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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출발한 경상대학교는

교수 800여 명, 직원 500여 명, 학생 2만5000여 명과 

진주 가좌 ․칠암 캠퍼스, 통영 캠퍼스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산학협력 촉진,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 

경남산학융합지구 및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의 시간….

현재가 곧 미래임을 알기에 

경상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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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ecial Story                                                                                                                                                                                                                                           

네덜란드 라이덴大, 

09~12년 인용빈도 상위 10% 논문 비율 발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높은 연구 수준이 세계 속에서 빛났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는 2009~2012년 4년

동안 국제논문을 1000건 이상 발표한 세계 750개 대학을 대상

으로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

(Thomson Reuters)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 발표했다. 

인지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수학

·컴퓨터과학·공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

과학 등 7개 부문이 그 대상이다. 이를 줄여

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이라고 한

다. 라이덴 랭킹은 논문 인용 횟수가 평가 기

준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 질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라이덴 랭킹 평가의 특징은 설문조사 방식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는 배제한 채 학술정보

서비스기업인 톰슨로이터의 DB를 활용해 지

난 4년간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용 상위 논문 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세

계적 수준의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라이덴 랭킹에 큰 변화가 있었다. 순위

를 500위에서 750위로 확대한 것과 평가대

상 학문분야를 5개에서 7개로 세분

라이덴 랭킹, 
‘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국립대 1위에 빛나다!

‘수학ㆍ컴퓨터과학ㆍ공학’국내 1위, 
‘의학’8위,‘생명과학’12위

국립 대학 

1위

국내 대학 

10위

GNU

2014년 우리 대학교가 국내 국립대 중 최고 수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2014 라이덴 랭킹 7개 부문 전체 논문실적에서 국립 대학 중 1위, 

국내 대학 중 10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높은 연구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학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이다.

2014 라이덴 랭킹
7개 부문 
전체 논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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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Sciences, Medical Scienc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Life Sciences, Math Comp

Science and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한 것이다. 따라서 라이덴 랭킹에는 대학의 종합순위

외에 세부 학문분야별 대학순위도 있다. 

수준 높은 

GNU의 연구경쟁력 재확인

우리 대학교는 2014 라이덴 랭킹의 7개 부문 전체 논문실적에

서 국립 대학 중 1위, 국내 대학 중 10위를 차지했다. 세계 순위

는 600위이다. 우리 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

안 149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상위 10% 안에 포함

된 논문은 모두 6.4%이다.  

우리 대학교는 또한 수학·컴퓨터과학·공학 부문에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순위는 156위이다. 우리 대학교

는 수학·컴퓨터과학·공학 부문에서 이 기간에 모두 244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중 12.3%가 인용 상위 10%에 포함됐다.

의학 부문에서는 27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중 4.9%가 상위

10% 논문에 포함되어 국내 8위 세계 490위에 랭크됐다.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46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중 5.0%가

상위 10%에 포함되어 국내 12위 세계 575위에 올랐다. 

자연과학 부문은 398편을 발표하여 이 중 5.5%가 상위 10%에

포함되어 국내 18위 세계 583위에 각각 올랐다.

