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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경상인이 되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선배님, 고맙습니다. 

함께 가좌벌을 누비며 꿈을 키웠던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개척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졸업,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자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알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은 경상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상인임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다.

졸업, 또 다른 시작



290

HOT NEWS

경상대학교,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김재연 교수, 식물호르몬 옥신 이동의 비밀통로 규명

이심성 교수팀, 고체상태에서 빛을 쬐어 고분자 합성 

조열제 교수, ‘지식창조 대상’ 수상

개척인을 만나다

총동문회가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 정판준 총동문회 회장

세계로 행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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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에게 듣는다

문국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장

칭찬합니다

최영태 나드리(NADRI)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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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을 선도하고 학생기자를 교육하는 곳 - 신문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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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경상대 

▶  HOT NEWS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우리 대학교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 지역

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

련의 노력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이는 2011년 12월 취임한 

권순기 총장의 ‘ACTIVE 봉사’ 전략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정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책에 부합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다양

한 교육기부 프로그램과 교직원 교육기부, 학생 재능기부, 평생교육, 교육봉

사, 기타 등 40여 종류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 교육기

부의 경우 총장 교육기부 특강, 각종 위원 참여, 의료 봉사, 인문도시 사업, 공

군부대 인문학 강연, 백화점 시민강좌, 개척기술봉사단, 아우름 봉사단 등이 

있다. 학생 재능기부는 졸업인증제 사회봉사, GNU 해외봉사, ACTIVE 헌

혈봉사, 여름방학 농어촌 봉사 등이 있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정 운영, 외

국어 강좌, 교사 및 교육전문가 양성, IT 분야 강좌, 자동차 자가정비, 마라

톤 배우기, GNU 골드아카데미 등이 있다. 또 교육봉사에는 과학대중화 첨단

과학캠프, GNU 통역봉사단,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새싹 멘토링, 대학원 

계약학과, GNU 오픈 캠퍼스,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 진주문화 해설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처럼 우리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는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

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 진로와 직업 선택에 맞게 참여함으로써, 우리 대

학교가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학교,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
 교육부ㆍ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기관부문(대학)에 선정 

 거점국립대학 유일…교육기부 수혜자 해마다 크게 늘어나

▲ 권순기 우리 대학교 총장이 서남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권순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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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발달에 관여하는 대장(master) 호르몬 옥신*이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나노채널을 통해 이동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

라는 것은 옥신이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몰리기 때문인데, 기존에 알려진 수송

자 단백질에 의한 이동과 더불어 나노채널을 통한 옥신의 이동 조절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생화학과 김재연 교수가 주도하고, 한소 연구원

(제1저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세계수

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차세대바이오

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셀」의 자매지 「디벨롭먼탈 셀」(Developmental Cell)지 온라인판 

1월 27일자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옥신이 세포간 물질이동 통로인 나노채

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이 채널을 조여 주는 칼로스를 만드는 새로운 단백

질(GSL8)을 규명하고 이 단백질이 식물의 굴광성에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김재연 교수는 “옥신수송자 단백질의 특이적인 배치를 통한 옥신의 이동현상

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나노채널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채널이 고장이 난 돌

연변이를 찾고 인위적으로 만든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옥신의 이동경로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이 나노채널

을 통한 물질이동을 조절하는 방식의 식물 형질개선 연구 등에 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 옥신(auxin) :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휘어져 자라는 식물의 굴광성(phototropism)을 설명할 수 

있는 식물의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반대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그 부분에 

있는 세포를 자라게 하여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인 세포성장을 통해 휘어지게 한다.   

김재연 교수, 식물호르몬 옥신 

이동의 비밀통로 규명

-
세포간 나노채널의 크기를 조절하는 다당류, 칼로스를 이용한 옥신 조절 규명 

「셀」의 자매지 「디벨롭먼탈 셀」지 온라인판 게재

WCU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등의 지원으로 연구 수행

애기장대 식물의 굴광성 반응 및 비대칭 옥신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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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성 교수팀, 

고체상태에서 빛을 쬐어 고분자 합성 

-
박기민ㆍ이심성 교수팀, 반응비-의존 ‘초분자 이성질화’ 최초 규명

해외 연구자가 포함된 이심성 교수팀이 용매 없이 고체 상태에서 빛(자외선)을 

쬐어 고분자로 합성하는 친환경적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고기능성 고분자 

박막 합성이나 수소 · 이산화탄소 등 기체 저장을 위한 나노 융합소재 개발 등 분

야의 연구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교 화학과 이심성 교수, 자가데스 J. 비탈 석좌교수(원소속 싱가포르

대학교), 박인혁 연구원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

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지 

2013년 12월 10일자에 게재되었고, 표지논문으로도 출간되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공정으로 고분자 물질의 합성

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고기능성 박막, 수소 저장 물질 등 나노융합소재 개

발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심성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소 박기민 교수와 함께 차세대 나노융합 소재

개발에 크게 기여할 기반기술로 새로운 초분자 이성질화현상을 규명하였다. ‘초

분자’란 작은 크기의 분자가 매우 약한 결합에너지에 의하여 서로 뭉쳐져 이루

는 나노크기의 복합체를 의미하며, 뛰어난 구조 및 기능성으로 인하여 생명과학

은 물론 최근 나노과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주목 받고 있다. 

박기민 · 이심성 교수 공동연구진(제1저자 이은지)은 화학적 조성은 동일하지

만 구조가 서로 다른 ‘초분자 이성질체’를 반응물의 비율을 조절하여 제조하는 

결정공학적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독일화학회와 Wiley

가 공동 출간하는 최상위 권위의 「유럽화학회지」(Chemistry of European 

Journal, 인용지수 5.831) 최신호에 권두삽화(Frontispiece) 논문으로 게

재되었다. 
▲ 제1저자 이은지 박사과정생, 박기민 교수(왼쪽부터)

▲ 이심성 교수, 자가데스 J.비탈 교수, 박인혁 연구원(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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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조열제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상하는 ‘지식창조 대상’을 수상했

다. 조열제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우리 대학교에서 

꾸준히 교육과 연구를 해온 지방대학 토종 수학자로서 지난 35년 동안 부동점이론 · 변분부등식

이론 · 평형이론 등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최근 10년간 인용 영향력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지식창조 대상은 국제학술 공헌도가 높은 국내 최고의 지식창조 과학자에

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내 최우수 과학자를 선정하는데 기존의 관행적인 추천 방식을 배제하

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세계적 과학기술 초록 ·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I 논

문을 활용해 지난 10년간 피인용 횟수가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논문을 가려낸 뒤, 이 가운데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지식창조 과학자를 계량분석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정하였다. 

조열제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비선형함수해석학 중에서 부동점이론, 변분부등식이론, 평

형이론, 최적화이론, 부등식이론, 함수방정식이론 등이다. 뿐만 아니라 조열제 교수는 2014

년부터 국제 Top 10에 속하는 수학저널(Impact Factor 1.87)인 『부동점 이론 및 응용』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지의 편집위원으로 선임되는 쾌거를 이뤘다. 

2006년 경남지역 수학자 중 최초로 한림원 정회원에 선임된 조 교수는 수학 분야 국내 최고

의 석학으로 지난 10년간 인용횟수 기준 상위 1% 논문 수 및 논문 영향력 평가에서 전국 1

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조 교수의 연구결과들은 미국 수학회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

스 MathSciNet에서는 1861회가 인용되었고, Google에서 제공하는 Google Scholar 

Citation에서는 7619회가 인용되었으며, Elsevier에서 제공하는 Scopus에서는 2536회가 

인용되었다. 특히, ESI Highly Cited 논문은 25편으로 667회가 인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한국 수학자로서는 최고의 인용횟수이다. 

조열제 교수, ‘지식창조 대상’ 수상 

-
국제 Top 10 수학저널 『부동점 이론 및 응용』 편집위원 선임

지난 10년간 인용횟수 기준 상위 1% 논문 수 및 논문 영향력 평가 전국 1위

4
◀ 권순기 총장, 조열제 교수(왼쪽부터)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경상대 

▶  개척인을 만나다

경남을 넘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경상대학교!

총동문회가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총동문회 회장총동문회 회장

▲ 정판준 총동문회장과 부인 김송자 행정원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90년 졸업)

정판준 총동문회 회장

• 1987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5년 내과 수련의 수료

• 진주고려병원 내과과장, 진주복음병원 

    내과과장 역임

• 2001년 의과대학동문회 회장 역임

• 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 이사장

• 현재 삼천포 제일병원 원장

지난 1월 23일 제 31대 우리 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정판준 동문,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에게

앞으로 2년 동안 총동문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포부와 각오를 들었다.



포부가 있다면...

1948년 개교 후 역대 회장님들과 동문들이 쌓아

올린 명성과 조직의 울타리를 잘 다듬고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문회로 활성화시

켜 동문들의 활동영역 안으로 파고 들어가 서로가 

win-win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는 일과 학

생 우선의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문회

에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한 

활동도 동문회가 앞장서서 취업박람회와 성공한 동

문 CEO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큰 그림으

로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차세대 장학회와 교수들의 연구 및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고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

고 싶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우리 대학교는 서부경남의 엔진에 해당하는 심장입

니다.심장이 왕성하게 뛰어야 말초혈관까지 영양

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듯이 모교에서 좋은 인

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산업, 문화, 정책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지역과 거점대학

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문회가 적

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선순환의 거대한 동

력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정신이 있었기에...

