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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의 힘 Ⅰ



식물 세포 사이에도 정보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휴대폰에서 신

호를 변조하는 ‘셀폰’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최초로 규명

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김재연 교수는, 한 세포에서 

만들어진 전사인자의 구조가 풀리면서 나노채널을 통해 이동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재변형되어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핵

심인자인 ‘샤페로닌’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전사인자의 세포간 이동을 촉진하는 샤페로닌’이

라는 제목으로 생명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사이언스’(Science) 

8월 26일자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는 김재연 교수와 콜드 스프링 

하버연구소 데이비드 잭슨(David Jackson) 교수의 공동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팀의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

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후원 경상남도ㆍ진주시), 한국연구재단 및 

미국과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현대 생물학에서 풀리지 않은 화두의 하나는, 하등 단세포 생명체

로부터 어떻게 수 억 개의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며 맡겨진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로 분화되고 조직화된 생명체로 진화하였

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의문이다.

김재연 교수에 따르면, 세포간 또는 장거리 신호전달은 동ㆍ식물

과 같은 다세포 고등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식물에서 

이런 세포간 신호전달 및 물질교환은 식물 특유의 나노채널인 ‘플

라스모데스마타’ 또는 ‘원형질연락사’를 통해 일어난다. 

최근 놀랍게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와 같은 생체

고분자 단백질이 이 세포간 나노채널을 통해 이동하는 신호로 작

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거대 생체고분자가 어떻게 작

은 나노채널을 통해 수신세포로 이동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식물에도 ‘셀폰’(Cell Phone)이 있다! 

김재연 교수, 식물세포 정보교환의 ‘셀폰’ 샤페로닌 규명

세포간 나노채널을 통한 단백질신호 이동 후 재구조화 단백질 규명





전사인자 신호인자는 구조가 변형되어 식물

세포 간 나노채널을 통과한 후 다시 정상적인 

구조로 복원되어야 하는데 이번 논문이 밝힌 

샤페로닌은 수신세포에서 작용하는 이동 단

백질의 변형자로 기능한다. 

휴대폰이 음성을 전파로 바꾸듯 식물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샤페로닌 셀폰’이 필요

한 것이다.

연구팀이 이번에 발견한 것은, 한 세포에서 만들어진 전사인자는 구조가 풀

리며 나노채널을 통해 이동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재변형되어 신호물질

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인자인 ‘샤페로닌’을 분리하고 특성을 규명한 것

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같이 음성/영상 신호가 전파로 변환되고 다

시 음성/영상신호로 변조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이 바로 ‘샤페로닌’

인 것이다.   

속세포에서 표피세포로 단백질 이동을 통해 털세포가 만들어지는 식물시스템(A, C)에서 

세포간 이동이 저해되면 털세포가 없어진다(B, D). 형광단백질 리포터를 살펴보면 표피세

포로 이동된 야생형(E)에서는 표피세포에서 녹색 형광신호가 보이나 돌연변이(F)에서는 

형광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 털세포 표현형을 이용한 돌연변이 탐색 및 돌연변이에서 단백질 이동의 제한

▼ CCT 샤페로닌은 세포간 이동 전사인자의 변조자로 기능

김재연 교수

김재연 교수는 지난 5년간 국가지정연구실을 수

행하며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한 세포간 정보교

환 분야에서 핵심 위상을 정립하였고, 현재 WCU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과 공

동연구를 통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포간 

정보교환연구의 세계적인 허브사업단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김재연 교수는 식물세포정보교환연구 분야는 향

후 식물학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분야

라고 전망했다. 

주요 학술논문은 Nature Genetics, Genes & 

Development, PNAS, EMBO J, Plant Cell, Trend 

in Cell Biology, Current Biology, Current Opinion 

in Plant Science, Development, Plant Journal, 

Plant Physiol 등 메이저 저널 포함한 60 여 편

이 있다. 

1. 플라스모데스마타(Plasmodesmata) 또는 원형질연락사

식물 특유의 세포간 나노채널로서 세포질 사이에 영양물질 및 신호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고도로 분화된 다

세포 식물의 생명 현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간 소기관.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로 전파해 나가는 통로이기도 함. 

2. 샤페로닌(Chaperonin)

열충격 시 생산되는 샤페론 단백질의 한 그룹으로 다른 단백질의 구조유지, 구조 재형성, 단백질 이동, 다중체 조합, 유전자 복

제, 알엔에이 분해 및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등 복합기능을 갖는 단백질 그룹.





GNU의 힘 Ⅱ

김외연 교수 열충격 단백질 샤페론에 의한

생체시계 조절 기작 규명

김외연 교수 열충격 단백질 

생체시계 조절 기작 규명

우리 대학교 WCU(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단(단장 윤대진) 해외학자인 김외연 교수는 단백질 

구조 안정을 돕는 분자 샤페론인 ‘HSP90’이 생체시계 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과 함께 규명한 이 연구결과는 9월 

‘PNAS’(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외연 교

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생체리듬 조절 관련 연구에서는 

유전자들이 유전자에서 mRNA(전령RNA)로 바뀌는 과정(전사단

계 : Transcription)에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외연 교수팀은 ‘HSP90’이라고 불리는 샤페론 

단백질이 생체리듬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합성 단계

(번역단계 : Translation)에 관여하여, 생체시계를 조절한다는 사

실을 진핵생물에서는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애기장대 생체시

계 조절 인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HSP90의 기능이 저해

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생체시계 조절인자 단백질(ZTL)의 안정성

이 유지되지 않아서 생체시계 진동자(TOC1) 단백질에서 하루 단

위로 일어나는 발현 수준 변이(oscillation)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

상적인 생체 리듬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HSP90는 주로 ‘열쇼크 단백질’과 ‘스트레스 저

항성 관련 단백질’로서 연구되어 왔지만, 식물에서의 광

합성과 개화(開花) 시기처럼 광범위한 기능을 조절하는 식물의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체시계 조절 기전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

보’(PNAS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온라인 속보판에 9월말 발표되었다. 논문의 제목은 ‘열 충격 

단백질, HSP90 chaperone은 ‘자이툴룹’(ZEITLUPE)의 안정화

를 통해서 생체시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HSP90 

functions in the circadian clock through stabilization of the 

client F-box protein ZEITLUPE)이다.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 WCU 육성사업인 ‘기후변화 대

응 식물생명공학 사업단’(단장 윤대진 교수)과 농촌진흥

청 차세대 바이오그린21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단장 이

상열 교수)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로서, 우리 대학교의 해외학자

인 김외연 교수팀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데이비드 소머스 박

사팀과 국내에서는 이상열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하

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논문 게재

샤페론 단백질(HSP90)의 생체시계 조절기전을 진핵생물로는 처음 밝혀

[연구성과 관련 그림]

정상적인 생체시계 조절을 위해 열 충격 단백질이 생체시계 조절인자

 ‘자이툴룹’( ZEITLUPE : ZTL)의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함





콩의 영양학적 우

수성은 새삼 강

조할 필요가 없다. ‘밭

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도 있다. 콩은 삶

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 

두부ㆍ된장ㆍ청국장 

등으로 가공해 섭취하

기도 한다. 우리 대학

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정종일 교수는 

‘국내 최고의 콩박사’

로 알려져 있던 故 장

권렬 우리 대학교 교수

의 제자이다. ‘청출어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일 교수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생콩의 맛이 우수하며, 종자상태에서 수입

콩과 쉽게 구별되는’ 신품종 ‘진양콩’을 교잡육종법으로 생산하

는 데 성공했다. 

