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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의 특집 Ⅰ

우리 대학교 제9대 총장에 권순기(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가 2011년 12월 16일 취임했다. 

역대 총장 중 가장 젊어 학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왕성한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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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권순기 총장 취임

역대 가장 젊은 총장..대학 쇄신,

왕성한 활동 기대

권순기 총장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4년간 ‘개척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학교를 ‘경남

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취임식은 학내ㆍ외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5일 국제어학원에서 열렸다. 

그는 취임사에서 “천년고도 진주에서, 미래의 새 천년을 책임지는 경상대학교를 만드는 

꿈, 미국의 작은 도시 이타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코넬대학처럼, 진주와 같

은 작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을 만드는 꿈을 함께 이뤄나가자”며 지

역사회와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에 자녀들을 맡겨주신 학부모와 국가ㆍ세계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

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개척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ㆍ연

구ㆍ봉사하는 일에서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를 만들어 가는 것이 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제시했다.

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 연구의 특성화와 융합화, 봉사의 지역화와 세계화 등 대학 경

영 목표를 제시하고 거점대학으로서 위상 강화 신명나는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 학문

분야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 지원, 취업률 제고 및 우수신입생 유치, 외부재원 확보를 통

한 재정 확대, 행복한 대학행정 여건 조성 등 주요 6대 공약도 밝혔다. 



총장의 대학발전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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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순기 총장은 ACTIVE 교육, ACTIVE 연구, ACTIVE 봉사를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학과단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30개 지원, 전국적 

연구 및 산학협력 그룹 30개 육성, 지역협력 및 봉사 프로그램 30개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ACTIVE는 Ambitious, Creative, Team-minded, Innovative, Voluntary, Energetic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권순기 총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를 나온 뒤 KAIST 화학과에서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우리 대학교에는 1987년 부임하여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산기술연구소 산학협동센터장(1999-

2000), 기획연구부처장(2000-2003), i-큐브소재ㆍ부품인력양성사업단장(2006-2009), 공과대학장(2009-2011), 삼성OLED센터장(2011) 등

을 역임했다. 그 동안 LG전자기술원 R&D우수연구개발협력상(2004), 바이오 21센터 설립 공로상 (진주시, 2004), 대한화학회 고분자분과

회 학술진보상(2004), 경상대학교 공학연구원 최우수 연구상(총4회, 2004-2010), 삼성전자 휴먼테크논문대상 특별상(2006), 한국과학기

술단체연합회 우수논문상(2006), 경상대학교 개교기념일 특별상(2006), 경남과학기술대상 연구부문 대상(경상남도, 2008), 지식경제부 장

관상(2011) 등을 수상했다.

ACTIVE 교육

학과단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30개 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

•교육 성과지표 설정 및 실천

•신명 나는 교육환경 조성

•취업율 제고 및 우수 신입생 유치

전국적 연구 및 산학협력 그룹

30개 육성

•연구 지원 체제 확립 및 강화

•연구분야 특성화 및 균형발전

•연구비 수주 확대

•융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 확대

ACTIVE 연구

지역협력 및 봉사 프로그램

30개 지원

•거점대학으로서 위상 강화

•지역사회 봉사 지원 확대

•국제교류 지원 및 활성화

•지역과 함께 하는 홍보 강화

ACTIVE 봉사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

•연구의 특성화 및 융합화

•봉사의 지역화 및 세계화

목 표

*ACTIVE : Ambitious, Creative, Team-minded, Innovative, Voluntary, Energetic

ACTIVE GNU 중점 추진 전략

개척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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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의 특집 Ⅱ

우리 대학교 예절교육원은 재학생의 예절ㆍ인성교육과, 특별강연회, 세미나, 전시 등의 용도와 한국전통 문화체험 

공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2009년부터 추진했으며, 2010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이날 준공했다.

예절교육원은 전통 목구조로 지어졌다. 본관동 ‘개척관’은 乙자형, 관리동은 솟을지붕, 강의동은 맞배지붕, 한옥체

험동은 합각지붕으로 각각 지어져 한옥의 다양한 지붕양식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청은 하지 않

고 백골구조이다.  본관동은 240㎡에 강의ㆍ세미나용으로 5개의 방과 누마루 1개, 주방을 배치했고, 관리동은 

119㎡에 누마루ㆍ관리실ㆍ화장실을, 강의동은 58㎡에 강의실 2개를 배치했다. 

한옥체험동은 103㎡에 숙박이 가능한 구조로 방 5개, 남녀 샤워실ㆍ화장실을 배치하여 약 20명

이 사용할 수 있다. 4개동이 완성되면 모두 150여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한옥체험동

과 담장은 추후 완공 예정이다. 

예절교육원 개원

예절 바른 개척 인재 양성의 산실
             경상대 캠퍼스에 문 열다
우리 대학교 캠퍼스 내에 전통 한옥양식의 ‘예절교육원’이 국립대 최초로 문을 연다. 이 예절교육원은 

우리 대학교 학생을 ‘예절 바른 개척인재’로 양성하는 산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인성ㆍ예절교육

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 메카가 될 전망이다. 

우리 대학교는 12월 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옆 예절교육관 현장에서 ‘예절교육원’ 공식 개원식 행사

를 가졌다. 행사에는 제8대 총장 하우송, 본부보직자, 단과대학장, 교직원, 학생을 비롯해 총동문회 관

계자,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ㆍ지방의회 관계자, 지역 대학 총장, 우리 대학교병원ㆍ부설중고등학교 관

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교 예절교육원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울

려 사는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

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예절은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데 필

요한 행동의 지침이다. 