1987년 졸업 후에 인턴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선배가 없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알리고 자리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

함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개원하고 병원을 운영하

는 모든 과정이 선배의 도움이 없는 개척의 길이었

고 성실과 인내 그리고 열정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개척정신은 우리 모든 동문을 하나로 잇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자 유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성격을 말하면...

솔직 담백하고자 노력합니다. 생활도 단순하고 가

치도 분명해서 누구에게나 일관된 평가를 받고 싶

습니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평은 선비라는 말입

니다. 사심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명이 있다면...

어릴 적부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감사할 조건

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전진하자’는 것이 좌우명입니다.

후배들에게 바란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부

탁을 하고 싶습니다. 주인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 유

지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주인이 될 것이고 이후로 

아주 멋진 주인으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참주인 

된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 때 

부터 학교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준비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이 속한 분야나 지역에서 멋

있는 주인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  세계로 행군하라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도 챙기고 봉사활동을 

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태권도 연습도 했다. 하루하루 연습할수록 아이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었다. 1월 6일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를 

갔다 온 뒤 진주에서 공항으로 갔다. 나의 첫 해외 경험이기도 하여 더 기다려졌다. 3

시간 좀 넘게 비행을 하고 내린 마닐라는 한국의 추위를 잊게 만들 정도의 덥고 습한 

공기를 내뿜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1980

년대 정도를 보고 있는 듯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첫날 마닐라 호텔에서 자고 우리는 

다음날 참전 용사기념관에 가서 참배를 한 뒤 비나로난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차 타

고 비나로난에 도착하여 내일 수업하게 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회의를 하고 

만나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빨리 잠들었다.

필리핀 봉사활동 체험기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2학번

태권도팀 이하나

고맙습니다 GNU! 
살라마뽀 비나로난!

학교에 입학하고 해외봉사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준비한 
2013년 동계해외봉사였기 때문에 
나에게 동계해외봉사는 더 기대되는 
봉사활동이었다.



그 다음날 우리가 향한 학교는 ‘Binalonan North Central Public School’. 처음

보는 한국인이 신기한지 연신 인사하고 우리를 반겨줬다. 정말 감사하게도 환대를 해

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데도 어렵지 않았다. 똘망똘망한 큰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갈수록 아이들하

고도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도 많아졌다. 비록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

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눈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태권도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활동적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이 많아서 더 친해질 기

회가 많았다. 기본자세부터 발차기, 찌르기까지 태권도의 기본을 가르쳤는데 많은 아

이들이 태권도에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따라해 주었다. 태권도의 품새뿐만 아니라 매

일 다양한 게임으로 아이들과 뛰어놀아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태권도에 더 관심도 가져주었고 언제 또 수업하는지 묻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시멘트 바닥에서의 수업이라 아이

들이 조금만 넘어져도 다치는 것이 괜히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금방 울고 또 잘 웃는 

아이들. 우리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주며 매일 수업 할 때마다 반겨주는 아이들

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루에 꼭 두세 가지 선

물을 주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에 열도 나고 아팠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월요일 수업이었다. ‘과연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아프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서 아이

들을 보니 또 몸이 금방 회복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치료제마냥 다시 컨디션을 회복

할 수 있었고, 수업도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정말 힘든 만큼 행복한 비나로난에서의 일정이 다 끝나가고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니 눈물이 먼저 앞섰고, 더 같이 있어주고 더 잘 놀아줄 수 있는데 떠나야 하는 마

음도 편하지 않았다. 필리핀에 와서 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나의 첫 해외봉사, 첫 필리핀! A,B,C,D반 아이들 모

두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에 오는 게 꿈이라는 아이는 꼭 한국에 와보길! 

우리가 달아준 배지의 문구처럼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1살 나의 정말 

값진 경험인 해외봉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행에

서도 느낄 수 있었던 필리핀의 따뜻함 역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고맙습니다. GNU! 살라마뽀 비나로난!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   멘토에게 듣는다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장

(사)한국외양범주연맹 회장을 오랫동

안 역임한 문국(文局) 회장은 1991년

부터 우리 대학교 장학재단 중 하나인 

(재)춘추연구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춘추연구장학재단은 1991

년 재일교포 허영중 회장이 2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2008년 1000

만 원을 증자해 해마다 교직원 연구비

와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활

동을 하고 있는 문국 발전후원회장에

게 대학발전 방안에 대해 들었다. 문

국 회장은 여든 살의 연세에도 불구하

고 넘치는 에너지와 정확한 기억력으

로 대학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

았다. 이날 취재에는 정기한 연구부총

장, 박균열 대외협력부본부장 등이 함

께 했다,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장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장



우리 대학교와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3대 이정한(李正漢) 총장님 재임(1988. 3.~1991. 2.) 

때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991년 (재)춘추연구장학재

단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 빈영호, 서영배, 

박충생, 조무제 총장님과도 계속 만나 대학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

기를 나누다가 2005년부터는 발전후원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발전후원회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 중에는 경남도민이 

가장 많습니다. 경남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가 오사카 

분교를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추진했었습니다. 국립대가 갖는 자율

성의 한계, 국가의 통제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재일교포 기업가인 허영중 회장, 

한창우 회장, 김용해 회장 같은 분들이 경상대학교와 인연을 맺도록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은 장학재단을 설립했거나 대학발전기금 

출연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

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나라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잊지 말고 끊임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 몸으로 부딪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파이오니어 정신입

니다. 또 재일교포를 지속적으로 모셔 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

천회귀 민족입니다. 교포 1.5세대, 2세대를 경상대학교의 협력 파트

너로 모셔오고 학생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재일교포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이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면,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고 덕망 있는 교수가 강의실을 장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학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慶尙大人들의 Globalization’이라는 원고를 작성했다고 하

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7년에 ‘경상인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 글을 썼습니

다. 제목은 ‘慶尙大人들의 Globalization’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표

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해외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집약하고 정리해서 경상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에게 들려주

고자 한 내용입니다.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세계무대의 주

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자면 ‘완벽한 지식, 참신한 능력, 세련된 품위, 정갈한 자세’를 갖춰

야만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년 이상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교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눈을 밖으로 돌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가

가치가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CEO특강 같은 것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합

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국립대와 차별화하려면 외국인 교

수를 많이 모셔 와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창의적이고 시대에 적응 

가능한 시장을 찾아 사건을 일으키는 데 적절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는 복잡해졌지만, 문화 · 교육 분야는 프렌들리하게 해나갈 필

요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공생 터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 박균열 대외협력부본부장, 문국 회장, 정기한 연구부총장(왼쪽부터)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경상대

▶   칭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글로벌입니다.”

  미국:캐나다 유명 백화점 3500여 곳에 주얼리 매장을 갖추고 있는 

‘나드리’(NADRI)의 최영태(崔永台:58) 회장이 취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대학 시절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했죠. 

  목표를 세웠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최 영 태 나드리(NADRI) 회장 

· 1977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졸업

· 자체 브랜드 7개, 미국 · 캐나다에 

   3500여 주얼리 매장을 갖춘 나드리 그룹의 회장



고성 촌놈이 뉴욕 패션의 선도자로

나드리는 패션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그 중에서도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최상류층을 겨냥하

는 고급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삭스 피프트 애비뉴’(Saks Fifth Avenue), ‘블루밍 

데일즈’(Blooming Dales), ‘로드&테일러’(Lord&Taylor)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욘세, 우마 서먼, 에바 롱고리아 등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각종 영화제 시상

식 때 착용할 정도로 인정받는 제품이다. 

하지만 최영태 회장의 고향은 경남 고성출신인데다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전신인 통

영수산고등전문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영태 회장은 사무실 책상에 

1977년 1월 대한민국 항만청장 명의로 발급한 ‘갑종 2등 기관사 면허장’을 자랑스럽게 세

워놓고 있다. 그의 정신적 뿌리이자 마음의 고향은 지금의 해양과학대학인 것이다.“파리에

서 나드리 주얼리 전시회를 할 때였죠. 전동 공구를 쓰다가 건전지가 방전되었는데 직접 건전

지를 만들었어요. 또 한 번은 발에 깁스한 붕대가 맞지 않아 불편했는데 기존 깁스를 해체하

고 제 몸에 맞게 다시 제작했었죠. 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맥가이버’라고 불러 줬어

요.”라고 말한다. 학창 시절 배운 다양한 기술과 맥가이버 같은 행동이 지금의 나드리 주얼리

를 있게 한 원동력인 셈이다.

선박 엔지니어에서 주얼리 사업가로 변신

1971년 고성중학교를 졸업한 최영태 회장은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6년간 바다

를 누비며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1984년 서울 남대문에서 주얼리를 제작 · 판매하며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세계 주얼리 사업의 중심인 뉴욕에 진출하여 업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1997년 뉴욕으로 향했다.

“저는 선박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 시절 배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 없는 것

입니다.”라는 최영태 회장.

‘왜 주얼리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최영태 회장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르죠. 이 일을 하면 아버지와 약속했던 사업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라고 말했다. 가장 흥미 있는 일, 사업가의 꿈을 

실현해주는 아이템이 바로 주얼리였다. 

