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교!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G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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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GNU
Ambitious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Team-minded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Innovative 
세상을 바꿀 자신이 
있습니까?

Voluntary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용기가 있습니까?

Energetic
좋아하는 것에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호기심 갖기,
다르게 바라보기,
거꾸로 생각하기,
그 삐딱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

Creative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용사 1. 창조적인, 창의적인 
2.창의(창조)력이 있는 

명 사 1. 창의적인 사람,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 
2.창의적인 것들

Creative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고르라면 단연 ‘창의력’이다.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이 ‘창의력’을 통해 세상을 움직인다. 

경상대학교는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연구비 투자 대비 실적 국립대 1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경상대학교가 걸어온 창의력의 결실이다.

이런 창의력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젊은 개척 연구자 주간 등의 행사로 연구와 실험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격려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평소 강의시간에 들을 수 없는 최신 연구 동향과 다양한 내용들을 강의한다.

시대와 사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삐딱한 상상이다. 

경상대학교는 그 삐딱한 상상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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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의 상무이사로 선임된
정경구 동문이 이번 호의 커버스
토리를 장식하게 되었다. 우리 대
학교 국어국문학과 1회 입학생인
정경구 동문은 언론인의 사명감
과 성취감을 안고, 한길을 걸어가
고 있다.

KOTRA 산업자원협력실장 
강영수(경제학과 79학번) 동문

전 요하네스무역관장, 전 텔아비브무역관장

제5회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행사
대학원장상 수상

아델라드(탄자니아)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석사과정)

제7회 경남학생발명창의력대전 
발명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
성소영(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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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소 소장 
이우송(화학과 83학번) 동문
친환경바이오소재개발선두주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단 

우수과제 선정

임산공학과 펄프종이신소재연구실 김철환 교수
폐지폐 섬유자원을 활용한 은행용 봉투 개발
쌀벌레 방제용 포장지대 및 천연 패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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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NU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거듭난 

연구비 회수율 전국  국립대 중 1위 달성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고 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구슬이라도 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제 대학연구도 실용

성으로 평가받는 시대다. 기술 이전 및 연구

비 회수율로 드러나는 연구 실적이 대학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연구 효율성 입증 자

료에서 우리 대학교가 좋은 성적을 받아 화

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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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산학협력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확인

됐다. 지난 4월 6일 발간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

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이 전국의 153개 산학

협력활동 집중관리대학(이공계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2010년도 산학협력 현황과 성과를 집대성한 ‘2010 대학

산학협력백서’가 바로 그 지표다.

재단이 시행한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와 문헌 조

사를 바탕으로 분석된 백서는 산학협력단 현황,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산학협력 인력양성 현

황, 해외 산학협력 사례,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주요 이슈

등이 담겨 있다.

이 백서에서 주목할 것은 연구비의 ‘인풋(input) 대비 아

웃풋(output)’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비 회수율’이다.

연구비 회수율이란 연구비를 투입해 도출된 성과가 얼마

나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즉, 적은 연구비로도 높은 기술이전 성과를 올린 대학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대학교의 연구비 회수율은 1.791%로, 비교대상 전

국 대학 중 5위를,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0

년 산학협력 연구수익 상위 15개 대학 중 4위에 선정되었

다. 이 결과는 그동안 우리 대학교가 걸어온 길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교

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이

하 LINC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우리 대학교 권순기 총장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실

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업체와 대학

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학에서 창출되

는 연구 결과물을 기업체로 더 많이 이전시켜 기업 경쟁

력 제고에 일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비 회수율 

1.791%,
높은 기술이전 
성과 확인

대학의 연구는 기업을 통해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 기초연구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는

지양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회로 환원시키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구의 진행과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비 회수율은 연구 생산성이라고도 지칭되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을 의미한다”며 “연구비의 수

혜와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대학교는 연구의 효율을 높여

대학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를 보다 많이 산업계로 환원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타 대학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교수님

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동반자적인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순위 대학명 회수율
1 광주과기원 3.704
2 호서대 3.663
3 동국대 2.358
4 인하대 1.895
5 경상대 1.791
6 국민대 1.668
7 한양대 1.615
8 성균관대 1.494
9 중앙대 1.473
10 동의대 1.472
11 서강대 1.469
12 강원대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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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회수율
(기술이전 수입료 2억 원 이상)

순위 대학명 회수율
1 서울대 187,814
2 성균관대 64,630
3 연세대 53,718
4 경상대 40,436
5 포항공과대 39,437
6 한양대 24,435
7 전남대 22,408
8 경희대 21,493
9 서울시립대 21,367
10 고려대 18,179
11 인하대 17,412
12 경북대 15,077
13 창원대 12,900
14 영남대 12,088
15 울산대 11,285

2010년 산학협력 연구수익 
상위 15개 대학  (단위 : 백만 원)

이정규 산학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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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구 동문은 우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1회로 입
학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언론인의 꿈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전읽기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입학 때부터 언론

사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80

년대 초반 단일 학과로는 국어국문학과가 언론사 취

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역대학에는 신문방

송학과가 많이 없던 때라, 국문과 출신이 주로 언론

사에 취직했죠. 저도 4학년 때부터 언론사를 비롯한

취직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MBC에 입사하는 기회

를 얻었습니다.

84년 마산 MBC PD 입사 후, 다수의 다큐멘터리 작품
제작에 몰두하셨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꼽
자면?

지리산에 관한 자연다큐멘터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지리산의 야생화를 다룬 작품과 칠선계곡의

생태계를 다룬 ‘천왕봉 나린 물은’ 등이 있죠. 특히

‘천왕봉 나린 물은’은 한국방송대상 수상 등 대외적

으로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

문에 애착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육체

적인 고생을 엄청 했죠. 30~40kg 정도의 배낭을 메

고 1년 내내 지리산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GNU People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적이라는 것이다. 만

들어내지 않았기에 진정성이 있고, 어떤 훌륭한 연기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이 있다. 정경구 동문이 다큐멘터리

에 빠진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도전정신과 객관성,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한길을 걸어온 언론인, 정경구 동문

을 만나봤다.
정경구 동문을
만나다

진심을 담는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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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여름이면 남해안을 강타하는 ‘태풍’을 주제로 자연현

상에 맞서는 사람들의 강인함을 담아내는 기획을 세

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

가 들릴 때마다 남해안 최남단 섬에 들어갔었죠. 그런

데 2년 남짓 태풍이 남해안을 피해가는 바람에 결국

잔잔한 섬사람들의 휴먼다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작품이긴 하지만, 큰 태풍이 오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마음을 빼앗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적이고 현장중심이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우

리들 말로는 “몸 고생, 마음 고생한 만큼 작품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죠. 현장에 충실한 만큼 정확한 메시지

와 풍부한 내용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언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나
자세가 있다면?

첫째는 도전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

고 파헤치는 끈질긴 태도가 일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

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방송의 최종 수용자는 시청자이기 때문

에, 전달자인 언론인이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해

서 시청자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

나 더 덧붙이자면 낮은 곳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올해 4월부터 MBC경남 상무이사로 활약하게 되셨는
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세요.