예절바른 행동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며, 예절바른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절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경에는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법은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않고는 알

기 어렵다. 예법을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운 

사람의 잘못이지만, 예법을 몰라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그 교육에 대한 

책무를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미 성년이 된 사람도 예법을 잘 몰라 스스로 곤란을 겪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

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과 사회가 예절교육을 방기하고 학교가 지식교육에만 매진하는 한, 학생들은 예절을 배울 기회

를 영영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교 제8대 총장 하우송 박사는 이것을 염려하여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킬 방도를 강구하였다. 먼저 학교 안에 예절

교육을 전담할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예절교육원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였다. 

드디어 2011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7월에 상량을 하고 11월에 낙성을 보게 되니, 한식 건물의 여유로운 모습과 포근한 느낌에 

캠퍼스가 한결 운치를 더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뜻에서 교훈을 개척이라 정하고 연구

와 교육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을 위한 길이고, 사회를 위한 길이며,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길이다. 

이제 이곳에서 예절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지어 배출된다면, 

장차 우리 대학교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나라가 빛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건물은 작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원대하니, 앞으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길이 유지되어 처음 품은 뜻이 마침내 큰 성과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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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는 평소 인성교육, 예절교육, 효도 등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해왔다. 

2009년부터 학기별로 학생 200여 명을 하동 청학동으로 데려가서 전통예절을 체험하도록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예절교육이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으로 보고 있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는 “예절교육원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대학교는 경남지역 예절교

육ㆍ인성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면서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전통문화 체험ㆍ계승 발전의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예절교육의 산

실로 우리 대학교의 이름이 높아지고 졸업생의 아름다운 품성이 높게 평가되어 갈 때, 오늘 

우리들이 이룩한 역사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예절교육원이 대학의 위상 제고와 졸업생 취

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11월 18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에서 ‘국가DB 구

축사업 완료보고회’(남명학 고문헌 DB 구축사업)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명학연구원ㆍ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권순

기 제9대 총장 권순기, 전국 대학 도서관 고서 담당자,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이에 앞서 남

명학관 101강의실에서 전국 대학 도서관 고서 담당자 협의회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성과와 과정을 설

명하였다.

행사는 개식, 경과보고, 총장 감사패 수여, 도서관장 감사장 수

여, 도서관장 인사말, 총장 축사, 남명학고문헌시스템 시연, 폐식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가DB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

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지식정보 자원을 발굴,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2004년부터 국가DB 구축사업에 ‘남명학 

관련 고문헌 DB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7년여 만에 최종 완

료보고회를 갖는 것이다. 

남명학 관련 고문헌 DB구축사업은 멸실 위기에 처한 경남지역 

민간 소장 고문헌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및 지역

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문천각 소장 고서 원문 이미지 41만 면, 문자 

6200만 자를 DB로 구축하였다. 이는 200자 원고지 31만 장에 달

하는 분량으로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4900만 자를 상회하는 분량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 도

서관은 국책 사업비 40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는 전국 대학 도서관 중 최대 규모의 DB구축사업이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지역학 관

련 DB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5년 2월에 개통한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nu.ac.kr)

은 이미 지난해에 160만 건의 검색 이용률을 달성하였다.

황의열 도서관장은 “제5차 국가DB 구축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계

획수립부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10번의 도전을 하여 5번의 고

배와 5번의 축배를 들었다”라고 밝혀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치만

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는 축사를 통

하여 “칠전팔기, 불굴의 개척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을 달

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하여 지난해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도서관 특성화 평가에서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 올해에는 ‘교수신문’과 국가브랜

드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학의 유산’ 선정 사업에 남명

학 고문헌 DB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대학 도서관 특성화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고문헌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부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황의열 도서관은 “고서DB 구축사업에 이어 고문헌 전문 도서관

이 완공된다면 경남지역 민간 소장 역사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 대학교는 경

남지역 역사 및 문화연구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Ho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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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 고문헌 DB구축사업 완료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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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실질등록금’은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전국 93개 

대학교 중 7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의 ‘명목

등록금’도 93개 대학교 중 85위에 머물렀다. 

‘동아일보’는 11월 18일자 1면과 3면에서 ‘재학생 1만 명 넘는 93

개 대학교 올 실질등록금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실질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명목등록금 평균에서 1인

당 평균 장학금을 뺀 액수로, 대학생 1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

야 하는 평균 등록금을 말한다. 동아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알리미 자료를 기준으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은 417만 

2000원으로 조사 대상 93개 대학교 중 85위에 머물렀다. 

그만큼 등록금이 적다는 뜻이다. 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받는 평균 장학금은 109만 7500원이다. 명목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실질등록금은 307만 4500원으로 나타나 87위(적

은 대학으로는 7위)가 되었다.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대비 장학

금 비율은 26.3%이다. 

우리 대학교의 실질등록금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재학생 1

만 명 이상 대학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실질등록금은 부경대(320만 6400원), 창원대(321만 9300원), 

부산대(333만 800원), 부산외국어대(524만 2000원), 동아대

(567만 2600원), 경성대(579만 2000원), 인제대(584만 9200

원), 신라대(585만 3500원), 경남대(586만 8900원) 등의 순으

로 많았다.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우리 대학교의 실질등록금은 강원

대 제2캠퍼스(270만 3500원), 제주대(272만 7600원) 다음으로 

적었다. 전남대(311만 3500원), 전북대(320만 800원), 경북대

(325만 2400원), 강원대(326만 7800원) 등의 순으로 실질등록

금이 많았다. 