최영태 회장의 철학과 가치관

“브랜드는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MacGyver라는 이름도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처

럼 말이죠. 브랜드는 고객과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약속이에요. 지금 제가 착용한 것이 오래

된 주얼리이듯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들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목

표입니다.”라고 말한다. 최영태 회장은 특히 우리 대학교 후배 학생들에게 “개척인도 자기를 

잘 알고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히 선택해 그것에 몰입하면 얻지 못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가 

또 시작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 주요업무

   ▪신문사 운영사업   ▪영어잡지사 운영사업    ▪방송국 운영사업

      Mini interview 

신문방송사에는 우리 대학교의 언론 기관인 ‘경상대 신문사’, ‘영어잡지사’, 

‘G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언론사 활동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공

개 선발에 합격한 학생기자들이 중심이 되며 각각 「경상대신문」과 영어잡지 「The 

Pioneer」, 「GBS뉴스」를 만듭니다. 먼저 1962년 3월 20일 창간된 「경상대신

문」은 그 당시 흔치 않은 ‘한글전용’에 ‘가로쓰기’의 형태로 제작되어 앞서 가는 

대학신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4년 현재까지 대학생의 시각으로 학내와 사회 

이슈를 취재·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어잡지 「The Pioneer」는 1979년 7월 10일 

창간 당시 「경상헤럴드(Gyeongsang Herald)」라는 이름의 영어신문이었습니

다. 현재는 잡지 형태이며 1년에 4회, 다양한 이슈를 취재해 우리 대학교의 외국

인 교원은 물론 유학생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GBS 뉴스」는 매달 2회 제작되

고 신문방송사 홈페이지(http://press.gnu.ac.kr)와 서부 경남지역의 케이

블TV 방송국인 (주)서경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사는 미디어 환경

의 변화에 맞춰가고자 최근 모바일웹(http://m.gnu.ac.kr/press)을 만들었

습니다. 「경상대신문」과 영어잡지 「The Pioneer」 그리고 「GBS뉴스」! 이제 스

마트폰에서 손쉽게 접하세요.

김 윤 식 신문방송사 주간(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대학언론을 지원하고
학생기자를 교육하는 곳
신문방송사

신문방송사는 대학의 언론 기관으로 「경상대신문」과 영어

잡지 「The Pioneer」, 「GBS뉴스」를 만듭니다. 매체 제

작과 취재 활동은 공개 모집에 합격한 학생기자들이 중심

이 됩니다. 신문방송사는 대학언론을 지원하고 학생기자

를 교육하며 미래 언론인의 꿈을 키워줍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즐거움이 있는 경상대

▶   부속기관 탐방



▣ 주요업무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양교육과정 관리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수법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러닝(e-learning) 강좌 개발

      Mini interview 

기초교육원은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비전 실현을 

위해 2012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기초교육원이 설정한 목

표는 기초학력 증진, 교양교육 내실화, 교수법 강화, 학습력 증진 등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

지원센터,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초교육원은 기초학력 증진

과 관련하여 영어 · 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정보통계 등 기초과목에 대한 멘토

링을 실시하였으며, EBS와의 협약을 통해 163종의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이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해 ‘GNU 인

성’, 융 · 복합 3개 과목(‘융 · 복합적 사고와의 만남’, ‘로봇과 인문학’, ‘예술과 

법’), 문화예술사 관련 2개 과목(‘문화행사기획’, ‘예술교육상담’), ‘신입생 세미

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GNU 인성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로부터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기초교육원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우리 대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 석 영  기초교육원장(윤리교육과 교수)

인성 . 창의성 . 전문성의
교육현장

기초교육원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비전 

실현을 위해 2012년 3월에 설립된 기초교육원은 기초학

력 증진, 교양교육 내실화, 교수법 강화, 학습력 증진, 이

러닝 강좌 개발 등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즐거움이 있는 경상대

▶   FUN FUN 경상

경남교육박람회에서 특성화 분야 및 진로상담 펼쳐 

우리 대학교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9회 경남교육박람회에 홍

보관을 마련하여 대학특성화 분야, 주요 국책사업 · 대학지

원사업 선정,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상담 등을 펼쳤다. 

우리 대학교는 생명과학 특성화 분야를 알리기 위해 ‘단백

질 DNA 구조모형과 입체영상’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혈액형 DNA 팔

찌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혈액형 별로 다른 DNA 염기서열

에 대해 알게 하고, 직접 팔찌를 만들어 봄으로써 박람회 참

가 의미를 드높여 주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맞이 한마당

우리 대학교는 우리 겨레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외국인 유

학생들에게 설날에 대해 알리고 전통 예절 교육을 통하여 한국문

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맞이 한마

당’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한 연구부총장 인사말, 한국 설

날에 관한 강의, 문화행사, 설날에 관한 동영상 시청, 외국인 유

학생회 설날 다과회, 문화행사로 한복 입기, 세배하기, 다도 및 

전통 음식 맛보기, 설날 전통놀이(연날리기, 투호, 윷놀이) 등으

로 진행됐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유학생들의 상호 소통과 친화력

을 향상하고 유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2013 GNU 외국인 유학

생의 날 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

생들이 우리 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고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이해 및 유대 관계가 강화되었다. 

2013년 동계 해외봉사활동 실시    

우리 대학교는 2014년 1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필리핀 비나로

난시에서 2013년 동계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노력봉사 · 레크리

에이션 · 전통문화 · 태권도 · 한국어 · 기록촬영 등 6개 팀 3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교육봉사(한국어 · 태권도 · 레크리에이션 · 전통문

화), 노력봉사,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을 주로 했다. 특히 봉사활동 

기간 중 필리핀 6 · 25 참전용사협회를 방문하여 선물을 증정하고 특

별 위문공연을 했다.



학생 창업기업 ‘SSong’, TV 광고 송출

우리 대학교 학생 창업기업 ‘SSong’(쏭)은 지난해 8월부터 TV 방송프로

그램 케이블 채널 ‘tvN’의 예능프로그램 ‘퍼펙트싱어VS’를 공식 후원한 

데 이어 ‘쏭 드링크 TV 광고’를 음악전문방송 채널인 ‘Mnet’에 송출했다. 

TV 광고는 1월 13일부터 한 달간 송출되었으며, ‘M! COUNTDOWN’,

‘Mnet 와이드 연예뉴스’ 등 시청률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되

었다. 쏭 드링크는 TV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

고, 전국 기능성 음료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쏭 드링크’는 성대진동검사, 음향 · 음성학적인 검사, 후두내시경 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특허출원을 한 음료이다. 시원한 

음용감과 블루하와이의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앰플형 제품과 캔 제품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현지몰입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우리 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

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리핀 현지몰입 영어능

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

외교학과 박소영 학생 등 27명을 선발, 지난 12월 

23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8주간 필리핀국

립대학-비샤야스 및 CPU대학 부설어학원으로 파

견했다. 우리 대학교는 재학생 영어능력향상을 위

해 2010학년도부터 동계방학 중 필리핀 집중영어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0학년도 20명, 

2011학년도 30명, 2012학년도 35명, 2013학

년도에 27명을 파견했다. 

예비 신입생 위한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고 대학생활의 조

기적응을 돕기 위해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이하 

RC프로그램)을 운영했다. RC프로그램은 2014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남

녀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1월 3일부터 28일까지 가좌캠퍼스 · 통영캠퍼스

에서 마련됐다. RC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가좌캠퍼스의 첨단강의실에서 

영어 · 기초과학 · GNU 인성 · 글쓰기 · 비판적 사고 등 정규교과를 중심으

로 16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영어 강의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우

리 대학교 원어민 강사들이 생활영어 위주로 진행했다. 또 1월 19일에는 통

영캠퍼스에서 풍부한 문화재원을 이용한 문화체험, 역사체험 등 비교과 프

로그램 중심으로 10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2014년 대학운영 방향 설명회 

우리 대학교는 1월 7일  2014년도 대학경영 및 정책방

향 공유를 위한 ‘대학운영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는 대학경영 및 정책방향을 구성원들이 공유

함으로써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의 비전 실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아울러 대학 구성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를 구축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대학본부 보직

자와 과(실)장, 부속기관장 및 실(팀)장, 단과대학(원)

장, 부학(원)장, 학과장, 행정실장 및 팀장, 대학평의원

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경상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경상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은 12월 11일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2013학년도 장학금 수여식

을 개최했다. 김순금 장학재단은 “근면 성실한 학생들

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

야 한다”는 김순금 여사의 숭고한 뜻으로 2006년 10

월 설립됐다.

김순금 장학재단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두 25명

에게 46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서관, 족보ㆍ향토사 자료 수집 운동 큰 결실
우리 대학교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족보ㆍ향토사 

자료 수집 운동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허권수 한문학과 교수)은 

2012년 11월부터 경남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족보와 향토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

집해 1월 현재 족보 400권(소장 누계 200종 1600

권)과 향토사 자료 1600권을 수집했다. 

우리 대학교-국립수산과학원-통영시, 

수산자원조사센터건립추진 협약
우리 대학교와 국립 수산과학원ㆍ통영시 등 3개 기관

이 수산자원의 조사와 자료의 관리ㆍ활용, 조사인력

의 교육 등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센터의 건립 추진과 

산학연 협력연구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3개 기관은 우리 대학교 통

영캠퍼스 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조사센터의 건

립 추진과 수산자원에 관한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하

여 우리나라 수산업과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

력하기로 했다.