사실 부담감이 앞섭니다. MBC경남의 최초 상무이사

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

만 제 모습대로 해야죠. 사원 신분일 때 다양한 보직

을 경험했고, 지역연대 활동도 나름 충실히 해왔습니

다. 지역방송사로서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부터 충실히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언론인을 목표로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언론사 취업은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언

론인의 사명감과 성취감은 어느 직업에 비추어도 덜하

지 않습니다. 자기가 취재한 기사나 작품들이 사회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또 공론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아직 언론학과가 없습니다. 언론학과

의 개설로, 더 많은 학생들이 언론인을 목표로 꿈을 꾸

었으면 합니다.

후배님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방송사

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양적인 팽창시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방송사가 늘어, 취업할 기회

도 많을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꼭 기회를 잡을 수 있

을 것입니다.

국어국문학과 85년 졸업
2008년 개교 60주년 자랑스러운 경상인상 수상

現 MBC경남 상무이사
경남문화재단 이사

前 2002년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한국 방송프로듀서협회 경남지부장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설립 준비위원

정경구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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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이양 교수가 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

(SSCI급) ‘저널 오브 익스페리먼털 사이콜로지(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012년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

다. 이 학술지는 국제적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심

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전

통과 권위가 있는 저널이다. 

저널에 실린 이양 교수의 논문 ‘사수는 과녁을 크게 지각하여 적

중한다(An Archer’s Perceived Form Scales the Hit-ableness

of Archery Targets)’는 기(氣)의 실체에 대한 이론이다. 이양 교

수는 논문에서‘물리적으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과녁을 심리적

으로 크게 지각하는 사수의 적중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때 사

수의 심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氣)라는 것.

원래 심리학은 실험적 접근을 우선하는 학문으로서 어떤 연구라도 실험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표

되기 어렵다. 이양 교수의 연구 주제인 기(氣)는 형이상학적으로 논란이 심각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

워 더욱 까다로웠다.

이양 교수는 이러한 기(氣)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Affordance in action(활동 중 주체와 객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을 도입,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이양 교수의 논문 게재는 기(氣)의 실체에 대

한 실험적 증거를 세계적 심리학계나 과학계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양 교수는 이미 다수의 논문을 SSCI급 저널에 실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현재 이양 교수는 미국 예

일(YALE) 대학교의 해스킨스(HASKINS)연구소, 코네티컷(Connecticut) 대학교 세스파(CESPA)연구

소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양 교수는 “다음에는 ‘언어의 氣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기(氣)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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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 상승과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열쇠,
식물의 개화시기 조절 메커니즘 밝힌 송영훈 박사

계절변화에 따른 식물의 개화시기 조절을 통해 작물의 수

확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워싱턴대학 박

사후과정 연구과정에 있는 우리 대학교 송영훈 박사가 진

행한 이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의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2012년 5월 25일자 온라인 판에 게

재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씨앗 또는 열매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합한 계절을 선택해서 개화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밤낮의 길이다. 식물은 밤낮의 길이 변화 측

정을 통해 계절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개화

시기 조절의 핵심인 FT(Flowering Locus T) 유전자의 발

현을 조절해서 개화한다. 이때, 식물의 개화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빛을 인지하는 광수

용체들 중 하나인 FKF1 단백질이다.

송영훈 박사는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수학적인 개화조절 메커니즘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

해 FKF1 단백질이 개화시기 조절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FT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있음

을 밝혀냈다.

송영훈 박사의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

다. ‘개화시기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도 작물

의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훈 박사의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

린21사업의 하나인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송영훈 박사는 “생

물학적·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작물의 수확

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형질전환 식

물체 개발에 대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규

명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농업으
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세대바이
오그린21사업단 중 하나로, 우리
대학교 이상열 교수가 사업단장
에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은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최우
수’ 평가를 받았다.

개화시기 조절과 관련된 광수용체인 FKF1 단백질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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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3학년 송지

훈 학생이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음료

‘SSong(쏭)’을 개발해 화제다. 송지훈 학

생이 발명한 SSong은 사과산, 마그네슘,

박하 추출물, 아카시아 추출물이 주성분이

며 특허출원한 PMB조성물 함유로 이루어

져 있다. 

SSong의 주성분인 사과산은 산도가 강해

pH 농도를 조절하기 쉽다. 마그네슘 역시

신경전달 작용에서 칼슘과 상반/보완 작

용을 하여 성대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

을 한다. 박하 추출물은 두통 해소, 감기 예방, 보혈 효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박하의 멘톨 성분은 붓거나

코막힘, 감기 증세 치료에 좋은 효능이 있다. 아카시아도 기침, 기관지염, 천식치료에 효과를 발휘한다.

SSong은 이들을 결합한 제품으로, 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SSong은 성대진동검사, 음향·음성학적 검사, 독성검사를 거쳐 지난 2011년 11월 특허를 출원했다. 검사

결과 SSong은 인체에 해가 없으며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우수하고, 음

정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대를 보호해줄 수 있는 효과까지 갖

춘 음료라는 것을 입증했다.

송지훈 학생은 창업동아리 ‘SSong’을 조직하여,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들어가고 있다. 송지훈 학생과 뜻을 모은 학생들은 박창현 학

생(식품공학과 3학년), 손성현·백진호 학생(식품공학과 2학년), 성승

현 학생(농업경제학과 2학년), 최유진 학생(정보과학과 2학년), 옥예슬

학생(한국국제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등이다. 이들은 총무·기획·

홍보·영업·행정·대외협력부 등으로 나뉘어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음료 ‘SSong’은 5월 17일 ‘SSong 사업설명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

에서 고객과 처음 만났다. 송지훈 학생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똘

똘 뭉친 만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정직한 기업으로 자라나갈 것”이

라며 “후배들을 위한 뜻 깊은 일들을 시행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부터 나도 가수다?
노래 잘 부르게 하는 음료 개발한 송지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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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훈(사진 왼쪽)학생과 학생창업기업 ‘SSong’팀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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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못 말리는 수학사랑,
매스사이넷에 논문 605편 올려 화제가 된 전영배 교수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로 꼽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세계적인 논문 평가 저널인 매스사이

넷(MathSciNet)이다. 매스사이넷은 전 세계 수학자들이 쓴 논문 중 ‘평가받을 만한’ 논문을 수록해

놓은 ‘초대형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초대형 논문집에 무려 600편 이상의 논문을 올려 화제가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전영배 교수다.

대수학(代數學)을 전공하고 있는 전영배 교수는 1982년 우리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매

스사이넷에 605편의 논문을 올려놓았다.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그의 논문을 평가하여 이 사이트에 수

록할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수학자 중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다. 

논문의 분류도 다양하다. 흔히 논문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SCI논문’, ‘SCIE논문’, ‘SCOPUS논문’

등으로 분류하는데, SCIE논문은 SCI논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논문이며 SCOPUS논문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영배 교수는 2011년 SCI 논문 8편, SCIE 논문 22편을 썼다. 2010년에는 SCI 논

문 9편, SCIE 논문 24편, 2009년에는 SCI 논문 6편, SCIE 논문 14편 등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록만 봐도 혀를 내두를 만한 기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영배 교수는 2011년 16편의 외국박사학

위 논문 심사를 비롯해 국내외 저널에 투고된 논문심사도 한해 평균 70-80편을 보고 있다. 