정종일 교수에 따르면, ‘진양콩’은 농업적 형질이 우수하면

서 유전적으로 비린내의 원인 단백질인 리폭시지나아제

(Lipoxygenase)가 결핍되어 있어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생콩의 

맛이 우수하고, 소화도 잘 되며, 종자에서 수입콩과 쉽게 구별되

는 노란콩 품종이다. ‘진양콩’은 재배방법과 수량성도 일반콩과 

비슷하며 종피의 모양이 선형(線形)으로 종자 외관상 수입콩 또

는 GM콩과 쉽게 구별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진양콩’은 유전자

조작 방법이 아닌 교잡육종법으로 9년의 노력 끝에 육성된 Non-

GM콩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했다.  

정종일 교수는 이 ‘진양콩’에 대해 지난 2월 11일 국립종자

원에 신품종보호출원을 완료하였다. 정종일 교수는 올해

는 진주ㆍ산청ㆍ충북 괴산ㆍ제주 등지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하

여 수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특화 재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양콩은 두유ㆍ된장ㆍ두부 등 가공적성이 우수하

여 당장 내년부터 지역특화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GM콩ㆍ수입콩과 차별되는 다양한 국산 콩 제품의 생산을 가능

케 하여 지역 콩 재배농가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잡육종을 통하여 수입콩과 차별화한 기능성 고품질 순수 

국산콩 품종 육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이번에 개

발한 ‘진양콩’은 맛과 기능성이 매우 우수하여 콩의 섭취가 필요

한 환자, 노약자 등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ㆍ사포닌ㆍ안토시아닌 

등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두부ㆍ된장ㆍ청국장 등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콩 자급률은 7~9% 수준이며 사료용은 전량을, 식용

콩은 7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종일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서 학사ㆍ석사를 마친 뒤 

1996년 우리 대학교 졸업생으로는 첫 국비유학생으로 미

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작물유전, 육종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8년부터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종일 교수 교잡육종법으로

진양콩 육종 성공

비린내가 나지 않고 생콩 맛이 우수하며 수입콩과 쉽게 구별돼

국립종자원에 신품종보호출원 완료…차별화된 국산콩 제품 생산 가능



Hot News



우리 대학교가 제출한 ‘Agro-Medical 융합연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념ㆍ범위ㆍ방향설정 및 구성모델 개발’ 과제가 농촌진흥청

이 공모한 ‘공동연구사업 기획과제’ 에 선정됐다. 연구 책임자인 정

덕화 교수(대학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전국GAP

회장, 우리 대학교 AMFC센터장)는 “9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기획과제에 우리 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농촌진흥청과 우리 대학교 

간에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앞으로 20년 가까이 수조 원

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우리 대학교 연구진이 주

축이 되어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가 제출한 과제는 ‘Agro-Medical 기반조성을 위한 기

획연구’다. Agro-Medical은 농업을 뜻하는 ‘Agro’와 의학을 뜻하

는 ‘Medical’의 합성어다. 농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을 설

정한 것이다. 즉, 동물이나 식물 또는 음식을 매개로 한 새로운 예

방ㆍ치료ㆍ요양의 개념을 학문에 도입하고 이를 산업화하겠다는 

뜻이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생명분야와 의학분야 연구

진이 융복합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이 연구과제

를 통해 진화된 복지농촌 구현과 도·농간 연

계 성장을 통해 미래형 녹색 복지국가를 구현

한다는 전략이다. 우리 대학교가 이처럼 Agro-

Medical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농

학ㆍ의학ㆍ자연과학ㆍ약학ㆍ수의학ㆍ경영학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또는 전국적 연구역량

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 민승규 농

촌진흥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Agro-Medical 

Fusion Center(AMFCㆍ농의학융합센터)’를 개

소했다. AMFC에는 농촌주민건강 및 예방의료 

사업단을 비롯한 7개 사업단이 운영된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관련 

학문분야 교수 60여 명이 사업단별로 참여, 연구목표 설정과 구체

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AMFC는 농촌진흥청 기획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

로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10월 13일 우리대학교 허준홀에

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gro-Medical Fusion 연구분야와 연구기

획 방향’을 비롯해 동·식물 매개 치유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방향 

등 다양한 연구논의가 이뤄졌다. 농의학의 연구방향을 공론화한 이

번 심포지엄은 농의학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정덕화 교수는 “농의학 연구는 농촌에서의 교육과 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우

리 대학교 연구진 주축으로 기획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사업 기획과제에 선정

국가의 새로운 연구방향·산업산출 계획

우리 대학교가 짠다





고종과 명성황후 上食 발기와 茶禮 발기 공개

발기는 주로 궁중의 각종 의식에 쓰이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다. 

한자로는 발기(發記) 또는 발기(撥記)등으로 쓰고, 이두식 표현으로는 件記로도 

쓴다. 더러는 단자(單子)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19년(순

조 19) 세자가례 때부터 국권상실 직후까지 약 100년간의 것들이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황의열)은 고종(高宗ㆍ재위 1863~1907)과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위한 조석상식을 올리거나 다례를 지내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식발기’와 ‘다례발기’ 205점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어국문학과 박용식 교수가 재일교포 허영중 씨의 기증 

자료인 ‘춘추문고’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다.

‘발기’는 각종 의식에 쓰이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열기한 문서를 

가리키는 말로, 한자로는 ‘발기(發記)’ㆍ‘발기(撥記)’ 등으로 쓰고, 이

두식 표현으로는 ‘件記’로도 쓴다. 더러는 ‘단자(單子)’라고 일컫기

도 한다. 

박용식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궁중 음식 발

기는 모두 162점이었으며 대부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김치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205점이 새로 발견된 것이다. 그 중 조

석상식 발기가 52개, 주다례 발기가 53개, 조석상식과 주다례를 같

이 적은 발기가 11개, 알 수 없는 것이 1개, 그리고 별다례발기가 88

개이다. 여기에는 당시 진헌된 음식의 목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

는데, 적게는 11종에서부터 많게는 77종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

어 그 종류만 해도 거의 500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0여 종은 현재까지 관련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여 이번 발견이 더욱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발기들을 처음 발견할 당시에는 납작하게 둘둘 말린 상태로 10

여 개씩 삼이나 한지 끈으로 묶어 놓은 상태였다. 각 발기 혹은 단자

는 높이는 대개 25~26cm 정도이고 폭

은 11기(器)만 올린 주다례 발기일 경우 

24~25cm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다

례와 조석상식을 한 장에 쓰는 경우가 

많아 대개 100cm 정도 된다. 폭이 가

장 큰 것은 55기(器)가 기록된 240cm이

고 75기(器)가 기록된 것은 266cm에 이

른다. 모두 한글로 기록된 이 다례발기

는 궁중 상궁들의 실무용 문서였던 것

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1919년 이전까지는 다례를 지냈다는 기

사가 한 해에 3~4건 정도 발견되는데 반하여, 1919년과 1920년에는 

다례를 지낸 기록이 각각 89건과 271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발견된 205점의 발기는 대부분 이 시기의 것으로, 명성황후와 관련

된 것은 10점이고, 나머지는 고종과 관련된 것이다. 명성황후 다례발

기 중에 2점은 명성황후의 빈전에서 사용된 1895년 10월 19일과 11

월 26일의 다례발기이고, 나머지 8점은 1919년에 고종이 승하한 후

에 올린 다례 발기이다.

다례의 종류로는 매일 낮에 올리는 다례 외에 설날, 대보름, 삼짇날, 

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추석 같은 명절, 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청명일, 동짓날, 초복, 말복, 탄신일 등의 절일에 특별히 다례를 올

렸음을 알 수 있다. 

황의열 도서관장은 “이번에 발견된 발기 하나하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실무를 담당했던 상궁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당시 제사음식의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절일의 별다례 발기를 통

해 궁중에서 철따라 상에 올랐던 음식의 목록도 짐작해 볼 수 있어

서, 궁중음식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는 이 자료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

청에 신청하였다.