우리 대학교의 실질등록금은 동아일보가 조사 보도한 대학 중 

가장 많은 명지대(845만 4800원)의 36.4%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 관계자는 “우리 대학교는 다른 거점국립대학교나 

사립대 등에 비해 등록금이 적은데다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 

정부지원비를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등

록금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우수 교수 초

빙, 학생 복지시설 확충 등에서도 다른 대학에 뒤지지 않을 만

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

실질등록금 재학생 1만 명 이상 93개 大 중 7번째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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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News

우리 대학교의 연구 경쟁력이 다시 한 번 빛났다.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 10월에 펴낸 ‘기초연구 질

적 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고피인용 논문 분석’ 자료에서 최

근 11년간(2000~2010) 전체 발표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우리 대학교의 

전체 논문은 4,642편인데 이 중에서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

중은 1.16으로 나타나, 삼성종합기술원(1.96), 포스텍(1.64), 광주과

기원(1.45)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우리 대학교 변재현 산학협력단장은 “이는 우리 대학교에서 발

표한 논문 중 영향력 있는 논문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최근 연구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결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학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우리 대학교는 또 “이 자료는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

구원ㆍ한국화학연구원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ㆍ삼성종합기술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논문 실적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리 대

학교의 연구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가 이 기간에 발표한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에 해당하는 논문은 모두 54편으로 전국 9위로 나타났다.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ㆍ경북대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이 논

문들은 평균 84.61회 피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는 2010년부터 세계 3대 학술지(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면 1억 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 10 이상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면 IF 지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 WCU 상위 10% 이내에 속한 저널에 논문을 게

재하면 300만 원, SSCI 또는 A&HCI 저널에는 500만 원의 장

려금을 지급하는 등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

고 있다. 

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는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이고, 

대학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교수의 연구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논문을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

하게 되면 세계적 저명 학자들의 논문에 계속 인용되면서 대학

의 홍보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설명한다. 

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는 또한 “훌륭한 논문을 쓴 교수에게 인

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교수들에게도 동기유발 효과가 있

게 되고, 결국 대학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자료는 이 같은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 전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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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나노ㆍ신소재공

학부 남태현 교수가 이끄는 ‘나노구조

생체에너지융합연구단’의 연구성과가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은 2011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

과 100선을 선정하고 12월 서울교육

문화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

과 사례발표회 및 우수성과 패 수여

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나노물질의 물리화학

적 표면처리를 이용한 세포 독성 억제’는 나노구조생체에너지융

합연구단과 경상대 의대, 경북대 의대와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으

며 연구결과는 SCI논문(Carbon 및 Acta Biomaterialia) 및 관련 기

술 특허취득(국내 특허출원 및 PCT 진행 중)의 업적을 인정받아 

생명해양 분야에서 선정된 총 19개 성과에 포함되었다. 

나노입자의 친수성 및 소수성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이용하여 나

노입자 및 나노 임플란트 물질이 인체 내

부에 주입될 경우 인체 독성 및 면역계 

교란을 억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발견

했으며 향후 나노 임플란트 생체재료 및 

항암제들이 나노 약의 표면처리에 적용

될 경우 산업적 파급효과가가 매우 클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

업 우수성과 100선에 소개될 ‘나노물질

의 물리화학적 표면처리를 이용한 세포 

독성 억제’ 기술은 연구단이 개발해 온 

인체 이식형 전원시스템에 포함되는 나

노 물질의 의학적인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1년 우수성과 100선은 기계ㆍ소재 분야 19개, 기초ㆍ인프라 

분야 14개, 생명ㆍ해양 분야 29개, 에너지ㆍ환경 분야 6개, 정

보ㆍ전자 분야 19개 성과 등 5개 기술 분야 100개 성과로 이루

어져 있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대학 교

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

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인센티브로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2008년부터 시작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

업’에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2011년도 국고지원금 51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4년 동안 모두 164억 4500만 원의 사업

비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인문학

적 소양을 갖춘 잠재적 능력이 충분한 글로벌 개척인 양성’을 위

해 창의적 개척 인재 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 통섭ㆍ융합

능력과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 사회가 원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창의ㆍ학습동아리, 인성교육, 취업촉진, 산학연계 등 다양한 맞

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2010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자율 성과지표 100% 달성,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

계ㆍ운영, 사업홍보 및 서비스제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현장점검 및 자체 성과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80%에 해당하는 1만 737명의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한 점

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종전 성적위주 장학생 선발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뒤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받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GNU마

일리지 장학제도’ 를 도입하여 4937명의 학생들에게 21억 7066

만 원의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 역량강화와 학

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타 대학과 차별되는 장학제도라고 

설명했다.

나노구조생체에너지융합연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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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마라톤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42.195㎞ 풀코스를 달려 보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알게 될까. 온 국민이 마라톤 열풍을 일으

키는 것도 ‘인생’과 연관지어 분명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문외한은 잘 모르겠지만,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써브쓰리’(sub-3)라 한다.

이 써브쓰리를 100회나 달성하는 달림이가 아주 간혹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9명이 있고, 11월 27일 진주에서 열린 ‘진주마라톤

대회’에서 10번째 써브쓰리 100회를 달성한 인물이 있다.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과 안영균 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 안영균 과장은 “2002년 11월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이후 9년여 만에, 

2006년 5월 처음 써브쓰리를 달성한 이후 6년 6개월여 만에 써브쓰리 100회

를 달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날 공식 기록은 2시간 59분 10초로 나타났다. 

11월 13일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8분 21초, 11월 20일 창원통일마

라톤대회에서 2시간 59분 19초로 완주한 안영균 과장은, “이번 진주마라톤대

회에서 써브쓰리 100회 달성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해왔다. 

안영균 과장의 마라톤 인생은 2002년 우연히 시작됐다. 동료 직원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자” 싶어 6개월 정

도 연습하여 5㎞ 부문에 처음 참가했다. 달려 보니 ‘재미도 있

고 힘도 들지 않아’ 이후 꾸준히 연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테니스나 축구 같은 운

동과는 잘 안 맞던 안영균 과장이 딱 맞는 운동이자 

취미를 찾은 것이다. 

산학협력과 안영균과장

마라톤 풀코스 sub-3 100회 달성!