인문대학-통영구치소,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인문대학과 통영구치소는 상호 유대강화와 교류증진

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인문학 분야의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임상활동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사회방위 및 재범방

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교-안전성평가연구소, 

학연협력 약정 체결
우리 대학교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학연협력 약정을 체

결하고 맞춤형 우수 인재양성과 산업발전ㆍ기업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2월 10일 우

리 대학교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약정 체결식을 개

최했다. 이번 약정으로 현장실습ㆍ인턴십 및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연구소의 시설ㆍ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되

어 우리 대학교 3대 특성화 분야의 하나인 생명과학 분

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재인증
우리 대학교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공부문 인적자

원개발 우수기관’(Best-HRD)으로 재인증되었다. 

국가 전반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

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

관한 가운데 시행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

(HRD)의 체제가 우수한 기관에 수여하며 3년마다 엄

격한 평가를 통해 재인증하고 있다.



'''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지원사업단, 

‘2013년 산학협력프로젝트 최우수상’
고용계약형SW석사과정사업단은 지난 11월 26~27

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3년도 Dynamic 

Concert’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항공 시뮬레이터 개발’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컴퓨터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항공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고 조종

사에게 다양한 기상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그래픽 처

리 기술을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하반기 정부포상 전수 및 총장상 

시상식
우리 대학교는 지난 12월 31일 2013년 하반기 정부

포상 전수 및 총장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2월의 우

수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했다. 2013년 하반기 

정부포상은 모두 7명이 받았고, 10명의 교직원이 친

절ㆍ봉사ㆍ우수  총장표창을 수상했다. 

2014년도 시무식 
우리 대학교는 지난 1월 2일 개척홀에서 2014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권순기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와 학무위원, 교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순기 총장은 시무식사에

서 2014년 대학경영 목표를 “소통과 구조개혁을 통

한 대학역량강화”로 제시했다. 새해 경영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학생정원과 학사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우리 대학교 인재상에 걸맞은 특성화된 교육 프

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학년도 입시 대비 진로ㆍ진학 

워크숍 마련
우리 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하

나로 ‘2015학년도 대비 교사ㆍ학부모ㆍ학생과 소통

하는 진로 진학 워크숍’을 1월 10일 국제어학원 파이

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

사ㆍ학부모ㆍ학생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입학전형과 

2015학년도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 정보 및 지원전

략을 안내하고, 모집 전공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진

로ㆍ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학협력협의회 및 가족회사 회장단 

합동워크숍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지난 12월 26일 동방호텔 무궁화홀에서 분야별ㆍ기

능별로 구성돼 있는 산학협력협의회 회장단과 가족회

사협의회 제2기 회장단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문대학 한문학과 황의열 교수를 초청

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ㆍ중ㆍ일 국제학술대회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12월 20일 법과대학 세미

나실에서 ‘새로운 시장질서를 위한 법규제’라는 주

제로 한ㆍ중ㆍ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

술대회는 전욱 법과대학장의 개회사, 최원준 법학연

구소장의 환영사, 우영롱(于永) 중국 청도대학교 법

학원 교수의 특별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

졌다. 

LINC사업단, 경남 서부 · 중동부 지역 

가족회사 간담회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1월 8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경남 서부지역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1월 16일

에는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경남 중동부지역 가

족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LINC사업단

은 간담회에서 2013년 사업실적과 2014년 사업계

획을 설명하고 가족회사와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사랑 정책 제안 경진대회 열어
우리 대학교는 1월 9일 창조적ㆍ역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혁신을 위한 ‘학교사랑 정

책 제안’ 선정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교사랑 정책 제안 경진대회’에 부서단위에서는 33

건, 개인 11건 등 모두 44건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가 

응모됐으며, 지난해 12월 27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

실에서 개최한 경진대회 결과 부서단위 대상 1팀, 최

우수 1팀, 우수 2팀 등 모두 4개 팀과, 개인 1명이 선

정되었다. 

정한식 제11대 해양과학대학장 취임
해양과학대학 제11대 학장 정한식 박사 취임식이 1

월 23일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

홀에서 열렸다.  해양과학대학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

남도내 소재 16개 고등학교와 교육공동체 협약을 맺

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8곳과도 산학공동체 협약

을 체결했다. 특히 쏠라이엔에스(주)(대표 한광현)는 

2년 동안 대학발전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약

정을 맺었다.



김영 교수, 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김영 교수(공과대학장)는 총리실 

소속 제1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

지역 지정,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김진수 교수, 

사조수산대상 수상
해양과학대학 해양식품공학과 

김진수 교수는 한국수산과학총

연합회 주관으로 11월 22일 부

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3년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수산과학회 사조수

산대상’(수산가공분야)을 수상하였다. 

이상열 교수, 

한국분자ㆍ세포생물학회 

2015년 회장에 당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이상열 

교수는 한국의 대표 학회인 ‘한국

분자ㆍ세포생물학회’(KSMCB) 

2015년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학회는 1988년 창립

하여 현재 1만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학회일 뿐만 아니라 명실 공히 세계적

인 생명과학 분야 대표적인 학회이다. 

주선태 교수, 「미트 사이언

스」 편집위원에 선임
‘대한민국 고기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

학과 주선태 교수는 영국 ‘엘스

비어’(ELSEVIER)에서 발행하

는 과학 학술지 「미트 사이언스」(Meat Science)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서구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계식육과학계에서 한국인이 이 학술지의 편집

위원으로 선정되기는 주선태 교수가 처음이다. 

조현구 교수, (사)한국광

물학회 회장 취임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조현구 교수는 (사)한국광물학

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5대 회장은 지난 12월 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선출되

었으며, 올 1월 1일부터 2년간 학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사)한국광물학회는 광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광물학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1986

년 설립된 국내 유일한 광물학자들의 학술단체이다. 

하중규 교수, 

‘Cutting Edge 2013 베스

트디지털디자이너 국제초대

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하중규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

디자인협의회(KODDCO)가 주최한 ‘Cutting Edge 

2013 베스트디지털디자이너 국제초대전’에서 최우

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하중규 교수는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 총괄책임자ㆍ센터장을 역임했으며 2009 

부산국제16개국공공디자인초대전에서 베스트디자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황욱렬 교수, 미래부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황욱렬 교

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성

과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10개’

에 선정됐다. 황욱렬 교수는 ‘핀을 이용한 교반용기 

및 이를 포함하는 교반능력이 향상된 교반기’ 특허기

술로 이 사업에 선정되었다. 황욱렬 교수가 이번에 선

정된 과제는 수익모델 설계 등 비즈니스 모델설계, 시

제품 제작 등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위해 

2년 동안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분자공학과 박광훈 학생, 

상위 10% SCI학술지에 

논문 발표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박광훈

(4학년)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의 지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상위 10% 

우수 SCI 학술지인 ‘Dyes and Pigments’에 제1저

자로 발표하였다. 박광훈 학생은 3학년 때부터 경상

대-삼성 디스플레이 OLED 연구센터(센터장 김윤희 

교수)에서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MOLED), 

유기태양전지(OPV), 유기박막 트랜지스터(OTFT)

와 관련된 유기 반도체 재료 합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ㆍ국제 학술대회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박사과정 신용환 씨, 제9회 1nside Edge 

논문대상 ‘은상’ 수상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신용환 씨는 역량 있는 인

재들의 연구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삼성전기가 주최

한 ‘제9회 1nside Edge 논문 대상’에서 은상을 수상

했다. 1nside Edge 논문대상은 2005년에 처음 시작

하여 올해까지 제9회째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은 11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석사과정 전찬우 씨,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
대학원 화학과 유기반도체재료 연구실의 석사과정 

전찬우(지도교수 김윤희) 씨는 지난 11월 13~15일 

포항 포스텍에서 열린 ‘제5회 유기 전자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 2013’(2013 The 5th Asian 

Conference on Organic Electronics;A-COE 

2013)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은지 씨, 

해외학술대회 최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대학원 화학과 박사과정 이은지(초분자화학연구실, 

지도교수 이심성) 씨는 12월 7일 일본 치바현 토호대

학에서 개최된 ‘2013 첨단나노과학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대학원 김태욱 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

인재육성 장학생에 선발
대 학 원  조 선 해 양 공 학 과 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재학 중

인 김태욱(지도교수 이탁기) 씨

는 지난 1월 9일 최종 발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

장 강정극)의 ‘미래 인재육성 학ㆍ연 장학생’에 선발

되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태욱 씨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하여, 극지 운

항 선박의 설계 시 핵심 고려사항인 빙하중 계측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산학협동연구단지 입주기업, 발전기금 

5000만 원 출연
우리 대학교는 지난 12월 24일 ‘경상대학교 산학협

동연구단지 입주기업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권순기 총장과 본부 주요

보직자 및 김영 공과대학장과 (주)엠에프알씨 등 입

주기업 대표자 6명이 참석했다. 산학협동연구단지 입

주기업은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모두 5000만 원

을 출연했다. 이들 입주기업의 누적 출연금액은 1억 

5250만 원에 이른다. 