전영배 교수는 학생들에게도 “수학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좋은 논문을 많이 써라”고 강조한다. 학생들

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과연 어떠한가’ 되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그는 논문을 써서 매스사이넷에 700편 이상을 올릴 계획

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정년까지 4년, 한해 평균 25편의 논문을

써야만 가능한 계획이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전영배 교수는 못

말리는 수학 사랑으로 탐구에 전념하고 있다. 전영배 교수는 “연

구실에서 책 읽고 논문 쓰는 게 즐겁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즐기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문탐구의 길을 달려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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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현 교수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GNU Plus

인류가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 차원으로 펼쳐지던 소극적 

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와 

한국남동발전(주)는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 

산업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나고 있다.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Jump Up!
한국남동발전(주)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석유 등 화석연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히 증

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

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100여 종 이상의 전문 연구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2010년 12월 ‘그린에너지융합연구

소’를 설립했습니다. 공과대학을 주축으로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해양

과학대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풍력에너지, 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바이

오에너지, 2차전지의 다섯 부문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5월 지

식경제부의  풍력부품 운전성능평가 장비구축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풍력 부품의

운전 성능평가 시뮬레이터는 향후 2년 안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남동발전과의 협약으로, 우리 대학교는 또 하나의 발전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

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대학교 안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구축되면 유휴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실무 실습 교육에도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

각합니다. 학생들이 실무 위주의 핵심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취업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은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상호협력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

리 대학교는 남동발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

발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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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한국남동발전(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와 한국남동발전(주)(대표이사 장도수)는 4월 3일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경상대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공동개발 ▲기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보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 도 수 대표이사
한국남동발전(주)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필수 사항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중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할당제)로 인해 남동발전은

2012년 1.6%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전체 발전량의 15.3%

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사업소별 유휴부지에 태양

광, 풍력, 연료전지, 우드펠릿 혼소설비 등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폐도, 도시철도공

사 차량기지 등 사외부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RPS와는 별도

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 불가리아에 42MW의 태

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였고, 미국, 영국, 루마니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풍력과 바

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상대학교와의 협약 체결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번 협약에서 시

범사업으로 추진될 건물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가좌동 캠퍼스 건물옥상에

1.5MWp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인허가, 시공 등의 과

정을 거쳐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되면 남동

발전은 15년간 운영 및 정비를 담당하면서 RPS 의무할당량을 채우게 되며, 경상대

학교는 발전기금이라는 형태로 건물옥상 제공에 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남동발전은 현재, 2014년 초 진주 이전을 목표로 문산 혁신도시에 신사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 경상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은 우

리 회사의 진주 이전에 따른 지역대학과의 산학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

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발전은 시범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과 향후 진행될 신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남동발전의 역량과 노하우

를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남 거점 국립대 경상대학교와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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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G20, 한국대표’라는 세 가지 수

식에 매료되어 도전하게 된 ‘Y20’. 선발과

정에서의 높은 경쟁률을 보면서 ‘과연 내

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만 가득했

던 날들 끝에 찾아온 ‘Y20(멕시코 청년정

상회의)’은 일생의 기회였다. 특히 한국 대

표 중 지방대생은 나 혼자라 더욱 자부심

을 느낄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 보낸 일주

일, 거기서 한국, 그리고 GNU를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 

‘Y20’(멕시코 청년정상회의)이란?
6월 중 멕시코에서 열린 G20의 ‘Youth version’
격으로 세계 20개국에서 각각 선발된 140명의
청년들이 멕시코 푸에블라에 모여 여러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류준비에서 멕시코行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치열했던 약대 입시를 치르고 얻어낸 경상대 입학의 기쁨!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학

교 홈페이지 공고와 함께 찾아온 ‘Y20’개최 소식. ‘멕시코’, ‘G20’,‘한국대표’. 공고문에

서 곧바로 눈에 들어온 세 가지 단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끌렸고 또 도전하고 싶었

다. 전체적인 모티브가 ‘G20’과 비슷했고 취지 또한 그러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의 문

화를 접해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140명이 넘는 지원자, 7:1의 경쟁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운 좋게 1차를 통과했다. 면접은

자신이 작성한 영어에세이를 요약하여 발표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졌다. 국제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약학대’

학생인 나는 면접관들에게 꽤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지원동기와 전공지식에 대한 날

카로운 질문이 몇 차례 이어져 긴장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잊지 못할 ‘푸에블라’의 추억 : 전통과 현대의 조화

5월 7일 출국, 17시간의 비행을 거쳐 이튿날 ‘멕시코시티’에 도착했고 곧바로 ‘푸에블라’로

이동했다. 푸에블라에서의 첫 일정은 관광이었다. 투어버스에 몸을 싣고 가이드의설명 아

래, 푸에블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한국 친구들 중에는 남미 국가

방문이 처음인 경우가 많았는데, 현지 사람들은 그걸 알기라도 했는지 너무나 친절하고 따

뜻한 모습이었다. 

푸에블라는 멕시코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로 1531년에 건설되었다. 오래된 유적지와

유구한 문화, 풍습을 간직한 곳이 많은 만큼, 푸에블라의 구시가를 중심으로 한 역사 중심지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에

는 색감이 다채로운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사진 찍을 때마다 만난 아이들 모

두 맑고 순수한 웃음으로 내게 인사했다. 후에 들은 바로는, 푸에블라 내에는 350여 개가 넘는

성당이나 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매일매일 각각의 교회에서 행사가 주최된다고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G NU를 외치다!

나의
Y20 한국대표단
체험기

손성은 약학대학 1학년

GNU Memories

◀‘Y20’에참여한손성은(오른쪽제일앞) 학생과 Y20 한국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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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환영파티가 열렸는데,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던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편안함,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절제된 듯 넘치지 않는 분위기의 파티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

기도 했다. 그들의 전공은 생물학, 의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참으

로 다양했는데, 심사기준에 있어 전공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한국을 대표해, 한국의 생각을 말하다

5월 9일부터 3일간 계속된 Y20 회의는 ‘interactive session, plenary session’ 형태로 진

행됐고, 본회의에서 내가 맡은 주제는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and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였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한국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G20에서 우리 정부가 힘을 실어

세부계획을 밝힌 바 있어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실현의 일환으로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는 환경재

단과 기금 쪽으로 기울어졌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멕시코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과의 면담 그리고 수료식

12일 아침 일찍 우리는 멕시코 대통령과의 면담 및 Y20 수료식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시

티로 향했다. 세 시간 동안 멕시코시티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잠깐 눈을 붙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단조로운 풍경이 연출됐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것이었다.

푸에블라가 건축양식과 문화 전반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간직한 고혹적인 땅이었다

면, 멕시코시티는 곳곳에 마천루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완벽한 멕시코 수도의 모습을 하

고 있었다. 

수료식에서는 멕시코 대통령 연설과 면담이 있었다.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던 연설에서 펠

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느린 호흡의 어조로 대표단 모두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

고 포부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을 학생 신분으로 뵐 수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금의 나는, 아직도 ‘멕시코앓이’ 중이다. 멕시코문화와 한국

문화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한국처럼 가족과 친구 사이가 매우 끈끈하

고 정이 넘쳐난다. 한국의 식탁에 빠짐없이 늘 김치가 올라오듯, ‘살사 멕시카나’가 올라오

던 멕시코의 밥상, 멕시코에만 있는 독특한 거리의 악사 ‘마리아치’의 흥이 넘치는 연주까

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대표단들과의 추억, Y20 참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대표

라는 자부심이 버무려진 멕시코의 기억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Mariachi의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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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은(오른쪽두번째) 학생과한국대표단

Y20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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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는 

여름보다 더 뜨거운 청춘의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열정과 상상력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는 학생들...