●●●  당시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던 ‘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

을 조직하였고, 회원들과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조직적으로 대회

에 나가기 시작했다. 풀코스 첫 도전은 2003년 10월 19일 열린 조

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에서 였다. 기록은 3시간 18분 21초. 써브

쓰리 달성 기록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대회 참가 21번째이던 

2006년 5월 6일 보성녹차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7분 42초 기록

으로 골인했다. 안영균 과장은 인터뷰에서 “그때는 정말 기뻤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4시간을 넘긴 적도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시간과 체력을 조절하며 달리기 시작해 오

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했다.

2006년 10회, 2007년 22회, 2008년 23회, 2009년 12회, 2010년 

16회 써브쓰리를 달성했고 올해 써브쓰리를 17회 달성하게 된다. 

안영균 과장은 2008년 11월 30일 진주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만 

100회 달성했는데, 써브쓰리 100회도 진주마라톤대회에서 달성

하게 됐다. 이번 대회까지 합하면 풀코스만 178회 달리게 된다. 

광화문마라톤모임의 회원이기도 한 안영균 과장은 3시간 페이

스메이커로도 유명하다. 전국 주요대회에서 19번이나 3시간 페

이스메이커로 뛰었으며, 이번에도 3시간 페이스메이커로 100회

에 도전했다.

●●●  안영균 과장은 그래서 평소 말과 행동에서 남다른 데

가 있다. 우리 대학교 동료직원들은 한결같이 “마라토너라서 다

르다”고 말한다. 안영균 과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라톤을 잘 할 수 없다. 담배는 피지 않고 술자리도 적당한 선에

서 그친다”고 말한다. 천천히 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은 풀

코스 완주자들에게서 풍기는 공통된 것이다. 

안과장은 5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달리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다며 “힘에 부칠 때가 오면 짧은 코스에라도 꼭 나갈 

것, 달리는 것 자체가 즐겁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부수적인 일

이다”며 웃었다.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다. “일단 

스타트하면 오르막도 만나고 내리막도 만난다. 대회에 참가 신청

서를 내고 나면 비가 와도 가야 한다. 근육경련이 오면 테이프를 

붙이고 달린다. 완주하고 나면 땀범벅이 되더라도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전국의 웬만한 시군은 안 가본 곳이 없다. 장애인과 손잡

고 달릴 때는 인간애가 느껴진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다. 마라

톤은 정말 인생이다.” 

●●●  한편 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회장 조현구)은 9년 전부

터 해마다 이 진주마라톤대회에 시각장애인을 초청하여 ‘동반마

라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각장애인과 경상대학교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끈으로 손과 손을 연결하여 달리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도 모두 45명의 시각장애인 달림이들이 경상대학교마라

톤클럽회원들과 손잡고 함께 뛰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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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열린 경상인의 窓Ⅰ Global Pioneer Program 체험기

우리 대학교에서는 매학기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 여

러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Global 

Pioneer Program, GPP입니다. GPP에 선정되면 팀별 지출 내역에 따라 조금씩 다

르지만 최고 개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GPP 탐방을 다녀온 후 결과 보고서와 보고 대회를 통해 상위권에 입

상하게 되면 추가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지

원금과 추가 상금으로 거의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GPP에 참여하기 위해선 학기 중 학생들 스스로 팀을 구성하여 뚜렷한 목표

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원한 팀들이 제출한 서류심사 후, 서류에 통과한 

팀에 한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GPP에 참여 할 수 있

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얼마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였는가와 얼마나 관심

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는가입니다.

저희는 “마루”라는 팀으로  전자혁명의 본거지로서 세계 IT시장을 이끌고 있는 실

리콘 밸리를 방문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초일류 글

로벌 기업 및 연구소들과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 잘 발달된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포

드, UC버클리 등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재학생들을 만나봄으로써 현재 우리대학의 

발전가능성과 개척인으로써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목표로 하여 7월 11에서 27일까지 

15박16일 동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다녀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은 긴장과 두려움, 기대감, 설레임 등이 섞

여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쉬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는 그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IT시장의 중심

실리콘 밸리 가다

컴퓨터학과 박귀몽 Silicon Valley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자회사 유치를 위한 초기의 세제상 특혜 등으로 인하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산업

이 한데 모인 첨단기술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연구단지의 명칭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과 완만한 기복

으로 펼쳐지는 샌타클래라 계곡(밸리)에 의거한 조어로서, 1970년대 초부터 널리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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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목표대로 uc버클리, 스탠포드, 페이스북, 구글, 야후, 인텔 박물관, 컴퓨터 역사 박물관, HP ,트위터, 오라클, 칼텍, 

UCLA 등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실리콘 밸리의 많은 IT 기업들과 여러 명문대학들을 탐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글은 컴퓨터 공학도에겐 신의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기업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탐방한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구글을 안내해주신 Google Search Engine에서 근무하시는 안정호 박사님은 저희에게 구글

에 입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안정호 박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글은 그저 신들이 다니는 

꿈의 직장이었지만, 안정호 박사님의 조언으로 인해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곳은 오라클입니다. 원래 오라클은 저희 계획에는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구

글과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업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같이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인 기업들도 많습

니다. 오라클은 후자에 속한 기업이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 한명인 박서현 학생의 아시는 분의 소

개로 극적으로 견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던 기업이라 견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 아무 생각 없이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시는 분이 소개해주신 분이 오라클의 부사장님이셨습니다. 