자연과학대학, 발전기금기탁자 감사패 

증정식 가져
자연과학대학은 1월 24일 2013학년도 자연과학대

학 발전기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개최했

다. 자연과학대학은 모두 31명으로부터 6744만 원

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이 발전기금은 교육ㆍ연구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우수한 인재발굴 및 육성사

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동문회 조직 지

원사업, 글로벌 경쟁시대를 위한 외국대학 교류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가  맹  점 업     종 추가서비스  위     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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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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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결제금액의 10%(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할인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055-742-5535

동방관광호텔 숙박,호텔 객실 20%, 사우나 20%, 스카이라운지 10%할인 시외버스 주차장 옆 055-743-0131

로망스 음식(레스토랑) 결제금액의 5%할인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055-761-9959

루이까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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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

경상대점
피자전문점

결제금액의 15%할인(단, 쿠폰 및 할인카드 

중복 불가/콜센터 주문 및 세트메뉴 제외)
경상대 정문 앞 055-757-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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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터농원
흑염소, 오리, 

셀프바비큐
결제금액의  10% 할인(주류제외) 내동면 정동마을 입구 055-756-1862

송강문고(경상대

학교 구내서점)
서적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055-753-5954

수수꽃다리화원 화원/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후문 앞 055-75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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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키 안 실크류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진주성 정문 앞 

(논개길 19)
055-747-9841

아시아레이크

사이드 호텔
호텔

객실(조식포함)20%, 레스토랑

(노블레스 & 신요코)10% 할인
진양호 호수변 055-746-3734

아웃도어갤러리 등산복,장비 결제금액의 5%할인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전방
055-763-0088

엠비씨네 영화관 현금1500원 할인+팝콘 무료 가좌동 MBC방송국 내 055-771-2510

원궁갈비
화덕갈비, 

메밀막국수
결제금액의 5%할인 가좌이주단지 055-754-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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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아울렛
의류

(여성,남성복)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편
055-745-6103

진주예삐꽃방 화환/전국배달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경상대 정문 앞 055-759-8993

청담화이트의원 미용,체형관리
결제금액의 10%할인

(피부미용,비만,두피10%추가 할인)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301호 
055-755-4755

초록마을 유기농식품 2%적립(일반인 1%포함)
주약점(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055-762-6284

학교기업GAST 한우,햄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사천시 선진공원길 102

학교기업 GAST
055-854-8765

학내주차관리실 학내주차
당일 정액

(1회1000원, 단 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055-751-6576

휠라 진주평거점 의류(스포츠웨어) 결제금액의 10%할인 신안동 국민은행 옆 055-74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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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주유소 주유소 리터당 70원할인(50원포함)

SK진주주유소

(평거동 진주문고 옆)
055-746-6051

남척주유소

(주약동 세란병원 옆)
055-752-6589

동진주유소

(상평동 한일병원건너편)
055-752-1951

사천공항주유소

(사천공항 부근)
055-853-4200

(2014. 2. 10 . 현재)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지역 업 체 명 전화번호 업종 세부업종 위     치 주소

가좌

한빛정보시스템 055-759-7222 기타 컴퓨터, 사무기기 풍경채아파트 놀이터 옆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6-2

알파문구 경상대점 055-754-6588 문구 문구, 교구 진주소아과 옆 진주시 진주대로 556

반천촌국수 055-752-7906 분식 국수, 김밥 가좌삼거리 SK경대앞주유소 뒤편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8-9

밀리오레 김밥&돈까스 055-757-7372 분식 분식 경상대후문 송프로피자 맞은편 진주시 가좌길 44

석류정 055-753-8088 생선회 횟집 석류공원과 인공폭포 옆 진주시 진주대로671번길 13

늘푸른횟집 055-763-0285 생선회 횟집 가좌동 커피플라워 옆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16

스시도 055-762-1027 생선회 회전초밥 경상대 정문앞 엔젤리너스커피 7층 진주시 진주대로 526 센텀빌딩7층

웰빙참오리 055-758-5292 육류 오리전문 가좌동 풍경채아파트 정문 부근 진주시 가좌안골길24번길 10

원궁갈비 055-754-7999 육류 화덕구이, 메밀막국수 가좌이주단지 새동네 진주시 진주대로404번길 14

진품 우리집 055-759-5292 육류 오리고기전문 가좌동 개양지구대 뒤편 진주시 개양로 5번길 14

모나미 인쇄 055-759-8122 인쇄 인쇄,복사 경상대 정문앞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e-어도참치 055-757-3737 일식 참치전문점 경상대 정문앞 진주시 가좌안골길6번길 15 보성빌딩 2층 

하나비 055-761-7373 일식 초밥, 일식 경상대 정문 앞 풍경채아파트 동쪽 진주시 가좌안골길16번길 2 

華 (화) 055-761-1737 일식 일식 가좌동 서울설렁탕 옆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5-6

진남정 055-762-9020 한식 국밥, 한우 경상대 정문앞 진주시 진주대로516번길 6

두향 055-755-3100 한식 순두부 가좌동  카페베네 2층 진주시 진주대로 530

큰해물천지 055-752-7877 한식 조개전골 경상대 정문앞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6

전복해장국 055-763-6565 한식 전복해물찜 풍경채와 가좌 성당 사이 진주시 개양로 6번길 30

수수꽃다리화원 055-757-4152 화원 화원,전국배달 경상대 후문앞 진주시 가좌길29번길 1 

진주예삐꽃방 055-759-8993 화원 화환, 전국배달 경상대 정문앞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호탄

세이브컴퓨터 055-761-9783 기타 컴퓨터기기 호탄동 변전소 맞은편 진주시 동부로 58 

대가삼계탕 055-761-5057 육류 닭고기요리전문점
호탄동 에일린의뜰 아파트 방향  
이혜영소아과 1층 뒤편

진주시 강변길 4

호탄동 한우데이 055-758-0005 육류 한우 호탄동 남강워터피아 뒤, 삼성아파트 옆 진주시 호탄길 9번길 20

갈치를벗삼아 055-759-1225 한식 갈치전문점 호탄동  진주톨게이트 옆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덕천강 향어회 어탕 055-756-1070 한식 메기찜, 메기매운탕 호탄동 대경빌라트 맞은편 진주시 가호로 80-1

보승식당 055-758-8320 한식 김치찌개 호탄동 주공종합상가 건너편  진주시 강변길9번길12

참붕어탕 055-753-8446 한식 어탕, 찜 호탄동 신흥지구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도동

영엔터프라이즈 055-755-5925 기타 컴퓨터기기 상평빌딩 2층 진주시 돗골로 19

한국종합주방 055-758-7392 기타 주방설비/그릇도매 공단로타리 삼성디지털플라자 맞은편 진주시 동진로 222-1

가야숯불가든 055-759-1888~9 육류 돼지갈비, 삼겹살 상평동 한일병원 뒤편 진주시 대신로116번길 7

한성가든 055-758-0022 육류 한우 전자랜드 도동점 옆 진주시 도동천로 189 

서린디자인 055-756-5151 인쇄 인쇄,출판,산업디자인 상대동 흥한타운 맞은편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1

향원 055-761-6688 한식 한정식 상대 현대아파트 옆 진주시 모덕로 147번길 8-9

송화한정식 055-753-4443 한식 한정식 진주시청 맞은편 복개도로 진주시 대신로 300번길 15(상대동)

칠암

한국GM 진주바로서비스 055-761-8585 기타 자동차정비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교 중간지점 진주시 강남로 257

오피스디포 진주점 055-763-7979 문구 사무용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옆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다다미횟집 055-759-2422 생선회 생선회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강변도로변)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1

대어회초밥 055-758-5963 일식 초밥 진주세무서 뒤편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10

어미정(魚味停) 055-756-8880 한식 생선구이 정식 구) 진주역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18

고  궁 055-753-8802 한식 한정식 진주 세란병원 맞은편 진주시 진주대로 832-12 

진주시내 및 이현

어원초밥 055-743-5876 일식 초밥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뒤편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종합상사 교학사 055-746-7477 문구 문구, 잡화 농협중앙회 중앙지점 옆(청소년수련관쪽)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천리향 055-745-5005 중식 중화요리 봉곡동 오죽광장(국제로터리) 진주시 진주대로 1226

오동나무집 055-741-2387 한식 한정식 갤러리아백화점 후문방향 진주시 비봉로62번길 11-1

기은꽃화원 055-745-4829 화원 화원,전국배달 중앙로터리 경남은행 후문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신안, 평거

세종과학 055-746-1510 기타 분석기자재, 시약 소모품 평거동 하영무지개아파트 상가 진주시 진양호로 153-1 하영무지개맨션 303호

두미도횟집 055-746-4770 생선회 횟집 평거들말한보아파트 106동 맞은편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1

세종횟집 055-746-8901 생선회 생선회 평거들말한보아파트 106동 맞은편 진주시 평거로 18번길 9-12

통발횟집 055-745-1004 생선회 자연산 회전문 평거동  AMPM마트 맞은편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3-6

갑을가든 055-742-9292 육류 한우, 한식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진주시 신안로 126번길 24-6