수
학
·
컴
퓨
터
과
학
·
공
학
 

244편 중 12.3%국내 대학 1위
의
학
 

272편 중 4.9%국내 8위
생
명
과
학
 

465편 중 5.0%국내 12위
자
연
과
학
 

398편 중 5.5%국내 18위

GNU발표 인용 

상위 10% 논문

2014 라이덴 랭킹-인용 상위 10% 랭킹 Top 10

국내 세계
대학명

인용빈도 상위 10% 2009~2012
순위 순위 논문비율  논문 수
1 173 포스텍 11.9 2959

2 283 KAIST 10.3 4791

3 306 이화여대 10.1 1661

4 456 GIST 8.3 1372

5 520 서울대 7.4 12114

6 569 성균관대 6.9 5175

7 571 울산대 6.8 2790

8 580 연세대 6.7 7598

9 597 경희대 6.5 3709

10 600 경상대 6.4 1496

2014 라이덴 랭킹-수학·컴퓨터과학·공학 부문 국내 랭킹 Top 10

국내 세계
대학명

인용빈도 상위 10% 2009~2012
순위 순위 논문비율 논문 수
1 156 경상대 12.3 244

2 182 포스텍 11.9 906

3 209 충북대 11.4 152

4 342 성균관대 9.8 569

5 441 인하대 8.5 509

6 470 KAIST 8.1 1681

7 478 경희대 8.1 413

8 483 서울대 8.0 1251

9 503 울산대 7.7 207

10 507 연세대 7.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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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한 산학협력 시스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강점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남태현)은 5월

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전국 LINC사업단 1단계 평가에

서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한 산학협력 실적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

과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LINC사업의 1단계(2012. 4.~ 2014. 2.) 2년 간 사업수행

실적을 점검하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을 정리하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발하는 단계평가이다. 

경남 유일의 ‘기술혁신형’ LINC사업단인 우리 대학교는 1단계 사업에

서 지역기업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차별화

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산학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LINC사업

정착에 크게 기여한 점과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대학의 전 구성원이

LINC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

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대학교 LINC사업단은 1단계 사업기간 동안 970여 개의 가족회

사 확보, 특성화분야의 산학협력 집중도와 차별화한 기업지원 프로그

램 및 교육 프로그램 부문 등 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

났다. 

LINC사업 2단계 사업 진입

이로써 우리 대학교 LINC사업단은 2단계 사업에 우수한 실적으로 진

입하게 되었다. 1단계에서 구축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단

계 사업(2014. 3.~2017. 2, 3년간)에서 보다 안정된 산학협력과 산업

친화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최강 대

학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교 LINC사업단은 2단계에서 ▲1단계에서 구축된 각 프로그

램별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프로그램별 연계강화에 의한 융합화 ·

복합화를 진행하며 ▲구성원별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효율화 및 최

적화로 성과 극대화를 꾀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는 1단계 우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학교-기업-지

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정착과 동남권

연구·산학협력 선도대학 실현 및 대학과 지역이 공동 성장하는 선순

환 구조 정착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LINC사업단, 
1단계 종합 평가에서‘우수’획득
동남권 연구·산학협력 선도대학 실현
대학과 지역이 공동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6 Issue Upgrade                                                                                                                                                                                                                                        

경상대학교 주요 이슈
GNU Issue Upgrade

▲LINC사업단 남태현 단장

경상맨이야0506_수정_시안  14. 7. 2.  오후 3:30  페이지 6



7

여름을 기다리며 신록이 짙어만 가는 시기이다. 

GNU 역시, 여름을 기다리는 신록만큼이나 고대하던 좋은 성과들에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LINC 사업단이 1단계 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이 단기간에 6억 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대학교의 파워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NH농협동문회는 6월 25일 장학금되돌려주기 발전기금 1570만 원을 출연했다.

졸업생, 비 졸업생 누구나 참여 가능

동문회에서 단체로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아주

많다. 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는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2000만 원

을 한번에 냈다. NH농협동문회가 1억 원, 경남은행 동문회가 2317만

원, 통영시지부 동문회가 100만 원, 금속재료공학과 동문회가 162만

8000원을 약정했거나 이미 냈다. NH농협동문회는 약정액 1억 원 중

1570만 원을 6월 25일 우리 대학교에 출연했다.

6월27일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모두 692명이다. 이 가운데 우리 대

학교 교직원은 194명, 동문회 등 단체 참여자는 444명, 일반 동문은

39명, 기타 15명 등이다. 