현재까지 안 알려진 180여 종류 … 궁중음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

박용식 교수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뒤 과학자들은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가

정에서 출발해 현대 물리학의 틀을 만들었다. 

100년이 지나도록 깨지지 않은 상대성이론은 과학

자에게는 종교적 신념이나 다를 바 없다. 

연구진의 주장대로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실

험 결과가 사실이라면 현대 물리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한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처럼 타임머

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즐기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화제의 인물

  우리 대학교 ‘고에너지 물리연구팀’이 참여하는 세계 공동연구팀 OPERA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 ‘뉴트리노’ 발견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고에너지 물리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ㆍ일본ㆍ이탈리아 등 11개국 국제공동연

구인 ‘오페라(OPERA)실험’에서 중성미자(뉴트리노)의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는 실험 결과를 9월 23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스위스 ‘유럽공동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양성자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뮤온 중성미자가 732km 떨어진 이탈리

아의 그란사소 지하실험실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이 빛이 도달하는 시간보다 60나노초(1억분의 6초) 빠르다

는 것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 중성미자의 비행시간은 GPS와 세슘 원자시계를 사용하여 10나노초 미만까지 정밀하게 

측정하였으며, 거리 측정의 오차는 약 20cm 정도였다. 공동연구팀은 1만 6000개 이상의 뮤온 중성미자 반응들의 데이터

로부터 뮤온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5만분의 1배 빠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오페라 연구에 참여한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윤천실 박사는 “앞으로 후속 실험에서 추가적인 검증

이 필요하겠지만, 중성미자는 여전히 그 물리적 성질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입자로서 이러한 초광속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측정 결과는 자연의 기본법칙과 우주의 진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페라실험의 원래 목적은 뮤온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로 진동 변환하는 현상을 직접 관측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윤천실 박사(한국측 연구책임자) 외 3명과 부산대 물리학과 김성현 연구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 첫 번째 타우 중성미자가 발견된 적이 있다.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윤천실 박사팀 

            오페라 실험에 한국대표로 참석





   빛보다 0.00000006초 먼저 도착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는 한마디로 중성미자가 빛보다 60나노초(0.00000006초) 빠르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얻기 위

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오페라 검출기로 약 1만 6000개의 중성미자를 검출해 속도를 계산했다.

연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양성자가속기에서 양성자끼리 충돌시켜 중성미자를 얻어냈다. 

이렇게 확보한 중성미자를 마치 총을 쏘듯 732km 떨어진 이탈리아의 오페라 검출기로 튕겨 보낸다. CERN 가속기와 오페라 

검출기 모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중성미자는 땅속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얻은 중성미자 1만 6000개는 732km의 거리를 평

균 0.00243초 만에 주파했다. 초당 약 3억 m를 달려 빛보다 0.00000006초 일찍 목적지에 도달했다. 빛의 속도는 초당 2억 

9979만 2458m이다. 실험대로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면 과거나 미래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빛보다 빨리 메시지(정보)를 보낼 수 있다면 과거로 전보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대성

이론의 틀을 유지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중성미자가 실

제로 빛보다 빠르다면 상대성이론 자체가 ‘폐기’되고 ‘초(超)광속 이론’이 새로운 물리법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스위스 CERN에서 뮤온 중성미자 빔을 만들어 732km 떨어진 이탈

리아 그란사소 지하실험실로 조사함
스위스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가 뉴트리노(중성미자)를 제네바에서

732km 떨어진 이탈리아까지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입자가속기 모습

중성미자 검출장치 (이탈리아 그란사소 국립연구소 지하실험실)





01 전형일정(정시 ㉮군, ㉰군 분할모집)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1. 12. 23(금) ~ 12. 28(수) 17:00 

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gnu.ac.kr)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2011. 12. 23(금) ~ 12. 30(금)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제출] (〒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입학관리과 

사범대학 지원자

(㉮군)
면접고사 2012. 1. 4(수) 09:00  사범대학 앞 광장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수험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안내

사범대학 미술,음악,

체육교육과 지원자

(㉮군)

실기고사 2012. 1. 5(목) 09:00
·미술,음악교육과 : 예술관앞

·체육교육과 : 체육관앞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군)

실기고사 2012. 1. 27(금) 09:00  인문대학 앞 광장

합격자발표

㉮군 2012. 1. 14(토)(예정)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www.gnu.ac.kr)

㉰군 2012. 2. 3(금)(예정)

등록금 납부
2012. 2. 8(수) ~ 2. 10(금)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한함)

 우리 대학교 지정은행

 (납부고지서에 표기)

 지정 기한 내 등록금 

 미납부시 합격 취소

추가합격자 발표

(예정)
2012. 2. 11(토) ~ 22(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추가합격자 등록

(예정)
2012. 2. 11(토) ~ 23(목)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직접 출력 

 지정 기한 내 등록금 

 미납부시 합격 취소

추가모집 2012. 2. 24(금) ~ 2.29(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추가합격자 등록이후에

도 미충원 모집단위가 있

을 경우

※ 추가합격자 등록 이후에도 미충원 모집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2012.2.28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모집

2012 정시모집



0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
코드

입학
정원

모집인원

비고
㉮ 군 ㉰ 군

계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정원 외)

전문계고교

(정원 외)
일반전형

인

문

대

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01 49 13 ◊ 9

독어독문학과✽ 02 35 9 ◊ 6

러시아학과✽ 03 35 9 ◊ 6

불어불문학과✽ 04 35 9 ◊ 6

사학과✽ 05 40 11 ◊ 7

영어영문학과✽ 06 53 14 ◊ 10

중어중문학과✽ 07 43 11 ◊ 8

철학과✽ 08 35 9 ◊ 6

한문학과✽ 09 35 9 ◊ 6

민속무용학과 10 20 ◊

소 계 380 94 64

사
회
과
학
대
학

인문

경제학과✽ 11 38 10 ◊ ◊ 7

사회복지학과 12 29 8 ◊ 5

사회학과✽ 13 35 9 ◊ 6

심리학과✽ 14 35 9 ◊ 6

정치외교학과 15 36 10 ◊ 6

행정학과✽ 16 45 13 ◊ 9

소 계 218 59 39

자
연
과
학
대
학

자연

물리학과✽ 17 40 11 ◊ 7

미생물학과 18 32 8 ◊ 6

생물학과✽ 19 32 8 ◊ 6

생화학과 20 32 8 ◊ 6

수학과✽ 21 38 10 ◊ 7

식품영양학과✽ 22 48 13 ◊ 9

의류학과✽ 23 35 9 ◊ ◊ 6

정보과학과● 24 30 9 ◊ ◊ 5

정보통계학과 25 35 9 ◊ 6

지구환경과학과 26 35 9 ◊ 6

컴퓨터과학과✽● 27 50 13 ◊ ◊ 9

화학과✽ 28 44 12 ◊ 8

수의예과 29 50 13 ◊ 9

소 계 501 132 90

경
영
대
학

인문

경영정보학과 30 44 12 ◊ ◊ 8

경영학과✽ 31 70 19 ◊ ◊ 12

국제통상학과✽ 32 69 19 ◊ ◊ 12

회계학과✽ 33 70 19 ◊ ◊ 12

소 계 253 69 44

공
과
대
학

자연

기계공학부● 34 87 23 ◊ ◊ 16

나노
신소
재공
학부

금속재료공학전공● 35 40 11 ◊ ◊ 7

세라믹공학전공● 36 41 11 ◊ ◊ 7

고분자공학전공✽● 37 41 11 ◊ ◊ 7

산업시스템공학부● 38 73 20 ◊ ◊ 13

건축공학과● 39 38 10 ◊ ◊ 7

건축학과 40 30 8 ◊ ◊ 5

도시공학과 41 45 12 ◊ ◊ 8

반도체공학과✽● 42 44 12 ◊ ◊ 8

생명화학공학과● 43 45 12 ◊ ◊ 8

전기공학과✽● 44 50 13 ◊ ◊ 9

전자공학과✽● 45 54 14 ◊ ◊ 10

제어계측공학과● 46 45 12 ◊ ◊ 8

토목공학과 47 50 13 ◊ ◊ 9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48 43 12 ◊ ◊ 7