우연 055-742-2966 육류 한우 평거동 한바다횟집 맞은편 진주시 평거로9번길 10

한성갈비촌 055-747-7002 육류 한우 들말 한국국제대부설유치원 옆 진주시 신평공원길47번길 8-2

동경회초밥 055-747-0067 일식 일식 평거동 뉴욕바다가재 옆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

베를린(berlin) 055-748-0313 주점 와인 평거동  토담쪽 놀이터 부근 진주시 신평공원길11번길 12-13

야래향 055-745-1100 중식 중화요리 평거들말한보아파트 부근 억수탕 옆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하연옥(진주향토음식관) 055-741-0525 한식 냉면, 육전 이현동 웰가아파트 앞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

산해들 한정식 055-742-2000 한식 한식 평거동 진양호 방면 녹지공원 옆 진주시 새들말로22번길 9-3 

한솔보리밥 055-748-3763 한식 보리밥, 생고기전문 신안동 서부우편취급국 건너편 진주시 평거로 160

사과꽃향기 055-759-1190 화원 생화 평거동 평거볼링센터 옆 진주시 진양호로 259

내동, 정촌

샘터농원 055-756-1862 육류 흑염소, 오리, 셀프바비큐 정동마을 입구 진주시 내동면 내축로563번길 27-7

송원가든 055-759-5756 육류 오리 경상대 남문에서 내동방향으로 2km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8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055-756-1952 육류 한우 내동초교전방 200m 우측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돈마루 055-753-9231 한식 김치찌개, 고등어쌈밥 정촌면 삼양곰탕 옆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번길

삼양곰탕 055-754-8765 한식 곰탕, 추어탕 정촌면 돈마루 옆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

사천

동성자동차종합정비 055-852-2100 기타 자동차 종합수리 사천 항공단지 입구 사천시 항공로 54

우&돈 어울림 055-855-1161 육류 한우, 쌈밥정식 사천 정동면 부경사우나 옆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 1길

아구아구쩝쩝 055-761-8566 한식 아귀찜, 오리훈제 사천방향  옛날가마솥곰탕 옆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7

문산 성심농원식당 055-761-5283 육류 삼계탕 문산읍에서 진성 구도로방면 1km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02

남해 삼현식당 055-867-6498 생선회 멸치회전문 남해 미조 방파제 입구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4

통영 ㈜동백관광 055-641-2000 기타 운수업, 서비스 통영여객선 터미널 맞은편 통영시 용남 해안로 237

진양호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055-743-0005 육류 오골계 전문 진양호 후문가는 방향으로 500m 좌측 진주시 판문오동길 77

(2014. 2. 10. 현재)후 / 원 / 의 / 집

한빛정보시스템

진주시 호탄동에 위치한 한빛정보시스템은 컴퓨터 판매 및 수리 유지 보수를 하는 업

체이다. 우리 대학교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고 있는 홍현표 대표에게 후원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빛 정보시스템은 경상대학교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경상대학교의 발

전을 위해서라면 작지만 성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_ 대표 홍현표)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6-2     전화 : 055)759-7222

후원의 집 탐방



기부하신 만큼 
당신의 자부심은 커집니다.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시설을 신축해 주신다면, 

귀하가 지정하는 시설 이름을 명명해 드립니다.

(○○○도서관, ○○○연구동 등)

귀하의 기부를
기다리는 수많은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장학사업 / 도서관 장서확충 / 기금교수

시설개선 및 확충 / 대학 문화활동 / 특성화사업 지원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금
용도

경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자
예우

총장명의 감사서한

기부영수증 발행

각종 간행물 제공
(소식지·대학신문 등) 

명판부착(명예의전당 등)

학교 행사 초청
(개교기념일·음악회 등) 

기념품 발송

축하화분 및 축하카드 발송

도서관 열람증 교부

감사패 증정

기금 명칭부여

부조상

흉상건립

건물 또는 시설의 이름 명명

1백만원
이상

모든
기부자

기부액
예우내용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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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항목 중 택1 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등록금 걱정으로 젊음의 큰 꿈은 뒤로한 채 도서관 대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달픈 대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이제는 선배들께서 그들의 청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실 때입니다.

적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경상인들은 비로소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개척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견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경상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되시며,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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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동의

□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 인적사항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해당 □에      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818-17-000951        신한 100-028-347677        국민 969801-01-309628 (예금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 자 동 이 체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이체일 □10일 □25일

□ 교직원 급여공제

Tel.(055)772-0263~4     Fax.(055)772-0269     e-mail : fund@gnu.ac.kr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구  분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창립기념일 년 월 일

□ 동  문 □ 학부모

□ 기업체 □ 기  관

□ 교직원

전  화

직  장

자택 직장

부서

휴대폰

직위직장명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 직장) 이메일

학부(과) 학부(과)

□ 단  체 □ 기  타

연 락 처

■ 기금 약정 및 참여방법

약정금액

□ 정액 기부

□ 학교 위임

□ (약정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글로벌인재육성

□ 기관 및 용도 지정 (지원기관 : 대학, 학과, 연구소 등)  [                                          ]

○ 연구 및 학술(학술연구 활동 및 대학 학문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

○ 장학    ○ 기금교수    ○ 도서    ○ 시설    ○ 연구기자재    ○ 대학문화

일금 매월 [                         ] 원을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        년     월 (     ) 회 분납  

원 (￦                       )

□ 월 정액 기부

희망사용처

기금명칭

년     월 부터 자동이체

<

절 

취 

선>



 

발 / 전 / 기 / 금
(2013.12.01. ~ 2014.01.31.)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정우건 해양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정우철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동물사육장

12.26 ~ 14.01.27 40,000 

정윤호 동문 14.01.15 100,000 

정   은 동문 12.09 400,000 

정재천 덕천강향어회어탕 대표 12.26 ~ 14.01.27 100,000 

정정욱 교무처 학사지원과 12.06 ~ 14.01.08 20,000 

정정훈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12.06 ~ 14.01.08 20,000 

정종화 자연과학대학 교수 12/16 1,000,000 

정찬권 동문 12.26 ~ 14.01.27 200,000 

정호영 독지가 14.01.08 30,000 

정희민 (주)동백관광 대표 12.16 ~ 14.01.15 200,000 

제명수 독지가 14.01.24 100,000 

조경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2.18 ~ 14.01.20 200,000 

조석규 동문 12.23 ~ 14.01.21 40,000 

조열제 사범대학 교수 12.06 100,000 

조영기 동문 14.01.23 100,000 

조영제 인문대학 교수 14.01.20 1,000,000 

조옥현 독지가 14.01.24 50,000 

조웅제 사무국 재무과 12.06 ~ 14.01.08 20,000 

조재위 (주)솔루에타 대표 12.31 50,000,000 

조재훈 기획처 기획평가과 12.06 ~ 14.01.08 20,000 

조종명 독지가 14.01.24 100,000 

조창호 독지가 14.01.24 100,000 

조현구 외 7인 조현구 외 7인 14.01.22 20,000,000 

(주)쎄타텍 (주)쎄타텍 12.16 ~ 12.17 10,000,000 

(주)엔벨 (주)엔벨 12.13 5,000,000 

(주)엠에프알씨 (주)엠에프알씨 12.16 10,000,000 

(주)이마트 진주지점) (주)이마트 진주지점 14.01.28 25,172 

(주)이이더불유코리아 (주)이이더불유코리아 14.01.13 10,000,000 

(주)이지바이오텍 (주)이지바이오텍 12.03 10,000,000 

조현규 교학사 대표 12.16 ~ 14.01.15 100,000 

주무경 진남정 대표 12.26 ~ 14.01.27 200,000 

주수진 교무처 학사지원과 12.06 ~ 14.01.08 20,000 

주영규 석류정 대표 12.16 ~ 14.01.15 100,000 

주우길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12.26 ~ 14.01.27 100,000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14.01.27 1,000,000 

진엔지니어링 진엔지니어링 12.16 5,000,000 

차명섭 (주)에어로오토 대표 12.07 1,000,000 

채난희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4.01.03 100,000 

채혜연 사범대학 교수 12.31 1,000,000 

이정년 천리향 대표 12.26 ~ 14.01.27 100,000 

천미나 동문 12.26 ~ 14.01.27 20,000 

청주한씨 병사공파 
종중회

청주한씨 병사공파 
종중회

12.11 25,000,000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제19기)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제19기)

12.13 10,000,000 

최근배 경영대학 학장 12.06 ~ 14.01.08 400,000 

최낙영 동문 12.02 ~ 14.01.02 20,000 

최상욱 공동실험실습관 12.06 ~ 14.01.08 200,000 

최선영 사범대학 교수 12.24 500,000 

최연도 한우마을 대표 12.16 ~ 14.01.15 100,000 

최연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2.06 ~ 14.01.08 20,000 

최영민 세이브컴퓨터 대표 12.20 ~ 14.01.20 200,000 

최유리 생명과학연구원 12.06 ~ 14.01.08 20,000 

최재열 동문 12.23 ~ 14.01.21 20,000 

최지훈 동문 12.23 ~ 14.01.21 20,000 

하   경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동물사육장

12.06 ~ 14.01.08 20,000 

하만주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하명호 샘터농원 대표 14.01.24 100,000 