우리 대학교는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문을 위

해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배너 ‘내가 받은 장학금 확인하기’를 통해

1987년 이후 졸업생이면 누구든 자신의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재학 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은 물론이고 장학금을 받지

않은 동문이나, 동문이 아닌 경우에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 금액도

소액으로 나눠 내도 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자

세한 내용은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본부(대외협력과 772-0263~4)

로 문의하면 된다.

11개월 만에 692명 참여

우리 대학교와 총동문회(회장 정판준)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이 11개월 만에 6억 원(약정 기준)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6월 27일 현재 모두 692명

이 6억 777만 8000원을 약정했다. 지난해 10월 말 4억 원을 넘어선 지

8개월 만에 2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운동에는 동문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백효흠 (주)현대자동차 고문은 1000만 원을

약정했다. 김해에 위치한 (주)화진정밀 강성근 회장은 권순기 총장으로

부터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300만 원

을 전달했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 교수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박균열 윤리교육과 교수(대외협력부본부장)는 자신의 정년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1920만 원을 약정했고, 같은 과 이상호 교수도 정년 때까

지 매월 10만 원씩 2160만 원을 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함종렬 의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500만 원, 김현태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산학협

력단부단장)가 432만 원, 문현식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학생부처장)

가 300만 원을 각각 약정했다.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6억 원 돌파!
정년까지 매월 자동이체하는 교수, 
수백ㆍ수천만 원 한번에 내는 동문도…
동문 아닌 사업가도 취지에 공감 
수백만 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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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주요 이슈
GNU Issue Upgrade

* 플라보노이드(Flavonoid) : 식물에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천연색소

**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 : 조류독감, 복막염 등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감염과 증식에 필수적인 숙주세포인식 단백질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표적효소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내특허를 출원하였고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을 준비 중이다(출원번호 10-2013-0089727: 참오동나무 유래 제라

닐레이티드 플라보노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뉴라미니데이즈

활성 억제용 조성물).

최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뉴라미

니데이즈 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보이는 뉴라

미니데이즈를 타깃으로 하는 플라보노이드 기반 천연물 신약개발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와 공동연구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 박기훈 교수와 광주과

학기술원 엄수현 교수가 주축이 된 연구팀이 참오동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조류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뉴라미니

데이즈**에 결합된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원자 수준의 복합체 3차원 구조를 밝힘으로써 플

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규명, 천연물 유래 항균·

항바이러스제 개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BK21 플러스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

구 결과는 관련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악타 크리스탈로그래피

카 섹션D』(ActaCrystallographicaSectionD) 5월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Structuralbasisofsialidaseincomplexwithgeranylated

flavonoidsaspotentnaturalinhibitors) 

박기훈 교수팀, 천연물질 플라보노이드서 
항생제 개발 실마리 규명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 극복할 
플라보노이드와 병원균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3차원 구조 규명

▲박기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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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 of Fluids』 등… 세계적 학술지에 다수 게재

우리 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명노신 교수 연구팀이 유체역학 분

야 미해결 문제인 초음속 충격파에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특이

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 등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유체물리 분야 학술지

『Physics of Fluids』 온라인판(5월 13일), 전산물리 분야 학술지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온라인판(5월 20일), 항공우주

분야 학술지  『AIAA Journal』 인쇄판(5월 1일)에 게재되었다.

항공우주비행체나 미소 기계장치 등의 공학적 설계에 응용 기대

충격파는 항공우주비행체나 우주운석 주변, 태양풍, 은하 성간 가스,

핵폭발 등 급격한 가스 압축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온도와 압력

의 급격한 변화로 순간적으로 기체들이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

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어려워 공학적 응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명 교수 연구팀은 기체입자의 이동과 충돌 항에 대한 정확도

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면 충격파를 수학적으로 잘 정의할 수 있음

을 알아냈다. 기존 선형이론**은 기체입자의 이동 등에 대해 일관된 처

리를 하지 못해 특이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수학적

특이성은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는

복잡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체나 유체의 움직임을 효율적으

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신 교수 연구팀은 또한 특이성 원인 규명 후 충격파의 온도나 밀도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성관계식***을 유도해 냈다. 이 관