소 계 726 194 129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
코드

입학
정원

모집인원

비고
㉮ 군 ㉰ 군

계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정원 외)

전문계고교

(정원 외)
일반전형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인문 농업경제학과✽ 49 35 9 ◊ ◊ 6

자연

환경산림과학부 50 70 19 ◊ ◊ 12

농학과✽ 51 30 8 ◊ ◊ 5

동물생명과학과✽ 52 30 8 ◊ ◊ 5

식품공학과✽ 53 30 8 ◊ ◊ 5

원예학과✽ 54 30 8 ◊ ◊ 5

응용생물학과 55 30 8 ◊ ◊ 5

축산학과✽ 56 30 8 ◊ ◊ 5

환경생명화학과 57 30 8 ◊ ◊ 5

생물산업기계공학과✽ 58 34 9 ◊ ◊ 6

지역환경기반공학과✽ 59 35 9 ◊ ◊ 6

소 계 384 102 65

법과
대학

인문 법학과✽ 60 77 22 ◊ 15

소 계 77 22 15

사
범
대
학

인문

교육학과 61 15 7 ◊

국어교육과 62 30 13 ◊

역사교육과 63 15 7 ◊

영어교육과 64 25 11 ◊

윤리교육과 65 15 7 ◊

일반사회교육과 66 15 7 ◊

일어교육과 67 15 7 ◊

지리교육과 68 15 7

자연

가정교육과 69 20 9 ◊

물리교육과 70 16 7 ◊

생물교육과 71 17 8 ◊

수학교육과 72 30 13 ◊

화학교육과 73 17 8

예
체
능

미술교육과 74 20 20

음악교육과 75 30 30

체육교육과 76 20 18

소 계 315 177 0

간호
대학

자연 간호학과✽ 77 70 31 ◊

소 계 70 31 0

해
양
과
학
대
학

인문 수산경영학과 78 30 8 ◊ ◊ 5

자연

해양생명과학과✽ 79 30 8 ◊ ◊ 5

해양식품공학과✽ 80 30 8 ◊ ◊ 5

해양경찰시스템학과✽ 81 30 8 ◊ ◊ 5

기계시스템공학과✽ 82 30 8 ◊ ◊ 5

에너지기계공학과✽ 83 30 8 ◊ ◊ 5

정보통신공학과 84 30 8 ◊ ◊ 5

조선해양공학과 85 30 8 ◊ ◊ 5

해양토목공학과 86 30 8 ◊ ◊ 5

해양환경공학과 87 30 8 ◊ ◊ 5

소 계 300 80 50

    •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할 때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당해 정시모집 ㉮군에서 선발함(단, 민속무용학과는 다군에서 선발)

 2. ◇ 표시는 수시모집의 농어촌 학생전형과 전문계고교 전형을 실시하는 학과로서,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있을 경우 선발함

 3. ✽ 표시는 2011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임

 4. ● 표시 해당 학과(전공)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5.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교육과정은 5년임

 6. 간호대학은 칠암캠퍼스, 해양과학대학은 통영캠퍼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함



정시모집



01 전형일정(㉯군)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11. 30(수) ~ 12. 6(화) 17:00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gn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첨부서류 제출 11. 30(수) ~ 12. 9(금)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입학관리과
●방문제출 또는 우편, 택배

1단계 합격자 발표 2012. 1. 6(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면 접 2012. 1. 12(목) 추후 공고
●준 비 물 : 수험표, 신분증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

추가합격자 등록(예정) 2012. 1. 21(토)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등록기간 2012. 1. 26(목) ~ 30(월) 우리 대학교 지정은행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추  가

합격자발표 및 등록
2012. 2. 3(금)  ~ 10(금) (예정)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02 모집인원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 자격

일 반 전 형 25명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특 별 전 형
( 정 원 內 )

5명
경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경남지역 대학교에 입학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특 별 전 형
( 정 원 外 )

3명 농·어촌 학생

3명 기초생활수급자

3명 특수교육대상자

제한없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약학대학 정시모집 정시모집





세계로 열린 경상인의 窓 Ⅰ

뉴욕에서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 시작된 7월 12일, 우리들의 첫 일

정은 Parsons Design School 캠퍼스 투어였다. 가이드 학생으로

부터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등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학

과의 특징과 비슷해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두 번째 일정인 premiere vision 박람회 날. 아침 10시에 첼시에 있

는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빌딩에서 열린 프리미에르 비종에 참

석해 한국기업들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주목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학생들과의 인터뷰가 번거롭

지만, 참가기업 8개 중에서 반 이상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셨

다. 박람회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근처에 있는 첼시마켓을 가

던 도중 off- price retailer인 로흐만에 들러 디스플레이, 가격, 상

품종류 등을 살펴봤다. 실제적으로 상품들은 대량 할인되어 판매

되고 있었고, 저명한 브랜드들의 할인 폭이 높아 고객들이 쇼핑

에 매료되어 있었다.  

14일은 미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TCE 

co가 있는 이곳은 한때 뉴욕 시장에서 패션 디스트릭트로 큰 위

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근래 들어 뉴욕의 값비싼 인건비와 임

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귀에 익숙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눈부신 업적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랐다. 

15일은 한국영사관 안에 있는 코트라(한국무역투자증진협회) 뉴

욕KBC 고일훈 차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기존에 

박람회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인 16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버스투어에 들어갔다. 1

시간 30분 정도의 버스투어 중간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던 

퍼포먼서들은 행인과 뒤섞여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비보이

처럼 춤추는 택배회사 직원, 길거리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프리스

타일 래퍼, 그리고 노래하는 여행객, 춤추는 발레리나 등 뮤지컬 

한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7일 개인 활동과 일정 점검, 그리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쉬고 뉴욕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된 18일을 맞았

다. 이날은 원사 박람회인 스핀엑스포(SPINEXPO) 참가가 있는 날

이기도 했다. 상하이에서는 크게 열리는 박람회지만 미국에서는 

열린 지 몇 년 되지 않은 박람회였고 중국에서 시작된 박람회다 

보니 Exhibitor들의 80%가 중국 기업이었다. 19일에는 패션디자인

스쿨 FIT를 방문했다. 캠퍼스 투어를 하기 위해 한 달 전쯤부터 신

청을 했다. 우리가 전에 가본 파슨스는 사립학교인 반면, FIT는 패

션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뉴욕 주립대에서 설립한 학교다. 투

어를 기다리던 중 전시작품들을 보았는데, 한국 학생들의 전시품

이 굉장히 많아 자부심을 느꼈다. 

기숙사는 생각보다 허름해서 실망이었지만, 뮤지엄에는 연도별 

박물관·전시회·코트라 등에서 세계 의류산업의 현주소 인터뷰 

GPP(글로벌 파이오니어 프로그램)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부생들이 외국 선진 문물을 경험하면서 여행도 가

능한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GPP에 참여하게 된 우리 팀원들은 지난 7월 10일 출국, 도쿄 나리타공항

을 경유해 12시간의 비행 끝에 미국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름간의 미국방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인

Rainbow bridge팀
곽명민, 김태영, 김샛별, 유선혜, 조혜진



디자이너별 전시회가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서양복식사를 적용

할 수 있는 기회였다. 20일, 삼성 제일모직 뉴욕지사를 방문했다. 