그 빛나는 청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GNU Scene

여름보다 뜨거운 청춘이 있는 곳! 

의류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상상력을 만나다,
2012 경상대학교 패션쇼

1

2

5월 16일, 우리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상상력

을 만날 수 있는 ‘2012 경상대학교 패션쇼’가 열렸다. 진

주시 칠암동 경남도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패션쇼는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라는 주제로, 상

반된 디자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다. 여섯 스테이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패션쇼는

의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100여

벌의 작품을 선보였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 ‘제23회 전통 관례·계

례식’이 5월 21일 예절교육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권순기 총장·김석근 인문대학장

축사, 한문학과 최석기 학과장 인사, 시연자

소개, 관례, 계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

연이 끝난 후에는 권순기 총장이 직접 12개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학생 12명에게 직접 자

(字)를 지어주었다.

성년으로서의 책임감과 바른 자세를 알리다,
제23회 전통 관례·계례식

경경경경경경 g경 경 경 경 경경경 경 경 경 경 8경 경 경 8경 경 경 경 경 경경경 경 경 경 경 경 경 5 경 3경 경 경 경



17GYEONGSANG MANIA 2012. 5+6

3

4

5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제3기 ‘GNU봉사

단’(단장 이건기 학생처장) 발대식이 4월 27

일 개최됐다. 권순기 총장, 이건기 봉사단장,

권선옥 부단장(학생부처장), 조기옥·차기원

운영위원과 50명의 학생봉사단원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첫 봉사활동으로 GNU 둘레

길 정화활동을 했다.

GNU 둘레길 정화에 나선,
제3기 GNU봉사단 발대식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한 명예교수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5회 명예교수

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을 하루 앞둔 14일, 대학본부 5층 개척홀에서 진

행된 행사는 개회, 경과보고, 총장 인사, 명예교

수 인사, 기념품 증정, 건배 제의, 식사, 축하공

연, 폐회 순으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명예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5회 명예교수의 날

약학대학 약학과 1학년 학생들의 첫 지리산 약

초 실습이 이뤄졌다. 약학대학(학장 공재양)과

약학연구소는 5월 9일 약학대학 교수와 1학년

학생 3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생약연구

소장 성환길 박사(한국국제대학교 약재산업학

과 석좌교수)의 안내로 지리산 달궁계곡과 노고

단 일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을 조사하였다.

미래 약사의 꿈 키우는 약대생들,
지리산 약초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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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사회적 사실들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지역을 넘어 국제사

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

로 6개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

히 지역화·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하는 전문 지식을 교육하여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인력 양

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Vision
- 사회과학대학의 중점분야인 인권연구(여성, 노
동, 빈곤, 장애 등), 해외지역연구, 지역리더십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소들과 협력하
여 연구경쟁력을 향상

-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지역주의인 ‘휴
먼 글로컬리즘(human glocalism)’을 목표로
한 지성인 양성 및 사회 연구

GNU Introduction

“인간애를 바탕으로 세계에 진출하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사회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곳이다. 기술발전이 아무리 빠르게 이루어진다 해도,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지역을 섬기며 세계로 진출
하는, 따뜻하고도 진취적인 정신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교육에 앞장서왔다.
강수택 사회과학대학장은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민주화의 빛을 밝히는 데
앞장선 실천적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수와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적인 사안을 해
결하는 데 지식인으로서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늘 변하는 사회라도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
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사회과학대학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여 세계를 열다

Mini Interview. 강수택 사회과학대학장(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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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대학, 21C 첨단과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길을 향해”

자연과학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문이다. 우리 대학교 자연과
학대학은 이러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연구하는 대학’, ‘21C 첨단과학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거
듭나고 있다.
김재상 자연과학대학장은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WCU(World Class University) 3개 사업단,
BK21(Brain Korea 21) 2개 사업단,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단 등 9개 분야에서 사업단을 수행하고 있으
며, 올해 연구 결과 평가에서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단, WCU 사업단 등 5개 사업단이 전국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선도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연과학대학의 길을 강조한다.

자연과학대학  
순수과학, 21세기 산업경쟁력을 이끌어가다

Mini Interview. 김재상 자연과학대학장(화학과 교수)

순수과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첨단과학세계는 완성될 수 있으며, 종내

인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

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에 자연과학

대학은 12개 학과로 세분하여, 기초과학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창의적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

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Vision
- 기초학문과 기술응용분야의 융합연구 추진. 현
재 7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과
의 참여로 새로운 융합기술분야 및 융합교육과
정을 개발하여 기초학문과 기술융합의 새로운
장 개척

- 튜터, 튜티제(학습도우미제)를 도입하여 기초과
학학력을 강화하고 신입생의 대학생활의 조기
안정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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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상징 개척탑, 가좌동 이전
우리 대학교는 4월 26일
‘개척탑 이전 준공식’ 행
사를 가졌다. 이로써 40년
동안 우리 대학교의 상징
이던 칠암동 개척탑이 가
좌동 시대를 열게 됐다. 행
사는 개식, 경과보고, 식사,
축사, 제막, 개척시 낭독,
탑지 봉인, 폐식 등의 순으
로 30분간 진행됐다.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국가적 유산 인정
도서관(관장 김
명순)의 ‘남명학
고문헌시스템’
이 4월 30일
국가브랜드위원
회, 교육과학기
술부, 교수신문

이 공동 기획한 ‘대학의 유산’에 선정되어 기념패
를 수상했다.

‘재직자 특별전형 우수대학’ 선정
우리 대학교가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이번 사업에
경남ㆍ부산ㆍ울산ㆍ제주 지역 4년제 대학교로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멘토링시스템, 최고관리자과정
CEO특강, 재직자 특화 수업,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과 연계한 교육을 해나가기로 했다.

인문학연구소 - 러시아국립문화연구소 협정
인문학연구소(소장
홍상우 러시아학과
교수)는 4월 30일
러시아국립문화연
구소(소장 키릴 라

즐로고프)와 교류협정을 맺었다. 양 기관은 학술대
회 개최 및 연구 결과 공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자료 분석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컨설팅 협약 체결
경남한우산학연협
력단(단장 김삼철),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
장 김관태), 우리

대학교 축산학과(학과장 공일근), 우리 대학교 학
교기업 경남동물과학기술(GAST, CEO 이정규)은
5월 2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컨설팅 협약’
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축산업 경영체의 등급판
정, 경영, 질병 및 사양관리 등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고급육 생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해양대-인도네시아 디포네고르대학, 
교류협력 의향서 교환

해양과학대학(학장
정용길)은 5월 18
일 인도네시아 디
포네고르대학과
‘교육과 연구에 대

한 광범위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
했다. 양 대학은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 학술대

회 및 교환 강연 개최, 교수 및 학생 교류, 출판물
의 상호 교류, 실험실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실질
적인 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강희근 명예교수, 
제1회 산청 함양 인권문학상수상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희근
명예교수가 6월 23일 ‘제1회 산
청 함양 인권문학상’을 수상했
다. 이번에 선정된 강희근 명예
교수의 서사시집 ‘화계리’(1994.
문학아카데미)는 민간인 705명
이 희생된 산청 함양사건을 형

상화한 작품이다.

김윤희 교수, 우수과제 표창장 수상
자연과학대학 김윤희(화학과)
교수가 5월 24일 ‘지식경제 프
론티어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
술개발사업단 기술개발성과 보
고대회’에서 우수과제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ㆍ

사업화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4개
사업단이 표창을 받았다.