계식을 이용해 개발한 다차원 전산해석코드는 100km 이상 높은 고도

에서 비행하는 비행체나 미소 기계장치 또는 진공장치 등의 설계에 응

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얻은 충격파 특이성 원인과 해결방법은 복잡

유체의 특이성 해결이나 반도체 장치의 전자수송 특이성 문제해결 등

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노신 교수 연구팀은 충격파뿐 아니라 고분자가 포함된 스파게

티나 토마토케첩과 같은 복잡유체의 유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고차 구성

관계식 개발을 목표로 후속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특이성(Singularity) : 발산(Divergence) 등으로 인해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성질

** 선형이론 : 1867년 J. C. Maxwell이 제안한 모델에 기초한 이론으로 기체입자 충돌항에

서 속도의 종속성이 사라져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한 형태이다.

*** 구성관계식(Constitutive Relation) : 거시적 관점에서 물질의 기본역학적 특성을 나타

내는 (대수) 방정식을 일컬으며, 공기와 물의 차이가 이 관계식에 의해 대부분 묘사된다.

▲명노신 교수

명노신 교수, 충격파의 수학적 특이성 규명
유체역학 분야 미해결 문제의 원인 밝혀
기체·유체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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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으로 세계에 우뚝 선 

조열제, 강신민 교수
지난 5월 3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노벨 과학상을 위

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이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톰슨 로이터의 노벨상 수상자 예측 데이터 분

석담당 전문가는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한 한국인 과학자 16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논문 인용지수와 저널의 영향력지수(I.F.) 등을 총괄하는 과학필수색인(ESI)을 바탕으로 지

난 10년간의 인용도 상위 1% 논문(Highly Cited Papers)들이 각 분야마다 300회 이상인 과학자들이

다. 수학 분야는 노벨상이 없지만, 우리 대학교의 조열제 교수(수학교육과)와 강신민 교수(수학과)의 이

름이 16명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국내 연구만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

신문에 ‘노벨상 수상에 가장 유력한 한국인 과

학자 16명’이 발표되기 전날, 기자로부터 선정

에 관한 전화를 받은 조열제 교수. 기자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질문이 “어떻게 국내에서 모든

학위를 획득하고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명단에 있는 과학자 대부

분 해외파였기에 조열제 교수의 선정은 더욱 의

미 있는 일이다. 

그는 오늘의 결과가 ‘끊임없는 연구’와 ‘국제학

술대회 참가’, ‘저명 수학자와의 공동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한다. 조열제 교수

는 올해로 우리 대학교에 부임한 지 36년째다.

부임 이후 지금까지 밤낮은 물론, 주말도 없었

고, 방학도 없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리

고 100여 회 이상 각 국의 국제 학술대회를 다

니면서 초청 강연도 하고 참가자와의 공동 연구

를 주선하면서 해외 학자들과 꾸준히 소통했다.

이후 조열제 교수가 주관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의 많은 해외 젊은 수

노벨상 예측 전문가가 뽑은 
한국 유력 연구자 16명에 선정

GNU의 두 수학자

학자들을 지원해 수학연구 발전에도 기여해오

고 있다. 

실제로 ESI를 검색하면 조열제 교수의 논문 27

편이 945회 인용되었다. 그 외 조열제 교수의

논문인용횟수는 미국수학회의 데이터베이스인

MathSciNet에서는 2029회, Google Scholar

Citation에서는 8125회이다. 

남은 연구기간, 수학전도사로서 역할 할 것

그가 수학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운명 같았다.