하무식 동문 14.01.29 30,000 

하영수 동문 12.23~14.01.21 200,000 

하종관 동경회초밥 대표 12.26 ~ 14.01.27 200,000 

하중규 과학영재교육원 12.24 1,000,000 

하치옥 가야숯불가든 대표 12.16 ~ 14.01.15 100,000 

하태규 동문 12.23 ~ 14.01.21 20,000 

하현숙 인재개발원 12.06 ~ 14.01.08 20,000 

하홍화 동문 14.01.27 50,000 

학교기업GAST 학교기업GAST 12.02 70,000,000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2.26 2,000,000 

한기동 동문 14.01.08 30,000 

한상민 호탄동 한우데이 대표 14.01.27 100,000 

한상희 갈치를벗삼아 대표 12.16 ~ 14.01.15 100,000 

한진호 세종과학 대표 12.10 ~ 14.01.27 300,000 

한창영 교육정보전산원 12.06 ~ 14.01.08 20,000 

허권수 인문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허둘자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40,000 

허무룡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허보영 공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허종수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100,000 

허종철 독지가 14.01.24 30,000 

홍금란 기획처 기획평가과 12.06 ~ 14.01.08 40,000 

홍덕윤 대어회초밥 대표 1.26 ~ 14.01.27 60,000 

홍일화 수의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홍현표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12.20 ~ 1.01.20 200,000 

황경숙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12.06 ~ 14.01.08 40,000 

황봉하 우연 대표 14.01.27 100,000 

황인호 동문 12.23 ~ 14.01.21 40,000 

CEOPIA협의회 CEOPIA협의회 01.07 5,000,000 

KT&G상상펀드기금
운영위원회

KT&G상상펀드기금
운영위원회

12/11 10,0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김태훈 동문 12.27 60,000 

김필금 교무처 학사지원과 12.06 ~ 14.01.08 20,000 

김현태 산학부단장 14.01.28 1,000,000 

김형동 동문 12.26 ~ 14.01.27 40,000 

김형환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20,000 

김혜정 신문방송사 12.06 ~ 14.01.08 20,000 

김호진 동문 12.23 ~ 14.01.21 20,000 

김홍준 사무국 시설과 12.06 ~ 14.01.08 40,000 

김회동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나우정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4.01.08 3,000,000 

남광우 교무처 교무과 12.06 ~ 14.01.08 20,000 

남영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노선석 동국제강 인사팀장 13.12.31 200,000 

노성섭 교육정보전산원 12.06 ~ 14.01.08 20,000 

노수진 반천촌국수 대표 12.26 ~ 14.01.27 100,000 

농협은행㈜ 경상대지점 농협은행㈜ 경상대지점 12.24 100,000,000 

도재왕 공과대학 부속공장 12.06 ~ 14.01.08 20,000 

류경철 동문 12.26 ~ 14.01.27 40,000 

류성하 공과대학 행정실 12.06 ~ 14.01.08 20,000 

마대영 공과대학 교수 14.01.29 300,000 

마용운 예일이비인후과 병원장 12.19 10,000,000 

문두순 산해들한정식 대표 12.16 ~ 14.01.15 100,000 

문영식 에이스트랙주식회사 회장 12.11 3,000,000 

문윤욱 동문 12.23 ~ 14.01.21 20,000 

문효관 밀리오레 김밥앤돈까스 대표 12.16 ~ 14.01.15 100,000 

미래에셋 미래에셋 14.01.06 5,700,000 

민경오 송원가든 대표 14.01.06 500,000 

민영봉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박균태 진품우리집 대표 12.16 ~ 14.01.15 200,000 

박기종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2.06 ~ 14.01.08 200,000 

박기태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12.06 ~ 14.01.08 20,000 

박대진 사무국 재무과 12.06 ~ 14.01.08 20,000 

박동윤 한국GM진주바로서비스 대표 14.01.17 1,000,000 

박동진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12.06 ~ 14.01.08 20,000 

박명숙 독지가 14.01.28 100,000 

박미자 삼현식당 대표 14.01.27 100,000 

박서연 동문 14.01.22 400,000 

박선정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대표 12.26 ~ 14.01.27 100,000 

박성권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0 

박성암 동문 12.20 ~ 14.01.20 20,000 

박수창 동문 12.18 ~ 14.01.20 200,000 

박영선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12.02 ~ 13.12.30 100,000 

박영현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12.06 ~ 14.01.08 20,000 

박영희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12.06 ~ 14.01.08 20,000 

박용복 화(華) 대표 12.16 ~ 14.01.15 100,000 

박은하 신문방송사 12.06 ~ 14.01.08 200,000 

박인곤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박인호 동문 12.30 ~ 14.01.28 40,000 

박정동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14.01.02 2,000,000 

박지훈 동문 12.23 ~ 14.01.21 20,000 

박형순 송화한정식 대표 12.16 ~ 14.01.15 200,000 

배동원 공동실험실습관 12.06 ~ 14.01.08 200,000 

배종민 자연과학대학 교수 12.30 1,000,000 

백수정 돈마루 대표 12.16 ~ 14.01.15 100,000 

백승진 인문대학 교수 14.01.13 200,000 

변희섭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빈선옥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빈용욱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사)경상대 수송기계
부품기술혁신센터

(사)경상대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12.16 10,000,000 

서울우유장학회 서울우유장학회 12.20 6,000,000 

서원흥 예삐꽃방 대표 12.23 ~ 14.01.27 100,000 

서정인 동문 12.05 ~ 14.01.06 40,000 

서정항 법과대학 교수 12.09 1,000,000 

서준열 동문 12.09 400,000 

서지현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2.06 ~ 14.01.08 100,000 

서진교 사무국 시설과 12.06 ~ 14.01.08 200,000 

서혜영 동문 12.20 ~ 14.01.20 40,000 

서효준 동문 12.26 ~ 14.01.27 100,000 

성문기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40,000 

성순옥 동문 12.27 ~ 14.01.27 20,000 

성화산업(주) 성화산업(주) 12.03 50,000,000 

소석복 기은꽃화원 대표 12.16 ~ 14.01.15 100,000 

손덕승 야래향 대표 12.16 ~ 14.01.15 200,000 

손동수 동문 12.30 100,000 

손문주 동문 12.23 ~ 14.01.21 40,000 

손병욱 사범대학 교수 14.01.08 100,000 

송민성
송안과이비인후과의원
병원장

14.01.02 5,000,000 

송유나 동문 12.23 ~ 14.01.21 20,000 

송진영 동문 12.23 ~ 14.01.21 20,000 

신건훈 경영대학 교수 12.06 100,000 

신영민 교육정보전산원 12.06 ~ 14.01.08 20,000 

신영태 전 동문회장 14.01.15 1,000,000 

신영희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40,000 

신용민 인문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신일우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2.06 ~ 14.01.08 400,000 

신흥섭 늘푸른횟집 대표 14.01.28 400,000 

심동섭 동문 14.01.29 30,000 

심정선 사무국 총무과 14.01.08 10,000 

권순도 아스 대표 12.14 5,000,000 

안광훈 사무국 재무과 12.06 ~ 14.01.08 2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안두현 영실한우프라자 대표 14.01.04 ~ 01.20 200,000 

안미정 약학대학 학장 12.06 100,000 

안병혁 경영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안영균 사무국 총무과 비서실장 12.06 ~ 14.01.08 100,000 

안은정 동문 12.16 400,000 

안정희 사과꽃향기 대표 12.02 ~ 13.12.10 100,000 

안창모 경영대학 교수 12.06 ~ 14.01.08 400,000 

안효준 공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양기열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연성찬 수의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염수원 동문 12.26 ~ 14.01.27 40,000 

오근희 간호대학 간호학과 12.06 ~ 14.01.08 100,000 

오명정 동문 12.23 ~ 14.01.22 62,000 

오병학 기획처 기획평가과 12.06 ~ 14.01.08 20,000 

오삼석 학생처 학생과 12.06 ~ 14.01.08 20,000 

오세훈 동문 12.23 ~ 14.01.21 20,000 

오수진 동문 12.23 ~ 14.01.21 20,000 

오정은 기초과학연구소 12.06 ~ 14.01.08 20,000 

오형석 알파문구 경상대점 대표 12.10 ~ 14.01.06 200,000 

우성정공(주) 우성정공(주) 12.16 5,000,000 

우종섭 동문 12.23 ~ 14.01.22 60,000 

원청길 수의과대학 학장 12.06 ~ 14.01.08 200,000 

유금자 세종횟집 대표 14.01.16 100,000 

유정현 서린디자인 대표 12.26~14.01.27 200,000 

유   찬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50,000 

윤강구 사범대학 교수 12.06~14.01.08 200,000 

윤경순 동문 12.24 ~ 14.01.24 20,000 

윤용철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50,000 

윤현경 동문 12.09 400,000 

이건기 공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이동원 동원동물병원 원장 12.10 ~ 14.01.11 200,000 

이미정 동문 14.01.08 1,000,000 

이방주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12.06 ~ 14.01.08 10,000 

이병권 동문 12.23 ~ 14.01.21 20,000 

이병률 갑을가든 대표 12.26 ~ 14.01.27 200,000 

이병일 동문 12.23 ~ 14.01.21 20,000 

이병천 동문 14.01.24 30,000 

이상경 자연과학대학 교수 13.12.26 150,000 

이상석 사무국 시설과 12.06 ~ 14.01.08 20,000 

이상언 (전) 기획처 기획평가과 12.26 ~ 14.01.27 20,000 

이선미 동문 12.23 ~ 14.01.21 20,000 

이성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이수경 아구아구쩝쩝 대표 12.16 ~ 14.01.15 100,000 