명함을 받기 전까지는 동네 외국인 아저씨 같았는데 명함을 받은 후에는 뒤에 후광과 함께 범접 할 수 없는 엘리트 같

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 가꿔진 아름다운 공원같은 스탠포드 대학,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찬 UC버클리대학, 컴퓨터의 시초부터 현

재까지가 모두 있는 컴퓨터역사 박물관 등 탐방했던 모든 곳이 저희에겐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GPP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조사해야 할 자료와 작성해야 할 문서도 많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은 조금은 힘들고 번거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5박16일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얻은 경험은 앞에서 준비하느

라 고생한 것의 몇 배가 되어 추억으로, 경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후(YAHOO) 社  다국적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하나

오라클(Oracle Corporation) 社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과학기술계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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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열린 경상인의 窓 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충북제천으로 떠나는 

국어국문학과 파흐디 사치야 Fahdi Sachiya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장학생으로 경상대학교에 입학하게된 파

흐디 사치야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면 많이 어

렵고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국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학교 시설도 잘 되어 있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이나 열람

실도 있고 학생회관안에는 우체국, 사진관, 서점, 이발소, 은행, 복사기 등

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기숙사

에서 나오는 음식은 매운음식이 많고 더군다나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

기 때문에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학교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라 매일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고 선배님들도 친절히 도와주셔서 어려움은 없이 지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으면서도 아직 한국 

전통놀이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팀을 이뤄 충북 제천시 덕

산면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로 1박2일의  

탐사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승마였습니다.

Horse Track에 들어가기 전 우리 팀원들은 말을 어떻게 

타고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승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이 승마 경험이 없어 말을 타기 전에는 긴장

감이 역력했지만, 말에서 내리는 순간 안도와 함께 만족스

런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승마 체험이 끝난 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개인별

로 흰 셔츠를 받았습니다. 한 강사가 나타나 큰 바

구니를 가리키며 “지금 들고 있는 셔츠를 모두 바구니에 

넣고 주물주물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그것이 

바로 황토염색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학교 옆에는 작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염색한 옷을 깨

끗하게 씻고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겨울 강물이 차가워서

인지 너무 빨리 씻는 회원들을 보면서 “옛날 한국 사람들

은 이렇게 빨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토로 염색하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황토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옷까지 황토로 염색을 했던 한국인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염색 체험이 끝나자 날씨가 점점 추

워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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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추위를 물리칠 겸해서 손에 손을 잡고 원모양을 만들어 도는 

강강술래를 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움직인 탓에 머리가 아팠지만,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강강술래를 직접 해 본다는 생각에서 신났습니다. 

나중에 귀국하면 이런 춤을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우리는 가장 재미있고도 힘든 놀이를 했습니다. 바로 

차전놀이였습니다. 2팀으로 나눠 각팀에서 대장을 뽑았고 대장이 땅과 5미

터 높이에서 싸우며 풍선을 먼저 잡는 팀이 이기는 놀이였습니다. 우리 대

장은 대나무 위에 서고 남은 사람들은 대나무를 어깨로 들고 경기장에 나

갔습니다. 대나무와 대장을 어깨위로 들었기 때문에 무겁기도 했지만, 힘

을 합쳐 3번을 대결한 끝에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차전놀이를 끝낸 우리는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파서 식당으로 몰려가 저녁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

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푼 우리는 또 강강술래를 시작했다. 밤에 하는 강강술래는 오후에 한 것과 

느낌이 많이 달라 더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이어진 달집태우기는 따뜻하면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마

을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달집태우기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불

을 피우는 연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준다는 믿

음이 있었고, 그 해 농사도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꼭 달집태

우기를 했지만, 나라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런 풍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옛 놀이문화는 한국 사람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

는 전통문화체험입니다. 한국문화가 사라지지 않게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캠퍼스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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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춤문화연구소ㆍ인문학연구소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가 이끌고 있는 ‘아시아춤문화연구

소’와 인문학연구소가 ‘아시아로 통하는 아시아춤 축제’를 마련했다. 아시

아춤문화연구소는 오는 11월 16일 우리 대학교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

디토리엄에서 ‘아시아 춤문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11월 17일 진

주, 18일 거제, 21일 하동에서 각각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공연을 펼쳤다.

▲ 2012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

우리 대학교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2012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2012학년도 정

시모집 입학설명과 우리 대학교의 우수성 홍보, 우수 신입생 유치, 대학 이미지 제

고 등을 위해 해마다 개최해 오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대학교에 100명 이

상 지원한 경남지역 인문계 49개 고등학교, 학생 1만 6100여 명과 교사 550명이 

참가했다.  ‘미리 가보는 대학’ 행사는 효율적인 입학설명회는 물론 시험 스트레스

도 풀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음악교육과, ‘안형수와 친구들’ 공연 

우리 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27일 색다른 콘서트를 열었다. 우리 대

학교 음악교육과가 마련한 이날 콘서트는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형수, 

바이올리니스트 김양준, 그리고 클라리네티스트 황수희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하모니를 

이뤘다. ‘안형수와 친구들’이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이번 연주회 1부에서는 안형수의 기타 독주

로, 피아졸라, 디용, 가르델, 카르도소 등의 탱고와 밀롱가 등의 소품 7곡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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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제2회 개척 독서골든벨

학생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황의열)이 

두 번째 독서 퀴즈왕을 뽑는 ‘개척 독서골든벨’을 마련했다. 도서관은 독서인증제 활

성화와 독서문화 조성을 통한 대학교육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11월 2일 야외공연

장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척 독서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 진주국제농업박람회에 농생대 학과·사업단 등 9팀 참가

우리 대학교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렸던 2011 진주국제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1948년 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개교한 우리 대학교가 이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볼거리와 관

람객 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흥행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대학교는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에 대학본부 홍보부스를 비롯해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학교기업GAST), 식품공

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원예학과, 동물생명과학과, 경남낙농산학연협력단, 경남양

파산학연협력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9팀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없음



*
경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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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송 총장 퇴임식

우리 대학교 제8대 총장 하우송박사의 

퇴임식이 12월 9일 예절교육원 개척관

에서 개최됐다. 하우송 박사는 2007년 

12월 12일 우리 대학교 제8대 총장으

로 취임하여 4년 동안 국제화·전국화

를 통해 우리 대학교를 ‘세계를 향한 동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박사는 12월 11일자로 총장 임기만료로 의학

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교수로 돌아갔다. 