원래 의사가 꿈이었기에 대학입시에서 3수까

지 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2지망에

썼던 수학과에 가게 되었다. 당시 은사님인 부

산대 박재걸 교수님을 만나면서 ‘수학자’의 길

을 확고히 하게 된다. 박재걸 교수는 현재 정년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학문적 교류를 통해 조

열제 교수가 수학자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멘토이다. 또한 그가 지금껏 수학에 미쳐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열제 교수는 수학에 대해 “실생활에 없어서

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활 속에 수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학

공부의 진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다니고 있다.

자신에게 시간과 기회가 허락되는 한, 젊은 학

자들을 위한 연구지원과 자신의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조열제 교수. 수학에 관한 글과 시

를 통해 2009년에는 시인으로도 등단해 시집

출간도 준비하고 있다. 

조열제 교수의 열정은 그의 제자, 혹은 우리 모

두에게 따스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열정은 세

상을 변화 ․발전시키고,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진실을 향해 도

전하는 수학처럼 말이다.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수학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치는 
조열제 교수(수학교육과)  

▲조열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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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리성을 갖춘 수학이론들은 오래전부터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

운 연구 주제의 바탕이 된다고 한다. 학문 발전

에 있어 수학은 필수 불가결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학문

강신민 교수는 가장 보람 있고 애착이 가는 연

구로 2010년에 발표한  「일반화된 평형문제와

부동점문제에 대한 공통원소에서의 점성근사

법과 그 응용」을 들었다. 이 논문은 WCU학술

지인『NonlinearAnalysis, Theory, Methods

andApplications』에 게재된 연구논문이다. 현

재 그는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

가 이뤄지고 있는 ‘부동점을 갖는 비선형작용

소에 대한 반복수열의 수렴(convergence of

iterativesequencesfornonlinearoperators

with fixed points)’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수학부문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Fields상은 4년

마다 신진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데, 이

상은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선정한다. 그

는 “금년 8월에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신진 수학자가 수상

자로 선정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자연과 논리, 이성의 언어로 학문 발전을 이끄는

수학

수학 부문의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학, 넓

게는 순수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

시키는 하나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수

학의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노벨상 유력 한

국과학자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강신민 교수는 우리 대학교 수학교육과(72학번)

출신으로 1982년 4월, 수학과 교수로 취임하여

32년 동안 재직 중이며, 기초과학연구소장

(2000년 3월부터 6년간)을 지냈고 학생지원처

장(2005년 12월부터 2년간)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수학의 매력으로 완벽한 논리성을 꼽았다.

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논리

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합리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학은 자연과 논

리, 이성의 언어’라고 말한다. 인종과 문명, 시

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립하는 엄격한 객관성

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것이다. 이

앞으로 국내외 수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

해 잠재력이 기대되는 연구 분야를 계속 탐색하

고, 학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수학의 가

치를 알리고 수학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

는 힘을 준다. 자신의 분야를 소신 있게 개척해

나가는 그에게서 학문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

게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에 
미래가 있다”
수학의 완벽한 논리성에 매료된 
강신민 교수(수학과)

▲강신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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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인재 양성과 문화 계승의 메카인 대학

의 역할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지난 4월 서

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펄프 종이공학회 2014

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리 대학교 환경재

료과학과 김철환 교수와 이지영 교수가 우수논문

상을 각각 수상했고 석사과정 김선영 대학원생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학문과 연구의 세계

에 불굴의 투지로 뛰어든 그들을 만나보았다. 

혁신적 연구의 시작  

제가 수행한 연구는  「오일팜 바이오매

스의 자원화 연구Ⅰ, Ⅱ」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대량 발생

하는 팜유 부산물을 통해 높은 발열량을 갖는

고효율 펠릿을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입

니다. 2012년부터 국내의 발전사업자들은

RPS 제도의 이행과 함께 목재 펠릿과 같은 재

생에너지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데

국내에서는 목재 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

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오일팜

바이오매스 펠릿은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저는  「산업용지의 벌크 향상 및 건조에