소호와 가까이 위치한 제일모직 주위로 차이나타운이 길게 늘어

서 있었다. 제일모직 현지 법인 대표께서 유머를 섞어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따라서 우리들 또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

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어 Javits Center에서 개최되는 텍스월드

를 방문해 JK TEX와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했다. 

텍스월드 USA전시회 견학 및 기업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21일,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의 텍스월드에서 박람회 관련 내용과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 인터

뷰를 했다.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마

치고 나오니 찜통더위가 우리를 맞았다. 알고 보니 이 날 온도가 

무려 41도라고 했다. 34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E-land의 미

국진출 브랜드인 WHO.A.U 매장에 들러 컨텍할 수 있는 명함을 

받았다. 약속장소인 한인식당에서 아크렉스 컨트롤러를 만나 저

녁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락펠러센터 

전망대로 향했다. 멋진 야경에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타임

스퀘어 크라이슬러 빌딩도 보이고 어둠이 깔린 센트럴파크도 볼 

수 있었다. 

토요일인 23일 개인일정을 보내고 일요일 소호의 여러 매장에서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관찰했다. 각자의 매장마다 추구하는 컨셉

에 맞춰 디피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었다.  특히 블루밍 데일즈는 

한국의 백화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잊을 수 없었다. 

 일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25일 월요일, 그동안 아꼈던 밥값으로 

미리 예약해 놓은 장조지의 레스토랑 누가틴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트럼프호텔 1층에 위치한 누가틴에서 

우리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안내 받았고 멋진 경치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멋진 음식과 경치를 보며 특별

한 경험을 했다. 짧고도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날인 26일 이랜드 

미국지사 대표로부터 미국에서 판매중인 후아유, E-land Kids 등

의 유통 방법과 차이 및 특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뉴욕에서

의 마지막 날인 27일, 우리는 해도 뜨기 전에 공항으로 향했고 열 

네 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첫 날부터 끝까지 순탄

치 않았던 여행이었지만, 우리의 이 여행이 다음 여행을 위한 디

딤돌이 되고, 이 기행문 또한 다음 GPP 합격자를 도울 작은 지침

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타임스퀘어

SOHO 거리

스핀엑스
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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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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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열린 경상인의 窓 Ⅱ

GNU에서 석사 취득한 아우라리우스 마누룽

세계 최고 공과대학 ETH 박사과정 전액장학금 입학

우리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지난 2월 석사학위

를 취득한 아우라리우스 마누룽(26·Auralius Manurung, 

국적 인도네시아)이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인 ‘스위

스연방공과대학’(ETH Zurich) 기계프로세스공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하여 9월부터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라리우스 마누룽는 2009년 9월 우리 

대학교에 입학해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지능로봇연구

실(지도교수 윤정원 교수)에서 공부했다. 2년 동안 SCI 논

문 1편을 비롯해 국내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

제학술대회에도 수차례 참가하는 등 실력을 쌓아왔다. 아

우라리우스 마누룽의 주요 연구 분야는 ‘재활로봇 및 지능

제어’이다.

아우라리우스 마누룽(Auralius Manurung) 2011년 2월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석사학위 취득

●●● 저의 이름은 아우라리우스 마누룽으로 1986년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North Sumatra)에서 태어났습

니다.  2007년 7월에 인도네시아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공부를 계

속하여 2011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스위스연방공과대학(ETH Zurich)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 저는 상당기간 로봇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고국에서 전국 로봇경진대회를 

관람하였고, 이것이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전자공학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졸업 이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이 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경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저를 그 친구 지도교수님인 윤정원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연구실 멤버로 저를 

받아주시고 재정지원을 해주시는 등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GNU에서 석사학위 학생으로서 재학 동안 재활로봇의 제어알고리즘 설계분야를 주로 연구하였습니

다.  지능형 로보틱스 연구실은 재활로봇, 햅틱장치, 가상현실과 같이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었습

니다. 이 분야 연구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 삶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도교수님의 지

도 아래 여러 편의 국제적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고, GNU에서 공부 및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

습니다.  





●●● 수업 및 동료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확고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GNU는 장학

금 및 시설지원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덕분에 석사학위를 마친 

후 ETH Zurich에서 박사학위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ETH Zurich에서 연구를 수행하

는 동안, GNU에서 얻었던 값진 연구 기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ETH Zurich에서도 재활

공학연구실(Rehabilitation Engineering Laboratory, RELab)에 소속되어 GNU에서의 로봇 실험실과 비슷한 연구분야에

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수술로봇으로 조금 더 연구가 확장되어가

고 있습니다. 이 수술로봇 과제는 ETH Zurich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 과제중의 하나

입니다.    

●●● ETH Zurich는 유럽 본토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top 대학으로 GNU에서의 경험(study)

이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외국학생들이 한국(GNU)에 와서 공

부 및 연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학생이 된다는 것, 연구를 한다는 것이 기쁨

과 행복이 충만하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학업과 연구에 강한 집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존경과 성공의 길에 도

달한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top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가지 공통점으로는 강한 국제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윤정원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지능형로봇실험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상대학

교에 재학할 때 저의 소속 실험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로서 실험실에서 항상 영어로 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수업과 세미나 등에서 영어수업을 확장하여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간에 더 많은 협력이 서로에게 큰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9년 무주리조트에서 동계 MT때, 아우라리우스 마누룽(왼쪽 두번째), 윤정원 교수(왼쪽 세번째)와 실험실팀원들과 함께



캠퍼스 이모저모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가 개교 63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1일 저녁 개회식을 겸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짜 청춘’이라는 주제로 개척대동제를 개최했다. 

개회식 겸 전야제는 대동제 개회 선언, 총학생회 활동 영상 상영, 서포터즈 공연, 

동아리 공연 등으로 초청가수로는 11일 요조, 데이브레이크, 12일 달샤벳, 13일 마

스코트, 14일 UV 등이 출연했다. 미스터 개척 선발대회는 12일, 개척가요제는 

13일 각각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돼 인기를 끌었다.

야외공연장에서 마련된 각종 행사 중간중간에는 빛소리 바로크 필렘 화랑

회 소리울림 천심 빅이글 베이비스트링스 기라성 토네이도 등 각종 동

아리의 댄스, 무술, 마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학생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했다.

개회식 겸 전야제는 대동제 개회 선언, 총학생회 활동 영상 상영, 서포터즈 공연, 

동아리 공연 등으로 초청가수로는 11일 요조, 데이브레이크, 12일 달샤벳, 13일 마

스코트, 14일 UV 등이 출연했다. 미스터 개척 선발대회는 12일, 개척가요제는 

13일 각각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돼 인기를 끌었다.

야외공연장에서 마련된 각종 행사 중간중간에는 빛소리 바로크 필렘 화랑

회 소리울림 천심 빅이글 베이비스트링스 기라성 토네이도 등 각종 동

아리의 댄스, 무술, 마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학생뿐





◀ 축산학과, ‘육제품 홍보ㆍ시식회’ 개최

축산학과(학과장 이정규)는 10월 12일 교양학관 광장에서 ‘육제품 홍보ㆍ시

식회’를 개최했다. 

시식코너에서는 우리 대학교 축산학과가 운영하는 GAST(경남동물과학기

술)에서 생산하는 햄, 비엔나, 스테이크, 한우 양념육ㆍ신선육을 시식했다. 

산골농장(대표 이상호)에서 생산하는 청정 달걀로 만든 달걀 오믈렛, 삶은 

달걀과 샌드위치를 시식했다. 특별 이벤트 행사에서는 햄 빨리 먹기 대회, 

한우 양념육 만들기 대회, 달걀 먹기 대회 등도 마련됐다. 