홍상우 교수, 
카자흐스탄 알마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선정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홍상우(인
문학연구소장) 교수가 5월 30
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10
회 알마티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에 외국인으로서
는 최초로 작년에 이어 2년 연

속 선정되었다. 홍상우 교수는 또 6월 21일부터 열
린 모스크바국제영화제 넷팩(NEPAC)상 심사위원
으로도 위촉됐다.

심흥수 교수, 
미국 풀브라이트장학재단 강의교수 선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심
흥수 교수가 미국 풀브라이트장
학재단이 한국에서 선발한
‘2012년도 풀브라이트 강의교
수’(Teaching Fulbright) 2명 중
1명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이은 두 번째 선발로, 심흥수 교수
는 라이더대학교(Rider University)에서 1년 동안
북한 핵 문제 등을 강의하게 된다.

‘제5회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우리 대학교는 5월 25일 ‘제5회 젊은 개척 연구

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은 5월 2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젊은 개척 연

구자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이다. 행사는 자연

과학대학 생화학과 김재연 교수의 ‘논문 작성법’

강의, 장기철 대학원장의 환영사, 권순기 총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고, ‘젊은 개척 연구자들의 이야기’ 시간에는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로 선정

된 이윤호(응용생명과학부) 씨를 비롯해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과학펠로우 장학생 화학과 박인혁

씨, 젊은 개척연구자 상(총장상) 수상자 이지하 씨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연구

성과를 낸 30명의 대학원생들이 우수 논문 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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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공학과 박사ㆍ석사과정생, 
학술장려상ㆍ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농업생명과학
대학 임산공학
과 펄프종이신
소재연구실과
제지나노과학
연구실(김철환,

이지영 교수)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의 MD 모미
눌 이슬람 쉐이키(Md. Mominul Islam Sheikh)
씨와 석사과정의 김병호 씨가 4월 26~27일 ‘한
국펄프ㆍ종이공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
총회’에서 학술장려상과 우수논문 발표상을 각각
수상했다.

화학과 석사과정 주희영 씨, 
‘우수연구발표상’  및 ‘동우화인켐(주)상’ 수상

대학원 화학과 초분
자화학연구실 석사
과정 주희영(지도교
수 이심성) 씨가 4월
25~27일 진행된 제
109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 ‘우수연구발표
상’ 및 ‘동우화인켐

(주)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GNU 식물생명공학 국제 심포지움

‘GNU 식물생명공학 국제 심포지움 2012’(GNU
Plant Science Symposium 2012)가 5월 10~11
일 양일간 우리 대학교에서 열렸다. 심포지움에는
많은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대학교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KAIST·서강
대·경희대·충남대 소속 연사 10명이 주제발표
를 했다.

제7회 경남여성지도자과정 한마음대축제 

제7회 경남여성지도자과정 한마음대축제가 5월 19
일 개최됐다. 우리 대학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과
수강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여는 마
당, 행복 한 마당, 15기생 축하공연, 건강 한 마당,
어울 한 마당, 닫는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생교육원, ‘한자와 예절교육’ 수료식

평생교육원(원장 한상덕)은 초등학교 4~5학년 30
명을 대상으로 열어온 ‘한자와 예절교육’ 강좌의
수료식을 5월 19일 예절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수
료생들은 10주 동안 ‘사자소학’을 배우며 효도ㆍ
우애ㆍ우정 등의 도리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간과
해서는 안 될 기본예절과 올바른 소통의 방법 등
을 학습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양인석 학생이 최
우수상을, 정예림ㆍ강성주ㆍ김태현 학생이 우수상
을 받았다. 

여성연구소, 초청강연회

여성연구소(소장 이혜숙)는 5월 21일 민말순 박사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를 초청하여
‘경남 성평등 현황과 여성정책의 과제’라는 주제
로 강연회를 열었다. 

인권사회발전연구소ㆍSSK 한국형 
신사회정책연구팀 국제학술대회 

인권사회발전연구
소(소장 강욱모)와
SSK(한국사회과
학연구지원사업)
한국형 신사회정

책연구팀(연구책임자 박재흥)은 5월 24일 ‘한국의
사회변동과 탈물질주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우리 대학교는 6
월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
여 진주시 충혼
탑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학무위원, 확대
간부위원, 학생 대표, 학생군사교육단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2012년도 교육과정 개설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FoTEC, 센터장 김의경)는
남부지역 산주와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2년도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산림복합경영과
정’, ‘산양삼특성화 입문과정’, ‘귀촌지원임업소득
과정’ 등 세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30명
정원의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인문학연구소, ‘통영 인문학 중급 강좌’ 개설
인문학연구소(소장 홍상우)와 (재)통영시지속가능
발전교육(통영RCE)은 ‘2012 통통인문학’ 중급강
좌를 개설했다. 총 10강의로 구성된 ‘통통 인문학’
강좌는 지속가능한 삶과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주
제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회 
우리 대학교는 5
월 1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동반
성장과 한국 경
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행사에는 권순
기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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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News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우리 대학교는 5
월 5일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체육
대회를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회

(회장 예사하노바 발잔ㆍ카자흐스탄ㆍ영어영문학과)
와 함께 마련한 이번 체육대회는 현재 재학중인 23
개국 370명의 유학생 중 200명 정도가 참가했다.

권순기 총장 ‘바람직한 대학생활’ 특강 
‘바람직한 대학생
활’이라는 주제의
권순기 총장의 특
강이 5월 7일 국
제어학원에서 개
최됐다. 이날 특강
에는 교직원과 학

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순기 총장은 “구체
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
의 목표가 바뀔 수 있다”며 “SMART한 목표를 설
정하고 중간중간 목표달성을 위한 점검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특강
인권사회발전연구
소(소장 강욱모 사
회복지학과 교수)
는 5월 9일 현병
철 국가인권위원
장을 초청하여
‘한국사회와 인

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초청 특강

우리 대학교는 5월 9일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을 초청하여 ‘기술한국을 향한 신엔지니어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산학협력단이 마련
한 이날 특강은 권순기 총장, 산학협력단 관계자, 교
수ㆍ대학원생ㆍ사업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ACTIVE GNU 헌혈봉사 행사

우리 대학교는 5월 15일부터 3일간 가좌캠퍼스 2
곳, 칠암캠퍼스 1곳, 통영캠퍼스 1곳 등 모두 4곳에
서 11대의 헌혈버스를 동원해 ‘ACTIVE GNU 헌혈
봉사’라는 제목의 대대적인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교육연구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교육연구원(원장 최정혜 가정교육과 교수)은 5월
15일 ‘교육연구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바리톤 신윤식, 피아노 채혜연,
소프라노 박원희, 바이올린 김양준 교수가 출연하
고, 첼로 박정민 씨, 피아노 정미화 씨 등 우리 대
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단기연수단 내방

미국 피츠버그주립대(총장 Dr. Steve A. Scott) 단
기연수단 25명이 우리 대학교를 찾았다. 교수 4명ㆍ
학생 21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단기연수단은 5월
17일부터 5일간 한국문화체험, 산업체견학, 역사탐
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2년 창업동아리 출정식ㆍ간담회
우리 대학교는 5월 25일 ‘2012년 창업동아리 출
정식ㆍ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LINC사업 소

개, 창업교육센터 소개, 결의문 낭독, 학생창업 기
업 소개((주)마켓파트너, SSong), 창업동아리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1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인문대학(학장 김
석근)은 5월 25일
제19회 전국 고교
생 백일장을 개최
했다. 백일장에는
운문부 56개 고교

299명, 산문부 69개 고교 318명 등 모두 61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제7회 경남학생발명창의력대전 
우리 대학교와 특
허청 진주시 통영
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산
청군 합천군 한국
발명진흥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국립경상대
학교 과학영재교육원ㆍ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7회 경남학생발명창의력대전’이 5월
26일 하루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열렸다.