너지 절감을 위한 분말상 첨가제 제조

기술 개발(Ⅱ)-맥주박과 팜잎 분말상 첨가제의

표면개질에 대한 연구」 라는 논문으로 수상하

였습니다. 일반 과자 상자,  과일 박스, 전자제

품의 포장박스에 사용되는 백판지 생산공정에

서 제조원가를 절감시킴과 동시에 백판지의 두

께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성 유기충전

제의 표면전처리에 관한 기술입니다. 본 연구

가 백판지 생산현장에 적용된다면 생산업체에

서는 백판지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고 최

종적으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우수

한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학문과 연구의 세계,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환경재료과학과 
김철환·이지영 교수, 김선영 대학원생 

K

Y

▲김철환 교수, 김선영 씨, 이지영 교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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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광증백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한

종이의 잔류 형광증백제량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형광증백제를 함유한 종이의 리사이클링에

따른 형광증백제의 거동 분석」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형광증백제를 함유하

고 있는 종이를 만들어서 재활용한 후 새로 종

이를 만들어 그 종이 내 형광증백제의 거동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 모인 학문의 전당

심층적으로 사고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연구 개

발을 이끌어 내는 일. 이것이 학문의 진리를 탐

구하는 대학의 역할이 아닐까. 그들에게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과의

강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우리 학과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로 일컬어지는 여섯 분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산업체와 산학협력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사업을 통해

Co-op연구실, G114, 캡스톤디자인 등의 프

로그램과 지방대특성화사업 ‘창의적미래그린

인재양성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대학교 학과평가에서 20위를 차지할 만

큼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과로 2014년

평가에서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만큼 매년 경

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환경재료과학과는 친환경 천연재료

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소재

를 개발하는 학과입니다. 이들 소재에는 주변

에서 쉽게 발견해 사용하고 있는 펄프, 종이,

바이오에탄올, 버섯, 목가구, 집성재, 목질

재료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위해 환경재료의 전처리 기술, 가공기술, 소

재 제조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가르치고 있고 이를 위해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와 분석 장치, 친환경 재료의 제조

및 물성 측정 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태를 이루고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방 대학 중 유

일하게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WCU)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선정되어 농업부문의

생명공학 연구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

습니다. 환경친화형 신소재 개발과 그 연구발

전에 요구되는 기초적 이론과 전문적 지식을

강의 및 실험실습을 통해 습득하고 현장 실습

및 견학을 통해 체득된 현장감 있는 지식과 기

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연구 세계로의 도전

수상 축하의 박수를 받은 그들에게 앞으로 천

착하고 싶은 연구나 계획 중인 연구 주제가 무

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공자가 논어 첫머

리에서 말한 학문의 즐거움을 충분히 체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차단용 친환경 마스크 개발

연구, 목재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산물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친화형 천연

유기충전제 개발 연구, 종이로의 액체 침투

거동과 종이 위에서의 발수 거동을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기 개발 연구, 쌀벌

레 방제를 위한 천연 패치 및 포장지 개발 및

상용화 연구, 열기계펄프 제조 공정에서의 에

너지 절감 방안 연구, 열기계펄프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피치 정량화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를 진행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기반 나노소재 분야를 연

구하고 싶습니다. 제지산업에 근간

이 되는 셀룰로오스를 나노수준으로 분쇄하

게 되면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나노소재로 변

화하게 되는데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고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포장소재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자

동차 산업 등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

문에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구상에서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고분자 물질인 셀룰로오스

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나노셀룰로오스로

제조될 수 있고 나노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파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

복합제,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 디스플레

이, 전자종이, 태양전지 등 활용분야가 다양

하지만 제지분야에 있어서는 나노셀룰로오스

의 가능성만 평가되고 있을 뿐 명확한 적용분

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지업계에 이러

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재인 나노셀룰로오

스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철환 교수

김선영 대학원생

K

K

K
K

K

Y

Y

이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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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자신이 없었기에 두려웠지만 어쩐지 ‘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무식하면 겁이 없다고 휴학