곤충전시회ㆍ유제품 전시회▶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학과장 박정규)는 10월 11일부

터 14일까지 학생회관 3층 쉼터에서 ‘테마가 있는 곤충 전시

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이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전국에

서 채집한 각종 곤충 표본과 생동감 넘치는 곤충 사진들이 전

시돼, 무심코 지나치던 곤충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또 동물생명과학과(학과장 이원재)는 10월 12일부터 학생회관 2

층 쉼터에서 제27회 유제품 전시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유제품 

전시, 시음회와 시식, 포토 존 운영 등으로 진행됐고, 부대행사

로 유제품 상식 O× 퀴즈대회와, 동물생명과학과 배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가 마련돼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국어문화원 ‘제3회 외국인 말하기 대회’ 열어▶

국어문화원은 10월 7일 ‘경상 외국인말하기대회’를 남명학관 남

명홀(일반부)과 101호 강의실(학생부)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 행

사는 경상남도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우리말 실력을 겨루

는 대회다. 대회 결과 으뜸상은 일반부 김은주(베트남) 유페이민

(중국) 씨와 학생부 조아동(중국) 무로하라 쿠미(일본) 씨에게 돌

아갔고, 버금상은 일반부 레민(베트남) 응웬티짱(베트남) 씨와 학

생부 슈난(중국) 레베카(말레이시아) 씨에게 주어졌다. 



*경상뉴스



제9대 총장임용 후보자 1순위 권순기 교수

우리 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에서 기호 5번 권순기 교수가 총장임용 후보

자 1순위로 선출됐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마대

영)는 9월 28일 교양학관에서 교수,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실시한 결과, 권순기 후보가 총장임용 

후보자 1순위로, 추호렬 후보가 2순위로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권순기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선거과정에서 조직의 힘보다 정책선

거에 임했다. 가장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한다. 타 후보를 

지지한 교수 중에서 능력있는 교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

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젊은 개척 연구자 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우리 대학교는 10월 14

일 공동실험실습관 허준

홀에서 ‘제4회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행사를 열

어, 지난 학기 동안 연구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 등 30명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우송 총장, 정덕화 대학원장, 교육과학기술부 김성

규 대학원제도과장, 대학본부 보직교수를 비롯해 두뇌한국(BK)21ㆍ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등 각 사업단장과 소속 대학원생, 외국

인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4회 젊은 개척연구

자 주간을 맞이하여 모든 대학원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세미나ㆍ초청

강연ㆍ학술발표 등 각종 학술행사를 모두 16회 개최했다. 

정년퇴임 교원 훈포장 전수식 열어

우리 대학교는 8월 31일 대학본

부 3층 상황실에서 하우송 총장을 

비롯해 대학본부 보직교수, 정년

퇴임 교원과 가족, 소속 단과대학

장, 교수회 관계자, 총동문회 관

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년퇴임 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정년퇴임한 교수와 정부 훈격은 다음과 같다.▲배석원(철학

과) 홍조근정훈장 ▲정복남(의류학과) 홍조근정훈장 ▲이종진(미술교

육과) 홍조근정훈장 ▲이효종(수의학과) 옥조근정훈장

인문대학ㆍ인문학연구소, ‘인문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

인문대학(학장 이영석)과 인문학

연구소(소장 홍상우)가 9월 19일

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인문주

간을 맞이하여 매우 다채로운 행

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문학과 이웃 학문과의 경계를 허무는 ‘학문적 융합

과 소통’을 주요 테마로 초청특강, 제1차 한일 공동 학술심포지엄, 함

양문화원-남명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인문학의 경계 넘기, 삶과 

인문학’ 강좌,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영화제, ‘찾아가는 인문 체

험’ 행사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장이 되었다. 

‘해양과학대학 학생생활관 준공식

우리 대학교는 9월 9일 해양과학

대학 학생생활관 신축 현장에서 

학생생활관 준공 기념식을 열었

다. 기념식에는 하우송 총장을 비

롯해 대학본부 보직교수와 성길

영 해양과학대학장과 교직원, 학생,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

석했다.학생생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62㎡로서 2인 

1실 기준의 관생실 57실에 114명이 입주했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실

과 식당ㆍ세탁실ㆍ휴게실 등이 배치돼 있다.

 
도서관, 고문헌 기증ㆍ위탁식 및 고서화 전시회 마련

도서관(관장 황의열)은 10월 5일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우리 대학교

에 고문서를 기증한 정경수 씨와 

박수홍 씨 문중 관계자 등 50여

명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고 

기증문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기증한 고서는 합천 가회의 정경수 씨가 조부 춘포 정홍두 소

장 고서화 600여 점을, 진주 진성의 박수홍 씨가 조부 간암 박태형 

소장 고서 600여 점과 고문서 3000여 점을, 진주 수곡의 손순용 씨





가 조부 우당 손창수 소장 고서 600여 점이다.

또 우리 대학교는 고문헌 기증에 감사를 표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을 위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기증 고서화 전시회도 개최했

다. 정경수 씨가 기증한 고문헌은 ‘春圃文庫(춘포문고)’, 박수홍 씨가 

영구 위탁한 고문헌은 ‘艮嵓文庫(간암문고)’로 각각 명명하여 도서관 

고서실인 문천각(文泉閣)에서 보존ㆍ관리한다.

‘2011 GNU 산학협력의 날’ 행사

우리 대학교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ㆍ학ㆍ관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남지역 산업 발

전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목요일을 ‘산학협력의 날’로 지정

하고 올해 9월 22일 ‘2011 GNU 

산학협력의 날’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재경ㆍ최구식 국회의원,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

회 위원장,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차관), 김두관 경상

남도지사, 허기도 경상남도의회 의장, 이창희 진주시장, 김두행 진주

시의회 의장, 정만규 사천시장, 홍진동 경남중소기업청장, 이윤우 진

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윤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종국 MBC경남 

사장, 이연근 경남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환길 박사, 약용식물 사진ㆍ도서 약학대학에 기증

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약사이자 현재 한국국제대 석좌교수로 재직중

인 성환길 약학박사가 최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약용식물 사진 액자 

40점과 관련 전문도서 66권을 우리 

대학교 약학대학에 기증했다. 

우리 대학교는 성환길 박사의 고귀

한 정신에 감사하는 뜻으로 9월 14일 약학대학 교육학습관에서 총

장ㆍ약학대학장ㆍ약학대학 교수ㆍ재학생ㆍ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식을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는 9월 6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

원(KTLㆍ원장 남궁 민)과 연구개발 및 지역전략사업 수행을 위해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우송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교수와 안인섭 공과대학장, 서정세ㆍ권순기 교수,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남궁 민 원장, 이

우섭 기간산업본부장, 

장영권 전략기획실장, 

이형준 기획팀장 등 20

여 명이 참석했다.

인문대학-중국 항주예술학교 MOU 체결

인문대학(학장 이영석)은 9

월 20일 인문대학 2층 소회

의실에서 중국 항주예술학

교(교장 宋家明)와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이영석 인문대학장, 백승진 부학장, 임수정 민

속무용학과장, 김미숙ㆍ강인숙 민속무용학과 교수, 박상원 행정실

장, 항주예술학교에서는 리샹전(李香珍) 부교장, 저우쟝(周江平) 무

용과장, 천훙(陳紅) 재무과장, 팡웨이(方炜) 학생주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대뉴욕지구한인상의 자매결연 협약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김진

석)은 9월 30일 미국 뉴욕에

서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진신범)와 각종 업무협

조와 교류에 관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한 노

력, 상호 자료수집과 방문에 대한 협조,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정

기적 교류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

저명 외국인 학자 초청 학술세미나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2단

계 BK21사업 첨단기계항공

고급인력양성사업단(단장 배

명환)은 9월 23일 기계항공

공학부 대학원생들과 학부생

들을 대상으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멀티미디어실에서 외국 저명

학자 초청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상뉴스



국립대 최초 ‘고자장 핵자기공명분광기’ 설치

우리 대학교가 국립대 최초로 ‘고자장 핵자기 

공명 분광기’(700MHz NMR)를 설치했다. 

