당 곽재우, 면우 곽

종석, 노백헌 정재규 선생 등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여성연구소 ‘대학사회와 성평등’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소장 이

혜숙)가 11월 25일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에서 ‘대학사회와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2010년 국사련 워크숍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

교(교장 김갑동)는 11월 4일 우리

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교

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수업

컨설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로 전국 국립사범대학부설중고등

학교연합회(국사련ㆍ회장 이홍자) 2010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사련이 주최하고 우리 대학교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제13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29명 수료식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안

동준)은 제13기 경남여성지도자

과정 29명의 수료식을 11월 16일

남명홀에서 개최했다. 

NEWS                        www.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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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금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우리 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이사장 강갑중 前 경남도의원)은 12

월 8일 법과대학 세미나실에서 ‘201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법과대학

학생 27명에게 모두 49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우리 대학교 김순

금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11월 독지가 김순금 씨가 60억 원 상당의 재산

을 출연하여 설립됐다. 

‘입학사정관제전형’ 올해 첫 시행

우리 대학교는 지난 12

월 11일 ▲개척바이오

인재 80명 ▲농ㆍ임ㆍ

어업후계자 전형 22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명 ▲지도력 및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22명 ▲농어촌 출신 126명 ▲전문계고교 154명 등 총 6개 전형에 414명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입학사전관제전

형에서 학생의 인성ㆍ태도ㆍ학업이수 계획ㆍ학과활동 성향까지 알아보는 등

대학입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예학과, ‘2010 원예 특별전시’

우리 대학교 원예학과

학생들과 사업단들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

관 앞 분수대(정문방면)

광장에서 ‘2010 원예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

했다. 행사는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지난 11월 26일 우리

대학교 BTL 학생생활

관 9동에서 우리 대학

교 자위소방대 40명과

진주소방서 40명이 참

여한 가운데 화재예방

과 초동 대응태세를 확

립하고 자위소방대의 자율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도 관계기

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외국인 교수ㆍ유학생 위한 영문판ㆍ중문판 ‘GNU Guidebook’
제작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

제경쟁력을 제고해 나

가고 있는 우리 대학교

가 이들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

은 영문판·중문판

‘GNU Guidebook’을 펴내 배포했다. GNU Guidebook은 외국인 교수

와 유학생들이 초기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우송 동문, 제13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산업포장)

우리 대학교 화학과 출신 이우송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10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용 생물소재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하종규 동문,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수상

우리 대학교 동문인 하종규(농생명공학부) 서울대학교 교

수가 우리나라 반추동물영양학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

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아 지난 11월 서울대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하는 상록농업생명과학 연

구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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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맹  점 업  종 추가서비스 위     치 전화번호
교내구내서점 서적 일반서적 10% 할인(전공서적 제외)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055-751-5228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당일 정액(1회 1,000원, 단 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055-751-6576

SK진주주유소(평거 진주문고 옆) 055-746-6051

SK주유소 주유소 리터당 70원 할인(50원 포함)
남척주유소(주약동 세란병원 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상평동 한일병원 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사천공항 부근) 055-853-4200