이숙영 오동나무집 대표 12.20 ~ 14.01.27 1,200,000 

이승열 교육정보전산원 12.06 ~ 14.01.08 20,000 

이시화 하나로테크㈜ 대표 12.30 5,000,000 

이신우 어원 대표 12.16 300,000 

이   억 동문 12.23 ~ 14.01.21 40,000 

이연정 유송석갈비 대표 12.04 ~ 14.01.03 100,000 

이영호 교무처 교무과 12.06 ~ 14.01.08 20,000 

이예운 아트인기획 대표 14.01.20 1,000,000 

이외선 동문 14.01.15 1,000,000 

이우기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26 ~ 14.01.27 100,000 

이윤석 약학대학 부학장 12.06 ~ 14.01.08 200,000 

이윤임 학생처 학생과 12.06 ~ 14.01.08 60,000 

이은영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20,000 

이정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이정숙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12.06 ~ 14.01.08 20,000 

이정희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12.06 ~ 14.01.08 100,000 

이제괄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12.19 ~ 14.01.20 100,000 

이진석 (주)선일과학 대표 12.30 ~ 14.01.28 15,000,000 

이탁기 해양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60,000 

이현우 동문 12.30 10,000 

이효재 사범대학 교수 12.23 ~ 14.01.21 200,000 

이후장 수의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임규홍 인문대학 교수 12.06 ~ 14.01.08 60,000 

임선택 공동실험실습관 12.06 ~ 14.01.08 20,000 

임정숙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임정혜 동문 14.01.28 400,000 

임종민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12.06 ~ 14.01.08 20,000 

임채오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장민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50,000 

장영은 동문 12.23 ~ 14.01.21 20,000 

장은옥 교육정보전산원 12.06 ~ 14.01.08 40,000 

장재호 동문 12.24 ~ 14.01.24 20,000 

장정원 동문 12.20 10,000 

재경경상대
행정학과동문회

재경경상대행정학과
동문회

12.24 1,000,000 

전미양 간호대학 교수 12.06 ~ 14.01.08 500,000 

전재부 (전) 사무국 시설과 12.05 ~ 14.01.06 100,000 

정강용 사범대학 행정실 12.06 ~ 14.01.08 200,000 

정기두 독지가 12.10 30,000 

정동인 수의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정미윤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300,000 

정민승 향원한정식 대표 12.16 ~ 14.01.15 200,000 

정병환 함양고등학교 교사 12.20 ~ 14.01.20 200,000 

정병훈 교학부총장 12.09~14.01.08 200,000 

정성진 사회과학대학 교수 12.10 1,000,000 

정성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4.01.27 100,000 

정수혜 사무국 총무과 12.17 ~ 14.01.17 60,000 

정순욱 동문 12.30 ~ 14.01.28 40,000 

정승한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12.26 ~ 14.01.27 1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강규영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13.12.9 11,000,000 

강남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강동호 강동호회계사무소 대표 12.05 ~ 14.01.06 200,000 

강명조 동문 12.23 ~ 14.01.21 40,000 

강묘영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12.26 ~ 14.01.27 100,000 

강미영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40,000 

강민연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100,000 

강상혁 동문 12.23 ~ 14.01.21 20,000 

강석정 학생처 학생과 12.06 ~ 14.01.08 20,000 

강성용 동문 12.26 ~ 14.01.27 20,000 

강성재 하나비 대표 12.11 ~ 14.01.03 100,000 

강외정 동문 12.23 2,000,000 

강정숙 통발횟집 대표 12.16 ~ 14.01.15 200,000 

강정자 성심농원식당 대표 12.05 ~ 14.01.06 200,000 

강창근 수의과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강창호 한국종합주방 대표 12.16 ~ 14.01.15 100,000 

강태영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12.18 ~ 14.01.20 100,000 

강태중 독지가 14.01.27 30,000 

강학이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12.06 ~ 14.01.08 60,000 

강희곤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12.06 ~ 14.01.08 20,000 

경남은행 경남은행 12.23 10,000,000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12.31 100,000,000 

공경식 동문 12.20 ~ 14.01.20 40,000 

곽대오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곽희영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12.16 ~ 14.01.15 200,000 

구인선 사범대학 학장 12.12 350,000 

구자명 동문 14.01.27 100,000 

구종선 동문 12.23 ~ 14.01.21 20,000 

권기춘 해양과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 12.06 ~ 14.01.08 40,000 

권명근 의학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 12.06 ~ 14.01.08 20,000 

권선옥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80,000 

권성원 (전) 사무국 총무과 12.06 10,000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12.02 20,000,000 

권순만 독지가 14.01.28 100,000 

권점이 참붕어탕 대표 12.05 ~ 14.01.06 100,000 

권해주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김갑동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장 12.26 ~ 14.01.27 100,000 

김경모 입학본부장 12.06 ~ 14.01.08 200,000 

김광동 자연과학대학 교수 12.31 1,000,000 

김길수 인문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김남옥 보건진료소 12.06 ~ 14.01.08 200,000 

김달곤 경영대학 부학장 12.06 ~ 14.01.08 200,000 

김대군 사범대학 교수 12.06 500,000 

김동완 동문 12.23 ~ 14.01.21 20,000 

김명숙 독지가 12.23 100,000,000 

김법환 김법환치과의원 원장 12.02 ~ 14.01.02 1,000,000 

김복남 베를린 대표 14.01.15 50,000 

김복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12.06 ~ 14.01.08 40,000 

김봉준 경영대학 교수 12.06 ~ 14.01.08 200,000 

김상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50,000 

김석운 다다미횟집 대표 12.27 500,000 

김선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4.01.13 3,300,000 

김성수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2.06 ~ 14.01.08 20,000 

김성효 큰해물천지 대표 12.16 ~ 14.01.15 100,000 

김성희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60,000 

김소희 사무국 재무과 14.01.08 10,000 

김수원 동문 12.23 ~ 14.01.21 20,000 

김숙년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12.06 ~ 14.01.08 20,000 

김순금장학재단 김순금장학재단 12.13 46,500,000 

김순점 보승식당 대표 14.01.27 50,000 

김영석 사범대학 교수 12.06 ~ 14.01.08 40,000 

김영숙 동문 14.01.28 200,000 

김영원 동문 12.23 ~ 14.01.21 40,000 

김영은 인재개발원 12.06 ~ 14.01.08 40,000 

김영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학장 12.06 ~ 14.01.08 50,000 

김영찬 동문 12.30 ~ 14.01.28 20,000 

김외연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0 

김윤희 자연과학대학 교수 2013/12/02 10,000,000 

김은주 공학교육혁신센터 12.06 ~ 14.01.08 20,000 

김의경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12.06 ~ 14.01.08 1,000,000 

김점규 사회과학연구원 12.06 ~ 14.01.08 200,000 

김점옥 한성갈비촌 대표 12.20 ~ 14.01.20 200,000 

김정곤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12.06 ~ 14.01.08 60,000 

김정봉 동문 12.23 ~ 14.01.21 40,000 

김정숙 동문 14.01.09 1,000,000 

김정아 동문 12.23 ~ 14.01.22 20,000 

김정자 e-어도 참치 대표 12.03 ~ 14.01.27 150,000 

김정필 인문대학 교수 14.01.08 300,000 

김종길 출판부 12.06 ~ 14.01.08 20,000 

김종성 동문 12.12 ~ 14.01.13 20,000 

김종환 기초교육원 12.06 ~ 14.01.08 200,000 

김주애 자연과학대학 교수 14.01.22 2,000,000 

김중겸 (주)유성정공 대표 12.27 10,000,000 

김지은 동문 12.23 ~ 14.01.21 20,000 

김진수 경영대학 교수 12.06 ~ 14.01.08 100,000 

김진은 자연과학대학 교수 14.1.16 1,000,000 

김창균 사무국 총무과 12.06 ~ 14.01.08 60,000 

김창영 사무국 시설과 12.06 ~ 14.01.08 60,000 

김철호 동문 12.20 ~ 14.01.20 20,000 

김충섭 세림이비인후과의원 병원장 14.01.21 10,000,000 

김태연 웰빙참오리 대표 12.10 ~ 14.01.23 100,000 

합   계 : 847,027,122



Beautiful
경상인!

Wonderful
경상대학교!
경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10대 거점 국립경상대학교!

세계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 ACTIVE GNU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2009-2011 동결, 2012(6.5%), 2013(0.1%) 인하

•피인용 논문 수학분야 전국 1위, 농업과학분야 2위 

•학생생활관 3922명 수용, 2015년 800명 추가(수용률 29.6%)

•경상대 3년+미주리대 2년 학 . 석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학특성화 선도대학

•생명과학 . 기계항공 . 나노신소재분야 특성화 선도대학

•중앙일보 대학평가 식물 . 동물학 분야 전국 1위(2009.9.)

•BK21플러스 6개 사업단(팀) 선정(지원금 기준 경 . 부 . 울 2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2008-2013) 선정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www.gnu.kr

2013 미스코리아 진 유예빈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2014년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