개척가족 등반대회 화합 한마당

우리 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신영태)는 5월 13일
400여 명의 동문회원과 가족, 권순기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청군 석대산에서‘2012
년 경상대학교 총동문회 개척가족 등반대회’를 개
최했다. 행사는 산행, 지부ㆍ직능별 동문회원들과
함께하는 게임과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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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집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주    소 위     치 전화번호

갈치를벗삼아 손병철 갈치전문점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호탄동 진주톨게이트 옆 055-759-1225
고궁 김정숙 한정식 진주시 진주대로832-12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055-753-8802

고향보리밥 박우문 보리밥 전문 진주시 가좌길36번길 18 가좌지구대 앞 경상교다리 옆 055-761-1130
기은꽃화원 소석복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055-745-4829
다다미횟집 김석운 생선회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1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강변도로변) 055-759-2422
대도가구 주원경 사무용가구 진주시 돗골로25번길 6 진주원예농협 건너편 055-756-4500
대어회초밥 홍덕윤 초밥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10 진주세무서 뒤편 055-758-5963
더만족 윤희정 족발전문 진주시 호탄길21번길 7 삼성아파트 옆 055-757-9992

모나미 인쇄 박영선 인쇄, 복사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경상대 정문 앞 055-759-8122
부산냉면(구 얼치기 냉면) 강남이 갈비, 냉면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9 경상대 정문 앞 055-754-0933

석류정 주영규 횟집 진주시 진주대로671번길 13 석류공원과 인공폭포 옆 055-753-8088
성심농원식당 강정자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702 문산읍에서 진성 구 도로 방면 1km 055-761-5283
세이브컴퓨터 최영민 컴퓨터기기 진주시 동부로58 호탄동 변전소 맞은편 055-761-9783
송원가든 민경오 오리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8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055-759-5756

수수꽃다리화원 강묘영 화원, 전국배달 진주시 가좌길29번길 1 경상대 후문 앞 055-757-4152
야래향 손소평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055-745-1100
어원초밥 이신우 초밥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뒤편 055-743-5876

영엔터프라이즈 곽희영 컴퓨터기기 진주시 돗골로19 상평빌딩 5층 055-755-5925
오동나무집 이숙영 한정식 진주시 비봉로62번길 11-1 갤러리아백화점 후문방향 055-741-2387

오피스디포 진주점 주우길 사무용품 진주시 동진로29 시티펄상가 1층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옆 055-763-7979
웰빙참오리 이경재 오리전문 진주시 가좌안골길24번길 10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055-758-5292
유송석갈비 이연정 석갈비, 추어탕 진주시 진주대로404번길 14 가좌이주단지 새동네 055-754-7999

종합상사 교학사 조현규 문구, 잡화 진주시 진주대로1031-3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옆(청소년수련관 쪽) 055-746-7477
진남정 주무경 국밥, 한우 진주시 진주대로516번길 6 경상대 정문 앞 055-762-9020

진주예삐꽃방 서원흥 화환,전국배달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경상대 정문 앞 055-759-8993
참붕어탕 권점이 어탕, 찜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호탄동 신흥지구 055-753-8446
하나비 강성재 초밥, 일식 진주시 가좌안골길16번길 2 경상대 정문 앞 풍경채아파트 동쪽 055-761-7373

한국GM 진주바로정비코너 박동윤 자동차정비 진주시 강남로257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 중간지점 055-761-8585
한림학사 오형석 문구, 교구 진주시 가좌길34 경상대 후문 앞 055-754-6588

한빛정보시스템 홍현표 컴퓨터, 사무기기 진주시 진주대로542번길 9-7 풍경채아파트 놀이터 옆 055-759-7222
한성가든 전용춘 한우 진주시 도동천로189 전자랜드 도동점 옆 055-758-0022
한성갈비촌 김점옥 한우 진주시 신평공원길47번길 8-2 들말 국제대부설유치원 옆 055-747-7002
한우데이 이현진 한우 진주시 호탄길9번길 20 삼성아파트 옆 055-758-0005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최연도 한우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055-756-1952
한일식당 최숙자 김치찌개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6 경상대 정문 앞 055-755-5088

e-어도참치 김정자 참치전문점 진주시 가좌안골길6번길 15 보성빌딩 2층 경상대 정문 앞 055-757-3737
보리고기 맥돈 김현정 돼지고기전문(고기 도, 소매)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176 진주 산청간 원지 입구 055-974-2525

THEW컨벤션뷔페델리 박진희 뷔페, 세미나 진주시 강남로 95번길 3 수아비스웨딩숍 1층 경상대학교병원 옆 055-759-8209
우&돈 어울림 박경이 한우, 쌈밥정식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사천 정동면 부경사우나 옆 055-855-1161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박선정 자동차 종합수리 사천시 항공로54 사천 항공단지 입구 055-852-2100
향원 정민승 한정식 진주시 모덕로147번길 8-9(상대동) 상대동 현대아파트 옆 055-761-6688

반천촌국수 노수진 국수, 김밥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8-9(가좌동) 가좌삼거리 SK경대앞주유소 뒤편 055-752-7906
에이플러스 유학센터 남주현 유학알선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가좌동) 던킨도너츠4층 경상대 정문 앞 던킨도너츠 4층 055-755-0575