초록마을 유기농식품 2% 적립(일반인 1% 포함) 주약점(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055-762-6284
청담화이트의원 미용, 체형관리 결제금액의 10% 할인(피부미용, 비만, 두피 10% 추가 할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 301호 055-755-4755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결제금액의 10% 할인(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 진양호 방면 약 50m방면 055-742-5535
이노티안경원 안경 안경테 20% 할인(행사 시 추가 5%) 본점, MBC점, 평거점 055-742-7300
귀족제화 구두, 핸드백 결제금액의 5% 할인 진주교육청 사거리(구:동명고방향) 055-758-7222
엠비씨네 영화관 현금 1,500원 할인+팝콘 무료 가좌동 MBC방송국 내 055-771-2510
라 푸 마 등산복, 장비 8%(LG적립 포함) 적립 롯데시네마 건너편 055-745-8596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 장비 결제금액의 5% 할인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055-763-0088
백두대간 등산용품 10% 추가 할인 공설운동장 옆 055-742-5666
동방관광호텔 숙박, 호텔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 할인 시외버스 주차장 옆 055-743-0131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객실 30%, 레스토랑(노블레스&신요코) 10% 할인 진양호 호수변 055-746-3734
남강워터피아 온천 월 5%(전관 이용)할인 호탄동 신흥지구 내 055-755-4726
실 키 안 실크류 결제금액의 10% 할인(실크매장) 진주성 정문 성지 앞(본성동 10-4) 055-747-9841
슈페리어 의류(골프웨어) 결제금액의 5% 할인(행사 시 제외)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055-745-0008
필    라 의류(스포츠웨어) 결제금액의 10% 할인 진주시내 차없는거리 055-745-4999
제일모직아울렛 의류(여성, 남성복) 결제금액의 3% 적립(일반인 1% 포함)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055-745-6103
SHA Gang 여성맞춤전문 결제금액의 10% 할인(행사 시 추가 10%)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 앞 코너 055-742-7660
학교기업GAST 한우, 햄 결제금액의 5% 할인, 쇼핑몰 구매 시 마일리지 5% 적립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055-854-8765
소렌띠아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 할인 평거점(평거 원정스카이팰리스 15층) 055-746-1051
로망스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 할인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055-761-9959
금오식육식당 음식(한우) 결제금액의 5% 할인 주약동 360-4번지(GAST한우) 055-762-6669
부산냉면(구 얼치기냉면) 냉면, 갈비 결제금액의 5% 할인 경상대 정문 앞 055-754-0933
펄스카이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10% 할인 가좌동 개양오거리 롯데리아 6층 055-753-0479
프레스코 진주경상대점 패밀리레스토랑 결제금액의 10%(단, 런치메뉴 및 디너세트 제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 201호 055-761-6717
로데오호탄점 생맥주 결제금액의 10% 할인 호탄동 615-11번지 1층 055-762-0821
비 틀 즈 생맥주 결제금액의 10% 할인 가좌동 혜람빌딩 8층 055-759-6155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 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후문 앞 055-757-4152
진주예삐꽃방 화환/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 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정문 앞 055-759-8993
미스터피자경상대점 피자전문점 결제금액의 15% 할인(단, 쿠폰 및 할인카드 중복 불가/콜센터 주문 및 세트메뉴 제외) 경상대 정문 앞 055-757-7440
스위트번스(진주점) 커피전문점 결제금액의 5% 할인(쿠폰 별도 적립) 가좌동 미켈란젤로빌딩 1층 055-753-3792
한우데이 한우, 갈비탕 결제금액의 5% 할인 호탄동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유송석갈비 석갈비, 추어탕 결제금액의 5% 할인 가좌이주단지 055-754-7999
라페스타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 할인 호탄동 신흥지구 내 055-757-9992

경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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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호회계사무소 소장 강동호 2010/11-2010/12 200,000 발전기금재단
교무처장 이상경 2010/11-2010/12 6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장 연성찬 2010/11-2010/12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재윤 2010/11-2010/12 100,000 발전기금재단
교무처 학사지원과장 정승한 2010/10-2010/11 100,000 발전기금재단
경상대학교 교직원축구동호회 회장 하중곤 2010-11-08 2,000,000 발전기금재단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2010-11-23 50,0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부본부장 김은정 2010-12-14 20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재무과장 김갑수 2010-12-16 786,800 발전기금재단
전 의과대학 교수 황의기 2010-11-04 2,000,000 의학전문대학원
비엔코이비인후과  비엔코이비인후과  2010-11-04 1,000,000 의학전문대학원
예일이비인후과 예일이비인후과 2010-12-17 10,000,000 의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교수 김명순 2010-10-27 500,000 인문대학
인문대학 교수 권오민 2010-11-11 500,000 인문대학
㈜에듀먼트에스 진주지점 ㈜에듀먼트에스 진주지점 2010/10-2010/12 600,408 인문대학
사범대학 교수 송도선 2010-11-15 1,000,000 인문대학
인문대학 교수 백승진 2010-12-10 200,000 인문대학
인문대학 교수 석종환 2010-12-15 1,000,000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동문 하재범 2010-10-27 1,000,000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상대 2010-11-08 2,000,000 사회과학대학
GM대우바로정비코너 대표 박동윤 2010-11-08 3,000,000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수 안효준 2010/11-2010/12 600,000 공과대학
영농정착인력육성사업단 영농정착인력육성사업단 2010-10-29 5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동문 김수권 2010-11-02 2,000,000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교수 김  석 2010/11-2010/12 200,000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 김현숙 2010-12-08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 정덕은 2010-12-09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 이지은 2010-10-18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 강주혜 외 38 2010-12-15 780,000 간호대학
㈜포스트디 ㈜포스트디 2010-10-27 21,000,000 도서관
경상대학교 총장 하우송 2010-11-17 1,000,000 법학장학재단
경남여성지도자과정 경상대학교 총동창회 경남여성지도자과정 경상대학교 총동창회 2010-12-01 3,000,000 평생교육원

계 107,267,208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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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집. 탐.방.