우리 대학교-성동조선해양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와 성동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해양과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남권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주관대학인 우리 대학교와 성동

조선해양은 11월 29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

서 학생과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조선해양의 미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하성용 성동조선해양 총괄사장의 특강이 이어

졌다.

약학대학-경남도약사회, 교육 및 연구지원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 약학대학은 10월 14일 

칠암캠퍼스에서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와 ‘경남도민들의 보건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약사회 이원일 회장, 윤성미 여약사

회장, 강경훈 부회장, 강혜경 약제부장, 박성민 대외협력이사와 우리 

대학교 약학대학 공재양 학장, 안미정 부학장을 비롯해 약학대학 교

수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서기증자에 감사패 증정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12월 7일 도서관

장실에서 고서 등 도서를 기증한 분들에

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서를 기증한 정태수(鄭泰守) 선생은 호

재(浩齋) 이정수(李定洙, 1877~1957)와 송산(松山) 권재규(權載

奎, 1870~1952) 문하에서 수학한 분이다. 정태수 선생은 일제시

기 독학으로 의사면허증을 취득, 산청군 단성에서 신생의원을 설립해 

병고에 시달리는 지역민에게 인술을 베풀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그의 문집인 ‘수헌집’과 고서 230여 권이다.

‘김순금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및 ‘김순금 홀’ 명명식

‘재단법인 우리 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

은 11월 24일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2011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또 우리 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최원준)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법과대학 201호 대강의실을 ‘김순금홀’로 

공식 명명(命名)했다.

2012학년도 선상(船上) 입학설명회 열어

우리 대학교가 우리 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적극 참여한 고등학교 3학

년 교사들을 초청, 2012학년도 정

시 모집 내용을 소개하는 ‘특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교 입학본부(본부장 손병욱)와 해양과학대학(학장 성길영)은 

11월 23일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경남도

내 3학년 담당교사 80여 명을 초청해 입학설명회를 연 뒤, 1000t급 

실습선인 ‘새바다호’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선내견학, 시험조업 관

람, 생선회 시식 등의 행사를 열었다. 

제14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37명 수료식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안동

준)은 여성지도자 과정 37명이 참

석한 가운데, 11월 15일 우리 대

학교 남명학관에서 제14기 경남여

성지도자과정 대학위탁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남 여성의 정치ㆍ사회 참여를 확대

하고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하게 하며,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게 하기 위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하

고 있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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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우수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트 ‘기관우수상’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재현)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우수 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트’에서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10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제35차 전

국대학 연구산학협력 연구관리자 협의회 추계 세미나’에서 진행됐다. 

경상대 한림원 ‘GNU연구리더스클럽‘ 연찬회(硏鑽會)

우리 대학교는 11월 7일 진주시 판문동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5회 GNU연구리더스클럽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우송 총장, 권

순기 제9대 총장 당선인을 비롯해 대학본부 보직교수와 연구리더스클

럽 회원 교수,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FoTEC, 사회인 체험교육 주관대학 9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가 2012년도 녹색체험교육 사업

(대학주관 사회인 체험교육)에 9년 연속 선정됐다. 녹색체험교육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이 주는 공익적 기능

과 유용성을 교육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며 산림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산림보전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사업이다. 전국에

서 8개 대학, 18개 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진행된다.  

‘경남여성 100년의 삶과 역사’ 학술대회 개최

경남도와 경남여성인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경남여

성 100년의 삶과 역사’ 학술대회가 11월 30

일 우리 대학교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실에서 열

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남여성사’ 발간을 위한 두 번째 열린 학술대

회로, 지난 5월 18일에는 ‘지역여성사,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

로 첫 번째 학술대회가 우리 대학교에서 열렸었다.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창원지역 주말반 개설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창원에서 주말

에 강의를 하는 석사과정(M.B.A)을 개설

하고 수강생을 12월 12일까지 모집했다. 

이번에 모집한 인원은 글로벌경영전공 20

명이다.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원은 내년 3월이면 설립된 지 25년이 

된다. 그 동안 500명 이상의 경영대학원 동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

하고 졸업하여 경남지역 산업체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교수 역량강화와 대학사회의 성평등’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는 여교수회와 공동

으로 11월 9일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에

서 ‘여교수 역량강화와 대학사회의 성평등’

이라는 주제로 대학관련 성평등 이슈의 전

반적인 현황과 과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검토해 보

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우리 대학교 국

제어학원과 사천시 남일대리조트에서 2011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한국인은 행복한가’

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고는 하

지만, 빈곤층의 지속적 증가, 자살률의 급증, 중독문제, 학대문제의 

증가 등 사회의 그늘은 더욱 더 짙어지고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배경

을 설명했다.

‘Teaching-Up & Learning-Up 특강 시리즈’ 마련

우리 대학교는 선진화된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수법 연구ㆍ개발

을 통해 강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Teaching-Up & 

Learning-Up 특강 시리즈’를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모두 

10회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서

울어코드활성화사업단,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이 함께 참여하고, 그 

대상은 경상대학교 교수ㆍ직원ㆍ대학원생ㆍ학부생들이다.  

사회과학연구원, 제6기 진주시민 아카데미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가계채무와 

국가채무 등 ‘채무위기’와 한국의 경제상황을 연결시키는 진주시민 아

카데미를 열렸다. 이번 아카데미는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요일 법과대학(251동) 201강의실에서 제6기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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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계항공 고급인력양성사업단, 저명학자 초청세미나

우리 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2단계 

BK21사업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

단은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들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공과대학 404동 302호실(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 멀티미

디어실)에서 10월 26일과 28일 이틀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외국 저

명학자 학술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명학연구소, ‘경상우도 性齋 許傳의 學團’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교 남명학연구소는 ‘남명학의 계승양상과 강우지역의 학술-

경상우도 성재 허전의 학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4일 우리 

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2011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상남도, 남명학연구원, 덕천서원, 용암서원, 신산

서원, 남명학회, 부산남명학연구원이 후원했다. 