진품우리집 박균태 오리고기 전문 진주시 가좌동 449-2 개양지구대 뒤편 055-759-5292

웰빙참오리후원의 집 탐방

진주시내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위치한 ‘교학사’(대표 조헌규)는 사무ㆍ

화방ㆍ제도ㆍ전산ㆍ유아용품을 비롯해 코팅ㆍ복사에 이르기까지 문구

와 관련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정품

제품을 구비하여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

학사의 조헌규 대표는 우리 대학교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 “경남의 거

점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

니 보람이 크다”며 스스로 즐거워한다.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고

객을 대하며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헌규 대표

의 미소는 늘 환하다.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TEL : 055-7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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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수 김준형 2012-04-30 1,000,000  발전기금재단
더만족 대표 윤희정 2012-04-30 5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최천학 2012-05-07 300,000 발전기금재단
에이플러스유학센터 대표 남주현 2012-05-09 500,000 발전기금재단
갈치를벗삼아 대표 손병철 2012-05-15 50,000 발전기금재단
세이브컴퓨터 대표 최영민 2012-05-21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하영수 2012-05-21 50,000 발전기금재단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홍현표 2012-05-2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성갈비촌 대표 김점옥 2012-05-21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일식당 대표 최숙자 2012-05-21 5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김봉찬 2012-05-22 30,000 발전기금재단
예삐꽃방 대표 서원흥 2012-05-23 50,000 발전기금재단
고향보리밥 대표 박우문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장 김갑동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대어회초밥 대표 홍덕윤 2012-05-25 30,000 발전기금재단
더더블유 대표 박진희 2012-05-25 300,000 발전기금재단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대표 박선정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반천촌국수 대표 노수진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강묘영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오동나무집 대표 이숙영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주우길 2012-05-25 5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이상언 2012-05-25 10,000 발전기금재단
진남정 대표 주무경 2012-05-25 100,000 발전기금재단
인재개발원 행정실장 정승한 2012-05-29 50,000 발전기금재단
e-어도참치 대표 김정자 2012-05-31 50,000 발전기금재단
성심농원식당 대표 강정자 2012-06-05 100,000 발전기금재단
동문 박시덕 2012-06-13 10,000,000  발전기금재단
에이스트랙(주) 회장 문영식 2012-06-14 1,000,000  발전기금재단
에이스트랙(주) 대표이사 조수안 2012-06-14 1,00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재무과 김창균 2012-06-15 3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하만주 2012-06-15 10,000 발전기금재단
진품우리집 대표 박균태 2012-06-15 100,000 발전기금재단
입학관리본부 입학정책실 김정현 2012-06-18 1,000,000  발전기금재단
강동호회계사무소 소장 강동호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고궁 대표 김정숙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교무처 교무과 박  인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기은꽃화원 대표 소석복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부처장 김영석 2012/5-2012/6 4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과장 안영균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이방주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강민연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권명근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김숙년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류성하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안봉근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기획처 기획평가과 정정훈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대도가구 대표 주원경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 정우건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재윤 2012/5-2012/6 6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이영호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김필금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주수진 2012/5-2012/6 20,000 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강미영 2012/5-2012/6 40,000 발전기금재단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박영선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보리고기 맥돈 대표 김현정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사무국 시설과 서진교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석류정 대표 주영규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야래향 대표 손소평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곽희영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우&돈 어울림  대표 박경이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웰빙참오리 대표 이경재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유송석갈비 대표 이연정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종합상사 교학사 대표 조현규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참붕어탕 대표 권점이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평생교육원 행정실장 하중곤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한림학사 대표 오형석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데이 대표 이현진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한우마을 대표 최연도 2012/5-2012/6 100,000 발전기금재단
향원한정식 대표 정민승 2012/5-2012/6 200,000 발전기금재단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및 신성철 외 16명 2012-06-04 139,208,602 발전기금재단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 (화학연구장학회)
평생교육원 원장 한상덕 2012-06-15 200,000 인문대학
공과대학 교수 윤정배 2012-04-30 5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박상규 2012-05-08 1,0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봉준 2012/5-2012/6 2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김진수 2012/5-2012/6 1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신건훈 2012/5-2012/6 2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안병혁 2012/5-2012/6 1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유순미 2012/5-2012/6 2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정대율 2012/5-2012/6 200,000 경영대학
경영대학 교수 허재창 2012/5-2012/6 120,000 경영대학
공과대학 교수 안효준 2012/5-2012/6 400,000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박기훈 2012-05-01 1,0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상민 2012/5-2012/6 5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영주 2012/5-2012/6 5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유찬 2012/5-2012/6 5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윤용철 2012/5-2012/6 5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장민원 2012/5-2012/6 5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교수 유귀열 2012-06-07 1,000,000  사범대학 
사범대학 교수 박균열 2012-05-09 1,000,000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교수 이성림 2012-05-08 500,000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교수 노규진 2012-05-22 1,000,000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교수 이재훈 2012/5-2012/6 200,000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수 하영미 2012/5-2012/6 200,000 간호대학
동문 김미혜 2012/5-2012/6 80,000 간호대학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김정곤 2012/5-2012/6 60,000 해양과학대학
법과대학 교수 김기진 2012-05-23 500,000 대학원 
사범대학 학장 정찬기오 2012-05-11 500,000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교수 문승한 2012-05-15 500,000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교수 유귀열 2012-06-09 1,000,000  교육대학원 
동문 김경연 2012-05-03 100,000 교육연구원
바이오드림(주) 바이오드림(주) 2012-05-03 1,000,000  교육연구원

농협은행(주) 경상대학교지점 농협은행(주) 2012-05-04 1,000,000  교육연구원경상대학교지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진형란 2012-05-04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학장 정찬기오 2012-05-11 5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장상옥 2012-05-11 300,000 교육연구원
이성수안과의원 원장 이성수 2012-05-15 5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훈희 2012-05-16 100,000 교육연구원
약학대학 교수 안미정 2012-05-16 100,000 교육연구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혜숙 2012-05-16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손병욱 2012-05-17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양기열 2012-05-18 5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구인선 2012-05-24 100,000 교육연구원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상열 2012-06-15 300,000 교육연구원
자연과학대학 교수 정영륜 2012-06-15 50,000 교육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하영래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권해주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김대군 2012-06-15 2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김명주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김용진 2012-06-15 2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김은정 2012-06-15 5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정수진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조열제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조옥환 2012-06-15 2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교수 최선영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사범대학 행정실장 이상집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약학대학 학장 공재양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약학대학 교수 김민갑 2012-06-15 100,000 교육연구원

발전기금 (2012. 4. 27 ~ 6. 18)

소속(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소속(직위) 출연자 성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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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금 액

지 원 분 야  

납 부 방 법  

납 부 기 간

동  문 학부(과,전공) 입학년도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부)

교직원 부서

�기업체   �기관   �단체   �기타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 E-mail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50% 내에서 손금처리)

●모든 기부내역은 영구히 보존 관리되며 홈페이지를 통해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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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Tel. 055)772-0261~5 / Fax. 055)772-0269 / E-mail. fund@gnu.ac.kr   

●기금 약정 및 참여 방법 ●

[풀칠하는 곳]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국립경상대학교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약 정 자

구   분

연    락    처

일금                                                   원  (￦                                                    ) 

�학교 위임 

�지원기관 지정 (                                       )                  

�특정사업 지정 (                                      ) 

�무통장입금 ■농협 818-17-000951  
■예금주 : 경상대학교발전기금 

�자동이체(CMS) ■경남은행 516-35-0002550 

�교직원 급여공제

�기타 :                                                                                                                   

�일시납부               년               월               일 까지 납부(예정) 

�분할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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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신 만큼 당신의 자부심은 커집니다.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GNU가 되겠습니다.

•참여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접은 후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http://fund.gnu.ac.kr)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후납
경상대학교우체국

보내는 사람 

입금계좌 [예금주 :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농협 : 818-17-000951, 경남은행 : 516-35-0002550
http://fund.gnu.ac.kr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 Tel.055)772-0261~5

장학사업 / 장서확충 / 기금교수 / 시설개선 및 확충

대학문화 활동 / 특성화사업 지원 /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기금용도

“ ”

뒷면의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른 후 접어서 이곳에 붙여 주세요.