700MHz NMR은 거대 생체 고분자의 입체

구조를 규명하거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

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공동실험실습관(관

장 김석영)은 10월 12일 공동실험실습관 허

준홀에서 700MHz NMR 도입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어 700MHz 

NMR 도입 기념식을 열었다. 

여성연구소, ‘여성연대의 가능성과 한계’ 학술포럼

여성연구소(소장 이혜숙)는 

한국여성학회와 공동으로 9

월 24일 사회과학대학 멀티

미디어실에서 ‘여성연대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학술포럼에서는 문경희(창원대 국제관계학과)교수의 사회로, 동아시

아 초국적 여성연대의 가능성과 한계(문소정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

교수), 지역 여성주의 연대와 교육-목포지역 여성연대를 중심으로(박

인혜 성공회대 외래교수),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연대-경남여성회

를 중심으로(이혜숙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학술세미나와 춤 공연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아시아춤문화연구소’와 인문학

연구소(소장 홍상우)는 9월 26일 아시

아 민속춤 시리즈Ⅲ ‘춤으로 만나는 아

시아’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학술세미나와 춤 공연으로 이뤄졌는데, 학술세미나는 국제어

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춤 공연은 진주시 동성동 현장아트

홀에서 열렸다. 

‘시ㆍ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학술회의 열려

법과대학(학장 최원준)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한국지방자치

법학회(회장 최승원)는 9월 23~24일 대경학술관에서 ‘시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은 최승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장의 개회사, 최원준 법과대학장ㆍ권

기훈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 이창희 

진주시장ㆍ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의 축사로 진행됐다. 

농업생명과학대학-중국 길림농업대학 국제학술심포지엄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김진석)은 

중국 길림농업대학(총장 秦貴信)과

의 학술교류 심화와 농업생명과학분

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9년 3월 18일 중국 길림농업대학과 공동발

전과 학술ㆍ연구 부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학술ㆍ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매년 우리 대학교와 중국길림대학에서 국제학술심포지

엄을 개최하여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2011 국제건축스튜디오’ 우리 대학교에서 열려

세계 건축학도들의 꿈과 낭만, 그리

고 열정과 도전정신이 빛나는 ‘국제

건축스튜디오’가 9월 19일부터 23

일까지 우리 대학교와 제주도 일원

에서 3개국, 6개 대학, 58명의 학

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대학교에서 국제건축스튜디오가 열린 것은 2009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개회식 겸 환영 행사에는 9월 20일 공과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하우

송 총장,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국제건축스튜디오 대표 교수인 

프랑스 파리 라빌레뜨 대학의 에릭 뒤보스크(Eric Dubosc) 교수, 

참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과연의 ‘대안세계화운동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해 9월 30일 서른세 번

째 연구총서로 펴낸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

제비교’(도서출한 한울)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

관하는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권순기 교수,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권순기 교수

가 8월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6

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

크숍’에서 ‘LCD 다음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 재료 및 유기박막 트랜

지스터(OTFT) 재료개발에서 고급 인력

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

관상을 수상했다. 

경영대학장에 정기한 교수 임명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 신임 학장에 경영학과 정기

한 교수가 임명됐다. 정기한 교수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경영대학장으로서 학문발전과 대학발전

을 위해 일하게 된다.

송철기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송철기 교수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2회 중소

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 분야에서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철기 교수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 운영하

는 석사과정(산업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을 성공

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능력 향상

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名舞 임수정 교수, 한-호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임수정 교수는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7일 호

주 시드니 인터콘티넨탈에서 ‘향연(饗宴)’이라

는 제목으로 공연을 펼쳤다. 임수정 교수는 지

난해 9월 대전에서 열린 한밭국악전국대회 전

통무용부문 명무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함으

로써 국내 최고의 춤꾼으로 등극했다. 임 교수

는 또 최근 ‘한국의 교방검무’(민속원)라는 책을 펴내 이론과 실제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정종화 교수, ‘시그마 알드리치 화학자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정종화 교수가 9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08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시그마-알드리치 화학자상’을 

수상했다.

대한화학회와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시그마-알드리

치가 2003년 공동으로 제정한 이 상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시그

마-알드리치에서 기증한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실험화학의 각 분야에서 추천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

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중에서 대한화학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

정됐다.

최만진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공과대학 건축학과 최만진 교수가 9월 28일 창녕

에서 열린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막식’

에서 ‘온천산업 육성발전 및 온천시설 연구’에 기여

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만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

안전부 보양온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설기

준 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온천정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사)대한온천학회 시설이사로서 온천시설에 관한 학문

과 학회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총동문회, 개교 63주년 개척 동문가족대잔치 

총동문회(회장 김재경)는 

10월 22일 우리 대학교 실

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일

원에서 1500여 명의 동문

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

교 63주년을 기념하는 ‘개

척 동문가족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배구ㆍ족구ㆍ단체줄넘기ㆍ윷놀이 등의 체육행사, 풍물

대의 이벤트 행사,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운영 등으로 하루 종일 다

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총동문회는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동문들에 대한 공로상과 특별공로상 시상식을 가졌고, 우리 대

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동문회 장학금도 전달했다.

*교직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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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경상대지점 농협중앙회 경상대지점 2011.09.09  3,000,000,000 발전기금재단

공과대학 교수 권순기 2011.09.30  10,000,000 발전기금재단

사회과학대학 교수 백종국 2011.09.30  10,000,000 발전기금재단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종우 2011.09.30  10,000,000 발전기금재단

인문대학 교수 강호신 2011.09.30  10,0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마을 대표 최연도 2011 . 10 . 12  50,000 발전기금재단

교무처 학사지원과장 정승한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재윤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장 연성찬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나영학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어회초밥 대표 홍덕윤 2011/08-2011/09  60,000 발전기금재단

라페스타 대표 윤희정 2011/08-2011/09  150,000 발전기금재단

모나미 인쇄복사제본 대표 박영선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강묘영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예삐꽃방 대표 서원흥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오동나무집 대표 이숙영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주무길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진남정 대표 주무경 2011/08-2011/09  200,000 발전기금재단

하나비 대표 최봉득 2011/08-2011/09  100,000 발전기금재단

세이브컴퓨터 대표 최영민 2011/08-2011/10  300,000 발전기금재단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홍현표 2011/08-2011/10  300,000 발전기금재단

한성갈비촌 대표 김점옥 2011/08-2011/10  300,000 발전기금재단

e-어도 참치 대표 김정자 2011/08-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강동호회계사무소 소장 강동호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개양숯불가든 대표 황수자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기은꽃화원 대표 소석복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웰빙참오리 대표 이경재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고궁 대표 김정숙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도가구 대표 주원경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석류정 대표 주영규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성심농원식당 대표 강정자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야래향 대표 손소평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곽희영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유송석갈비 대표 이연정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종합상사 교학사 대표 조현규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참붕어탕 대표 권점이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소 속 (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한림학사 대표 오형석 2011/09-2011/10  2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데이 대표 이현진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일식당 대표 최숙자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TNGT 진주 대표 이웅호 2011/09-2011/10  100,000 발전기금재단

윤청회(인문대학 교수장학회)  유재천외 15 2011.10.06  1 , 1 10 ,000 장학금

비엔코이비인후과 원장 천재홍 2011.08.30  1,000,000 의학전문대학원

바이오드림㈜ 바이오드림㈜ 2011.10.05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박경원 2011 . 10 . 10  3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윤대진 2011.09.23  3,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박기민 2011.09.26  5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윤용진 2011.10.04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정종화 2011.10.04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민규 2011.10.05  2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은정 2011.10.05  2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명룡 2011.10.07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윤희 2011 . 10 . 18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신성철 2011 . 10 .2 1  3,000,000 자연과학대학