경영대학원, 이상의 전 합참의장 초청강연

우리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제30기)은 10월 25일 경영대학에서 ‘안

보현실과 세레노 리더(Sereno Leader)’라는 주제로 전 합참의장을 

역임한 이상의 예비역 대장 초청강연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서 이상의 전 함참의장은 “진정한 보수란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고로 당당하게 경쟁하되 책임 있고 규범적인 사람이어야 한

다”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문대학 ‘학생연구논문’ㆍ‘권장도서 에세이’ 발표대회 개최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이영석)이 인문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학생연구논문 발표대회’와 ‘권장도

서 에세이 발표대회’가 11월 16일, 17일 이틀간 

인문대학 2층 아카데미홀에서 개최됐다. 

학생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인문대 학생들을 ‘진정한 

인문인’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공분야 지

식 활용, 인문학 활성화, 문화 콘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도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

배달말학회 2011년도 전국학술대회가 10월 22일 우리 대학교 교육

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이라는 주

제로 개최됐다. 학술대회 제1부 ‘다문화 시대

의 한국어와 한국문학’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

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남경란ㆍ이화숙 대구가톨릭대), 다문화 시대

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쟁점(강연화 연세대), 다문화 시대와 한국시

(유성호 한양대), ‘가믄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권복순 경상대)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 위한’ 두 번째 학술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원장 장원철)은 지난 10월 25일 산청군

청 대회의실에서 지리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지리산권문화연구단과 산청군이 주최

하고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경남문화연구원이 주관했다. 

 

김갑순 교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활동상 수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ERI) 김갑순 교

수는 10월 28일 경기도 일산시 KINTEX에서 개최된 

‘제어ㆍ로봇ㆍ시스템학회’ 2011년 정기총회에서 적극

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제어ㆍ로봇ㆍ시스템 분야의 학

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활동상’을 수상했다. 

김유동 교수, ‘충적세 문명’ 발간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김유동교수가 약 

1만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문명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충적세 문명’을 펴냈다. ‘충적세 문

명’은 도서출판 ‘길’이 순수 국내 저자의 연구 성과물만을 엄선해 국내 

학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기획ㆍ출간 중인 인문사회과학 분

야의 본격 학술서 시리즈 ‘인문정신의 탐구’의 열한 번째 책이다.

김철환 교수, 쌀벌레 방제용 포장지대 등 및 천연 패치 개발

임산공학과 김철환 교수가 쌀벌레 방제용 포장지대와 

천연 패치를 개발, 농업과 일반 농가의 수익증대에 기

여할 전망이다. 또한 수명이 다한 폐지폐 1000원,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은행권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개발 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게도 자

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고양과 함께 “돈으로 만든 봉투에 돈을 보관한

다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상뉴스



23

류성기 교수, 한국정밀공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류성기(기계공학부) 교수는 우수

한 논문을 SCI(E) 논문지인 IJPEM학술지에 가장 많

이 게재한 ‘논문게재 실적’과 한국의 정밀·생산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IJPEM 최우수 논문상’

(IJPEM Highly Commended Paper Award)을 받았다.

시상식은 최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1년 한국정밀공학

회 정기총회’에서 열렸다.

  
이심성교수팀 나노초분자 네트워크 제어기술 개발

우리 대학교 화학과 WCU(세계 수준의 연

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단 이심성 교수 

연구팀이 ‘기존의 나노융합 소재 제조기술

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초분자 네트

워크 결정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이 연구의 전체 과정은 우리 대학교 화학과 WCU사업단 소속의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심성교수는 11월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정회원(펠로우)으로 선출됐다.

임수정 전통춤판 ‘길에서 길을 묻다’ 공연 

‘대한민국 名舞’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임수정 

교수가 11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한 번

째 개인공연을 펼쳤다. 이번에 선보인 ‘2011 임수정

전통춤판-길에서 길을 묻다’에서 임수정 교수는 한

국 전통춤의 춤맥을 이어준 교방(敎坊)과 신청(神廳)

의 예인(藝人)들이 가고자 했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예술세계를 사

계절로 풀어내 표현했다.

이준희 교수 생명복제 연구내용, 영국 주요 언론에 소개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과 이준희 

교수가 영국 노팅햄 (Nottingham) 대학교에서 박사과

정과 박사후과정 당시 수행한 연구결과가 11월 22일

자 영국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전 세계에 동물 복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생

명과학자이자 이준희 교수의 당시 지도교수이던 키스 캠벨 (Keith 

Campbell) 교수의 복제양 ‘돌리’ (Dolly the sheep)와 관련한 것이

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대진 교수,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죽교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교 생화학과 윤대진 교수가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에서 주관하는 2011년 ‘죽교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은 11월 17일 한국식물생명공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

는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마련됐다.

석ㆍ박사통합과정 박인혁 씨, 청암과학펠로 선정

우리 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박인혁씨가 포스코청암재단이 지원하는 

2012년 제3기 청암과학펠로에 선정됐다.  

대학원 우승문 씨, 한국막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BK21 아이큐

브 소재ㆍ부품인력양성 사업단(단장 남태현) 석사과정 

우승문씨가 ‘한국막학회’주관으로 지난 11월 11~12

일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된 2011년도 한국막학회 추

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학원 김득주 씨, 한국공업화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나노ㆍ신소재공학부 BK21 아이

큐브 소재ㆍ부품인력양성 사업단 석사과정 김득주씨가 

‘한국공업화학회’ 주관으로 11월 3~4일 성남 가천대학

교에서 개최된 2011년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발

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화학과 대학원생 이은지 씨,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 이은지씨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

회 아시아 배위화학 학술대회(ACCC3)에서 30

여개국 22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발표상’을 받았다. 