신청을 하고는 무작정 서울로 갔다. 기초반 수업부터 들

으며 시작한 7개월의 휴학 생활을 거치는 동안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영어 듣기를 하며 설거

지하고, 버스에 타는 순간부터는 하루 할당량의 단어를

외웠다. 7개월 동안 끈기 있게 공부했고 마침내 원하는

토플 점수를 받았다. 돌아보면 휴학생활은 영어 점수뿐

만 아니라 내 노력의 역치를 높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그

리고 2012년 10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경험

2013년 1월 2일, 2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과 대기시간

후에 조플린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30분 정도를 달려 피츠버그에 도착했다.  

이후 시작된 교환학생으로서의 하루하루는 늘 새로웠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 중 하나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통해 배운 그들의 문화다. 이

름도 몰랐던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온

친구를 통해 아프리카의 열정과 에너지를 배웠다. 사우

디아라비아 친구들에게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 배웠다. 

나 또한 피츠버그에 있는 KSA라는 한인학생회 부채춤

팀에 들어가 한국을 알렸다. 매년 열리는 Korea

Culture Day에 멋지게 부채춤을 선보여 한국의 전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었다. 또 매주 열리는 Korean

Language Day 행사

에서 외국인 친구들에

게 한국어를 가르쳐주

기도 했다. 이렇게 교

환학생 생활은 나에게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

혀주며 국제화된 시각

을 갖도록 해주었다.

14 Dream Way                                                                                                                                                                                                                                           

필리핀 봉사활동에서 시작된 미국 교환학생 도전기 

대학교 2학년을 마치던 무렵, 학교에서 주최하는 필리핀

해외 봉사활동을 2주간 가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봉사활동

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

오자 여운이 남았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지냈을

때의 기분과 한국어교육팀 영어영문과 언니들에게서 들

은 ‘미국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

이다. 

꼭 1년 만에 돌아온 학교. 새로운 얼굴이 많아서인지 캠퍼

스 분위기가 사뭇 어색하게 느껴진다.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교에서 보낸 나의 교환학생 생활을

『경상맨이야』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미국 피츠버그주립대에서의 1년

글. 배윤주 학생(사회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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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선물, ‘감사의 마음’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

하는 마음’이다. 나의 미국인 친구 ‘맨디’네 집에 ‘위니’라

는 대만친구와 함께 놀러 간 일이 있었다. 나보다 한 학

기를 먼저 와서 이제는 귀국을 앞둔 위니에게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다. 그 대답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맨디와 그 가

족이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한국음식, 대만음식

을 살 수 있도록 동양마켓에 데려다 주는 것은 의무가 아

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

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고 그 순간부터

더욱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그

들에게 다 보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

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했다.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

2013년은 나에게 있어 여러 면에서 성장한 한 해였다.

항상 내국인이라는 다수에 속해 있던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는 미국인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영어

때문에 답답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 교환학생’으

로서 1년을 온전히 보내고 나니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다.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라는 소중한 가치도 배웠고, 세계에 대한 견문이 넓어졌

기 때문이다. 

요즘은 재능기부를 통해 내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다

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저소득

층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

토링’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에게 영어

를 가르치고 있고, 캠퍼스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앞으로도 내가 받은 많은 도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글을 마친다.

▲배윤주 학생(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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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한림원’ 연찬회 

우리 대학교는 6월 3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2014년도 개척한림원 연찬

회를 개최했다. 개척한림원은 대학 내 우수 연구자들이 모여 2010년 ‘GNU 연구

리더스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했다. 개척한림원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 경

쟁력 강화, 융복합·통섭 학문의 활성화, 연구·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척한림원은 연구실적 등이 우수한 교수를 격려하고,

교수들의 정보교류와 공유, 협력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

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개척한림원 회원과 배우자, 대학본부 보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학문분야 간에 경계가 없어지는 융복합 학문 시대

에 걸맞은 상호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책사업 신청, 연구프로젝트 수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일 년 열두 달 중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가정의 달 5월, 

호국보훈의 달 6월! 