후원의 집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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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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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003번지 문산읍에서 진성 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송원가든 안홍자 오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37-1번지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영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858-9번지 경상대 후문 앞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동 198-4번지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 동성동 11-18번지 구)윤양병원 뒤편 055-743-5876
오동나무집 이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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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부산냉면(구 얼치기냉면) 김남이 갈비, 냉면 진주시 가좌동 492-13번지 경상대 정문 앞 055-754-0933
진남정 주무경 국밥, 한우 진주시 가좌동 492-2번지 경상대 정문 앞 055-762-9020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 가좌동 1437-3번지 경상대 후문 앞 055-754-6588
웰빙참오리 이영순 오리전문 진주시 가좌동 483-13번지 1층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055-758-5292
모나미 인쇄 박영선 인쇄, 복사 진주시 가좌동 480-9번지 경상대 정문 앞 055-759-8122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480-5번지 U-city빌딩 107호 경상대 정문 앞 055-759-8993
e-어도참치 정경규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동 480-8번지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 앞 055-757-3737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동성동 2-13번지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6-4829
석류정 주영규 횟집 진주시 가좌동 766-3번지 석류공원과 인공폭포 옆 055-753-8088
스위트번스 천동욱 커피전문점 진주시 가좌동 478-2 미켈란젤로 1층 102호 경상대 정문 미켈란젤로빌딩 1층 055-753-3792
유송석갈비 이연정 석갈비, 추어탕 진주시 가좌동 1892번지 가좌이주단지 새동네 055-754-7999
참붕어탕 권점이 어탕, 찜 진주시 호탄동 612-1 호탄동 신흥지구 055-753-8446
종합상사 교학사 조현규 문구, 잡화 진주시 동성동 13-3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옆(청소년수련관 쪽) 055-746-7477 
하나비 조영현 초밥, 일식 진주시 가좌동 481-15번지 1층 경상대 정문 앞 풍경채아파트 동쪽 055-761-7373
한성갈비촌 김점옥 한우 진주시 평거동 756-7번지 들말 국제대부설유치원 옆 055-747-7002
한성가든 전용춘 한우 진주시 상대동 197-13번지 전자랜드 도동점 옆 055-758-0022
예지원 성진정 정식(불고기, 장어) 진주시 가좌동 480-5번지 U-city빌딩 304호 경상대 정문 앞 055-755-3083
한일식당 최숙자 김치찌개 진주시 가좌동 552-3번지 경상대 정문 앞 055-755-5088
오피스디포 진주점 주우길 사무용품 진주시 칠암동 448번지 시티펄상가 1층 산업대 맞은편 055-763-7979
한빛정보시스템 홍현표 컴퓨터, 사무기기 진주시 가좌동 479-33번지 풍경채아파트 진주교 사거리 055-759-7222
광남농장직영식육식당 전수옥 산청흑돼지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283-5번지 산청국도 원지 입구 055-974-2525
대도가구 주원경 사무용가구 진주시 상평동 208-10번지 진주원예농협 건너편 055-756-4500
영엔터프라이즈 곽희영 컴퓨터기기 진주시 상평동 250-2번지 상평빌딩 5층 055-755-5925
세이브컴퓨터 최영민 컴퓨터기기 진주시 호탄동 761-5번지 호탄동 변전소 맞은편 055-761-9783
한우데이 이현진 한우 진주시 호탄동 619-9번지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라페스타 윤희정 레스토랑 진주시 호탄동 610-5번지 삼성아파트 옆 055-757-9992

진주예삐꽃방
우리 대학교 앞을 지키고 있는 ‘예삐꽃방’은 학교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해오며, 동고동락해온 세월이 30년을 훌쩍 넘겼

다. 서원흥 대표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항상 좋은 일로 꽃을

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집을 운영해왔다. 오랜 세월 학교 행

사 때마다 꽃을 납품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원의 집이 되었

다고. 서 대표는 “상가번영회에서나 주변에 후원의 집을 많이 소

개해주곤 한다”며 “좋은 일은 더불어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

냐”고 말한다. 처음 우리 대학교 후문에 문을 열고 15년, 다시

정문으로 옮겨와 15년을 운영하면서 큰 화재도 2번이나 겪고,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

신의 자리를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예삐꽃방’에는 향긋한 꽃향

기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주소 : 진주시 가좌동 480-5번지 U-city 빌딩 107호
연락처 : 055-759-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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