제4회 ‘개척언론인상’에 허상천 뉴시스 부산취재본부장 

우리 대학교가 언론창달과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

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4회 개척언론인 상 수

상자로 허상천뉴시스 부산취재본부장을 선정됐다. 

개척언론인상은 우리 대학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우리 대학교 언

론인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 대학교가 선정ㆍ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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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소 속 (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하나비 대표 최봉득 2011 .10.25  50,000 발전기금재단

유송석갈비 대표 이연정 2011 . 1 1 .07  50,000 발전기금재단

TNGT 진주 대표 이웅호 2011 . 1 1 .07  50,000 발전기금재단

개양숯불가든 대표 황수자 201 1 . 1 1 . 1 0  50,000 발전기금재단

e-어도 참치 대표 김정자 201 1 . 1 1 . 1 5  50,000 발전기금재단

고궁 대표 김정숙 201 1 . 1 1 . 1 7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국GM진주바로서비스 대표 박동윤 201 1 . 1 1 . 1 8  500,000 발전기금재단

한일식당 대표 최숙자 201 1 . 1 1 . 2 1  50,000 발전기금재단

세이브컴퓨터 대표 최영민 201 1 . 1 1 . 2 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홍현표 201 1 . 1 1 . 2 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성갈비촌 대표 김점옥 201 1 . 1 1 . 2 1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김봉찬 2011 . 1 1 . 29  30,000 발전기금재단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2011 .12 .05  200,000,000 발전기금재단(기금교수지원)

경상대학교 교직원테니스회 교수 곽근재외 67 2011 .12.08  3,500,000 발전기금재단

교무처 학사지원과장 정승한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재윤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장 연성찬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강동호회계사무소 소장 강동호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기은꽃화원 대표 소석복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나영학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대도가구 대표 주원경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어회초밥 대표 홍덕윤 2011/10-2011/11  60,000 발전기금재단

라페스타 대표 윤희정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모나미 인쇄복사제본 대표 박영선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석류정 대표 주영규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성심농원식당 대표 강정자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강묘영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야래향 대표 손소평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곽희영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예삐꽃방 대표 서원흥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소 속 (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오동나무집 대표 이숙영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주무길 2011/10-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웰빙참오리 대표 이경재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종합상사 교학사 대표 조현규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진남정 대표 주무경 2011/10-2011/11  200,000 발전기금재단

참붕어탕 대표 권점이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림학사 대표 오형석 2011/11-2011/12  2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데이 대표 이현진 2011/11-2011/12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마을 대표 최연도 2011/11-2011/11  100,000 발전기금재단

농협중앙회 경상대지점 농협중앙회 경상대지점 2011 . 12 . 14  1,000,000 학생과(총학생회)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진은 2011 .10.24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권기영 2011 .10.24  250,000 자연과학대학

한국GM진주바로서비스 대표 박동윤 201 1 . 1 1 . 1 8  3,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준화 2011.12.08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심성 2011 . 12 . 16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해외석좌교수 Jagadese J.Vittal 201 1 . 12 . 16  1,000,000 자연과학대학

㈜태영건설 ㈜태영건설 201 1 . 1 1 . 1 6  1,000,000 공과대학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총동창회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총동창회 2011 . 12 .02  2,000,000 공과대학

공과대학 교수 안효준 2011 . 12 . 16  100,000 공과대학

수의과대학 동문 김태융 201 1 . 1 1 . 22  1,000,000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교수 조규완 2011 . 1 1 . 29  600,000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동문 이영숙 2011 . 12 . 15  75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김은경외76 201 1 . 12 . 14  1,54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교수 하영미 2011/11-2011/12  200,000 간호대학

해양과학대학 교수 이종수 2011 . 1 1 .08  200,000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김정곤 2011/11-2011/12  60,000 해양과학대학

인문대학 교수 한상덕 201 1 . 1 1 . 1 0  1,000,000 대학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2011 .12 .05  50,000,000 의학전문대학원

예일이비인후과 예일이비인후과 2011 .12 .05  10,000,000 의학전문대학원

계 284,690,000

2011. 10. 22 ~ 2011. 12. 18

한림학사
경남 진주시 가좌동 1443-1번지(경상대후문)

TEL : 055)754-6588   FAX : 055)759-9968

올해로 24년 된 한림학사는 8년 전 우리 대학교 후문쪽으로 이전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과제물을 책임지고 있다. 한림학사

는 사무용품, 전산소품, 행사용품 뿐만 아니라 편집 및 디자인까지 여러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편리함

을 주고 있다. 한림학사의 대표 오세지씨는 그 동안 받은 사랑을 후원을 통해서 되돌려주고 싶고 우리 대학교와의 좋은 인연

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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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내역은 영구히 보존 관리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gnu.ac.kr/main)의 온라인 기부에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Tel. 055-772-0261~5 / Fax. 055-772-0269 / e-mail. fund@gnu.kr

[풀칠하는 곳]



뒷면의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른 후 접어서 이곳에 붙여 주세요.

“투자하신 만큼 당신의 자부심은 커집니다.

새롭게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경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

무통장입금 계좌 [예금주 :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농협 : 818-17-000951

http:fund.gnu.ac.kr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 Tel.055)772-0261~5

기금용도
장학사업 / 장서확충 / 기금교수 / 시설개선 및 확충

대학문화 활동 / 특성화사업 지원 / 기타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내는 사람

•참여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접은 후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http://fund.gnu.ac.kr)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우체국

요금후납

경남대학교발전기금
660-70 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0261~5      FAX. 055-772-0269
660-7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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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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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진주바로정비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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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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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등록금, 재학생 1만명 이상 93개 대학 中 87번째

피인용 상위 1% 논문비중 전국 4위(한국연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