롯데건설㈜ 롯데건설㈜ 2011.08.22  3,000,000 공과대학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8.25  1,000,000 공과대학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8.29  1,000,000 공과대학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8.31  1,000,000 공과대학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11.09.02  1,000,000 공과대학

대림산업 대림산업 2011.09.08  1,000,000 공과대학

금호건설 금호건설 2011.09.16  3,000,000 공과대학

현대건설㈜ 현대건설㈜ 2011.09.16  2,000,000 공과대학

성광테크(TECH) 대표 최성철 2011.09.27  5,000,000 공과대학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은동신 2011 . 10 . 12  1,000,000 공과대학

간호대학 동문 홍인화 2011.08.22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강은숙 2011.09.02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하부영 2011.09.05  4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신순식 2011.09.06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김성희 2011.09.23  4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교수 하영미 2011/09-2011/10  200,000 간호대학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제16기) 대표 김차윤 2011 . 10 . 10  10,000,0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김정곤 2011/9-2011/10  60,000 해양과학대학

계  3,090,170,000 

2011. 08. 21 ~ 2011. 10. 21

석류정 石榴亭
진주시 가좌동 766-3번지(석류공원 인공폭포 옆)

TEL : (055)753-8088    H·P : 010-3370-3890

8년째 가좌동 석류공원 앞에서 자연산 횟집을 경영하는 주영규 대

표는 우리 대학교를 후원하면서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교’의 발전

을 기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석류정은 싱싱한 자연산 회만을 사용

해 회와 초밥이 깔끔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 항상 신선하고 좋

은 재료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맛을 잊지 못해 다

시 가게를 찾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영규 대표는 “앞으

로 진주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우리 대학교와

의 좋은 인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후원의 집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 화 번 호

개양숯불가든 황 수 자 돌솥밥 진주시 가좌동 221-10번지 개양역 맞은편 055-752-9255

고  궁 김 정 숙 한정식 진주시 주약동 94-10번지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055-753-8802

다다미횟집 김 석 운 생선회 진주시 칠암동 503-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어회초밥 홍 덕 윤 초밥 진주시 칠암동 512-1번지 진주세무서 뒤편 055-758-5963

성심농원식당 강 정 자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003번지 문산읍에서 진성 구도로방면 1km 055-761-5283

송원가든 안 홍 자 오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37-1번지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 묘 영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858-9번지 경상대 후문앞 055-757-4152

야래향 손 소 평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동 198-4번지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 신 우 초밥 진주시 동성동 11-18번지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뒤편 055-743-5876

오동나무집 이 숙 영 한정식 진주시 계동 47번지 갤러리아백화점 후문방향 055-741-2387

GM대우바로정비코너 박 동 윤 자동차정비 진주시 칠암동 497-17번지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 중간지점 055-761-8585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 연 도 한우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32-8번지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부산냉면(구 얼치기 냉면) 강 남 이 갈비,냉면 진주시 가좌동 492-13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54-0933

진남정 주 무 경 국밥,한우 진주시 가좌동 492-2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62-9020

한림학사 오 형 석 문구,교구 진주시 가좌동 1443-1번지 경상대 후문앞 055-754-6588

웰빙참오리 이 영 순 오리전문 진주시 가좌동 483-13번지 1층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055-758-5292

모나미 인쇄 박 영 선 인쇄,복사 진주시 가좌동 480-9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59-8122

진주예삐꽃방 서 원 흥 화환,전국배달 진주시 가좌동 480-5번지 U-city빌딩 107호 경상대 정문앞 055-759-8993

e-어도참치 김 정 자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동 480-8번지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앞 055-757-3737

기은꽃화원 소 석 복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동성동 1-20번지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5-4829

석류정 주 영 규 횟집 진주시 가좌동 766-3번지 석류공원과 인공폭포 옆 055-753-8088

유송석갈비 이 연 정 석갈비,추어탕 진주시 가좌동 1892번지 가좌이주단지 새동네 055-754-7999

참붕어탕 권 점 이 어탕, 찜 진주시 호탄동 612-1번지 호탄동 신흥지구 055-753-8446

종합상사 교학사 조 현 규 문구,잡화 진주시 동성동 13-3번지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옆(청소년수련관쪽) 055-746-7477

한성갈비촌 김 점 옥 한우 진주시 평거동 756-7번지 들말 국제대부설유치원 옆 055-747-7002

한성가든 전 용 춘 한우 진주시 상대동 197-13번지 전자랜드 도동점 옆 055-758-0022

한일식당 최 숙 자 김치찌개 진주시 가좌동 552-3번지 경상대 정문앞 055-755-5088

오피스디포 진주점 주 우 길 사무용품 진주시 칠암동 448번지 시티펄상가 1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맞은편 055-763-7979

한빛정보시스템 홍 현 표 컴퓨터,사무기기 진주시 가좌동 479-33번지 풍경채아파트 놀이터 옆 055-759-7222

대도가구 주 원 경 사무용가구 진주시 상평동 208-10번지 진주원예농협 건너편 055-756-4500

영엔터프라이즈 곽 희 영 컴퓨터기기 진주시 상평동 250-2번지 상평빌딩 5층 055-755-5925

세이브컴퓨터 최 영 민 컴퓨터기기 진주시 호탄동 761-5번지 호탄동 변전소 맞은편 055-761-9783

한우데이 이 현 진 한우 진주시 호탄동 619-9번지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라페스타 윤 희 정 레스토랑 진주시 호탄동 616-5번지 삼성아파트 옆 055-757-9992

TNGT 진주 이 웅 호 의류 진주시 대안동 6-10 중앙시장 입구 055-746-7003

하나비 최 봉 덕 초밥, 일식 진주시 가좌동 481-15번지 1층 경상대 정문 앞 풍경채아파트 동쪽 055-761-7373

〉〉〉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가  맹  점 업  종 추 가 서 비 스  위     치 전 화 번 호

교내구내서점 서적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055-75 1-52 28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당일 정액(1회1,000원, 단 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055-75 1-65 76

SK주유소 주유소 리터당 70원할인(50원포함)

SK진주주유소(평거동  진주문고 옆) 055-746-605 1

남척주유소(주약동 세란병원 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상평동 한일병원건너편) 0 5 5- 7 5 2- 1 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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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10%추가 할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301호 055-755-4755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결제금액의 10%(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할인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055-74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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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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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비씨네 영화관 현금1,500할인+팝콘 무료 가좌동 MBC방송국 내 05 5- 7 7 1 - 2 5 1 0

라 푸 마 등산복,장비 8%(LG적립포함)적립 롯데시네마 건너편 055-745-8596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장비 결제금액의 5%할인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055-763-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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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관광호텔 숙박,호텔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시외버스 주차장 옆 055- 7 4 3-0 1 3 1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호텔 객실 30%, 레스토랑(노블레스&신요코)10% 할인 진양호 호수변 055-74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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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키 안 실크류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진주성 정문 앞 (본성동 10-4) 0 55-74 7-9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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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라 진주평거점 의류(스포츠웨어) 결제금액의 10%할인 신안동 국민은행 옆 0 5 5 - 7 4 1 - 4 3 1 1

제일모직아울렛 의류(여성,남성복)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055-745-6 103

SHA Gamg 여성맞춤전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시 추가10%)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앞 코너 055-742-7660

학교기업GAST 한우,햄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055-854-8765

소렌띠아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할인 평거점(평거 원정스카이팰리스 15층) 0 5 5- 7 4 6- 1 0 5 1

로망스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할인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055-76 1-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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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후문 앞 055- 7 5 7-4 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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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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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까스텔 진주대안점 골프, 캐주얼웨어 결제금액의 10% 할인(상시 30% 할인) 대안동 차없는 거리 055-745-4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