6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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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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업종 추가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055-751-5228

055-758-7222

055-755-4726

055-742-5535

055-757-9992

055-743-0131

055-761-9959

055-745-4999

055-757-7440

055-742-5666

055-754-0933

055-757-4152

055-745-0008

055-747-9841

055-746-3734

055-763-0088

055-771-2510

055-754-7999

055-742-7300

055-745-6103

055-759-8993

055-755-4755

055-762-6284

055-854-8765

055-751-6576

055-758-0005

055-741-4311

055-742-7660

055-746-6051

055-752-6589

055-752-1951

055-853-4200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진주교육청 사거리

호탄동 신흥지구 내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호탄동 신흥지구 내

시외버스 주차장 옆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대안동 차 없는 거리

경상대 정문 앞

공설운동장 옆

경상대 정문 앞

경상대 후문 앞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진주성 정문 앞(본성동 10-4)

진양호 호수변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가좌동 MBC방송국 내

가좌이주단지

본점, MBC점, 평거점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경상대 정문 앞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301호 

주약점(주약동 현대
아파트 정문 앞)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호탄동 삼성아파트 옆

신안동 국민은행 옆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간호학원앞 코너

SK진주주유소
(평거동 진주문고 옆)

남척주유소
(주약동 세란병원 옆)

동진주유소
(상평동 한일병원 건너편)

사천공항주유소
(사천공항 부근)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

월 5%(전관 이용)할인

결제금액의 10%(교직원 및 학생
에한하며 중복할인 불가)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
(상시 30%할인)

결제금액의 15%할인(단, 쿠폰
및 할인카드 중복 불가/콜센터
주문및 세트메뉴 제외)

10%추가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행사시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객실(조식 포함)20%, 레스토랑
(노블레스&신요코)10%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현금 1,500원 할인+팝콘 무료

결제금액의 5%할인

안경테 20%할인(행사시 추가 5%)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피부미용,
비만, 두피 10%추가할인)

2%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 
구매시마일리지 5%적립

당일정액(1회 1,000원, 단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
(행사시 10%추가할인)

리터당 70원 할인(50원 포함)

서적

구두, 핸드백

온천

스포츠센터

족발 전문

숙박, 호텔

음식(레스토랑)

골프, 캐주얼웨어

피자전문점

등산용품

냉면, 갈비

화원/전국배달

의류(골프웨어)

실크류

숙박, 호텔

등산복, 장비

영화관

석갈비, 추어탕

안경

의류(여성, 남성복)

화환/전국배달

미용, 체형관리

유기농식품

한우, 햄

학내주차

한우, 갈비탕

의류(스포츠웨어)

여성맞춤전문

주유소

교내구내 서점

귀족제화

남강워터피아

남도레포츠타운

더만족

동방관광호텔

로망스

루이까스텔
진주대안점

미스터피자
경상대점

백두대간

부산냉면
(구 얼치기냉면)

수수꽃다리화원

슈페리어

실키안

아시아레이크
사이드 호텔

아웃도어갤러리

엠비씨네

유송석갈비

이노티안경원

제일모직아울렛

진주예삐꽃방

청담화이트의원

초록마을

학교기업GAST

학내주차관리실

한우데이

휠라 진주평거점

SHAGamg 

SK주유소

기관명 장학금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2012학년도 1학기 외부기관 장학금 지원내역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금 2012.01.02 5,200,000 
백욱렬 장학회 백욱렬 장학금 2012.02.14 1,800,000 
㈜선일과학 선일과학 장학금 2012.02.15 4,200,000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 장학금 2012.02.17 5,841,000 
(재)오뚜기재단 오뚜기재단 장학금 2012.02.22 4,024,000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장학금 2012.02.22 1,951,000 
KSD나눔재단 KSD나눔재단 장학금 2012.02.22 2,784,000 
KRA와 함께하는 KRA와 함께하는 2012.02.22 307,700,000농어촌희망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재)가원장학회 가원장학회 장학금 2012.02.24 1,500,000 
(재)선암과학재단 선암재단 장학금 2012.02.24 2,000,000 
(재)산학협동재단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2012.02.24 3,000,000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2012.02.24 10,157,000 
(주)동방 동방 장학금 2012.02.27 2,165,000 
(주)키움증권 키움증권 금융장학금 2012.02.27 1,633,000 
(재)백운장학재단 백운장학재단 장학금 2012.02.27 5,000,000 
(재)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장학금 2012.02.28 17,178,000 
(재)조비.경농장학재단 조비.경농장학재단 장학금 2012.02.28 4,024,000 
(주)국민은행 국민은행 장학금 2012.02.28 3,000,000 
(주)한국콩스버그 마리타임 한국콩스버그 마리타임 장학금 2012.02.29 4,330,000 
(재)미래의동반자재단 미래의동반자 장학금 2012.02.29 3,293,000 

(재)현대차 정몽구재단 현대차 정몽구재단 2012.02.29 6,036,000학자금 대출지원 장학금
(재)연강재단 연강재단 장학금 2012.02.29 3,645,000 
(재)남애장학재단 남애장학재단 장학금 2012.02.29 1,500,000 
(재)신라문화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장학금 2012.03.02 4,250,000 
(재)하정학술장학회 하정학술 장학금 2012.03.02 600,000 
(주)한성티앤아이 한성티앤아이 장학금 2012.03.05 2,000,000 
남해소방서 남해군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3.27 719,280 
사천소방서 사천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3.27 1,438,560 
해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군 장학생 장학금 2012.03.30 13,036,000 
밀양소방서 밀양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3.30 718,500 
창녕소방서 창녕군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3.30 1,438,560
문수경 문수경 학과지정장학금 2012.04.02 3,000,000 
(재)학해장학회 학해장학회 장학금 2012.04.03 2,012,000 
(재)정산장학재단 정산장학금 2012.04.04 3,807,000
통영소방서 통영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4.05 2,157,840
거제소방서 거제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4.05 719,280 
함양소방서 함양군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2012.04.09 719,280 
고성소방서 고성군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4.12 2,157,840 
양산시 양산시 이통 자녀장학금 2012.04.12 1,000,000 
(재)한국태양유전 한국태양유전 교통사고 유자녀장학금 2012.04.24 8,000,000교통사고 유자녀장학회
경상대학교 농생대 발전기금 경상대학교 농생대 발전기금 장학금 2012.04.25 7,000,000 
(재)노엽문화재단 노엽문화재단 장학금 2012.04.25 1,600,000 
경남도청 경남근로자 자녀장학금 2012.04.26 1,000,000 
진주축산업협동조합 진주축산업협동조합원 자녀장학금 2012.04.27 4,000,000(축협자체지급)
(재)대한전기협회장학회 대한전기협회 장학금 2012.04.30 1,500,000 
거제시 거제시 장학금 2012.05.08 4,000,000
㈜골드윈코리아 노스페이스드림장학금 2012.05.11 2,000,000노스페이스드림장학회
(주)KT KT장학금 2012.05.14 4,400,000 
경산소방서 경산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2.05.22 3,749,500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팀플장학금 2012.05.22 5,000,000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금 2012.05.29 3,000,000 
용인시 용인시민 장학금 2012.06.05 1,890,000 
(재)주심장학재단 주심장학재단 장학금 2012.06.14 3,500,000
계 492,3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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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nu.ac.kr

국립경상대학교 
경남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1차)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8월16일(목)~8월23일(목)

일반수시전형 :9월 6일(목)~9월 11일(화)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선정
●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부·울·경 국립대 최초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회 연속 선정
● 2010년 연구비 회수율 전국 국립대 1위

● 3년 연속 등록금 동결, 2012학년도 평균 6.5% 인하
● 피인용 논문 수학분야 전국 1위, 농업과학 2위
● 전임교원 확보율 8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22.1명
● 생활관 학생 수용률 전국 최고 수준(24.6%, 3922명)
● 국립대 최고‘예절교육관’개관 

● 생명과학·기계항공·나노신소재분야 특성화 대학
● 중앙일보 대학평가 식물·동물분야 전국 1위
● 2단계 BK21사업 8개 사업단 수행 중
● WCU사업 중간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중간평가 전국 1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특성화
선도대학

경남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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