세월호 참사로 취소되거나 조용하게 열린 행사가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식들이 있다. 

유익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했던 그날의 캠퍼스로 돌아가보자.

유익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Campus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GNU 소식들

16 GNU Style

제2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조원호)은 5월 23일 가좌캠퍼스 중앙광

장 주변에서 제2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 백일장은

고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상상력 계발, 창조적 표현능력을 제고시

키고 문학활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40개 고등학교

에서 운문부 373명, 산문부 342명 등 715명과 지도교사 23명이 참

가했다. 심사 결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등의 수상자에게는

우리 대학교 총장상과 부상을,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는 총장 표창

을 시상하였다. 

2014년 제9회 젊은 개척연구자 주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은 ‘제9회 경상대학교 젊은 개척연구

자 주간’이다. 2010년 제정된 ‘젊은 개척연구자 주간’은 대학의 경쟁

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대학원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한 행사이다. 우리 대학교만의 학문축제인 이 기간에는 다양한 초청

강연과 학술행사를 집중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고취

시켰다. 또한 5월 28일을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로 지정하여 대학원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젊은 개척연구자들의 이

야기 시간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했고, 뛰어난 연구성과를 도출한

대학원생 55명에 대한 시상식도 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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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통 관례ㆍ계례식 열어

우리 대학교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9일 예절교육관에서

지역의 원로 유학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참가한 가

운데 제25회 전통 관례·계례식을 열었다. 한문학과(학과장 장

원철)는 1990년부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

통 관례와 계례식을 거행해 왔다. 이날 권순기 총장은 12개 단과

대학 대표 학생에게 직접 자(字)를 내려주었으며, “이제부터는 자

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인생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성년이

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전통 관례·계례식

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어 행사 참가자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경상대 아시아전통무용단, 네 번째 공연 펼쳐

우리 대학교 아시아전통무용단(단장 김미숙 민속무용학과 교수)

은 6월 14일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2014년 제4회

아시아전통무용단 공연을 펼쳤다. 아시아 민속춤의 메카를 지향

하는 우리 대학교는 2011년 중국유학생(외래강사·대학원생·

학부생)들로 구성된 아시아전통무용단을 창단했다. 화려하고 다

양한 작품을 선보인 이날 공연은 아시아전통무용단, 김미숙무용

단, 우리 대학교 문화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인력양성 사업단

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

●●●
●●●

●●●
● 상반기 ACTIVE GNU 헌혈봉사 실시

우리 대학교는 6월 2일, 3일 이틀간 가좌·통영캠퍼스 일원에

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ACTIVE

GNU 헌혈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헌혈봉사활동은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와 헌혈인구의 저변 확대, 지역사회의 안정

적인 혈액수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첫날인 6월

2일에는 경남혈액원의 헌혈 장학금(300만 원) 기부 행사를 가

졌으며, 헌혈행사 기간에는 헌혈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혈

증을 기부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이를 필

요로 하는 복지재단에 학생대표가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혈에 참여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기념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
●

●●●
●●

●●●
●●●

권순기 총장과

윤희수 경남혈액원장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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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 동반성장의 기회될 것

남동발전은 현금출자 및 현물출자를 하므로 본 사업의 주주와 같

은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기업이 필요한 실무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현재 1단계

실무형 3과목 개설) 개설한 실무교과목은 남동발전의 실무전문가

가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동발전의 실무전문가

는 우리 대학교의 실무겸임교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우

리 대학교에서 트랙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턴십은 물론, 취업 시

상당한 가산점이 주어지는 보다 발전된 Win-Win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는 남동발전과 대학원 석사과

정으로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으로 남동발전의 사내대학인 계약학과(가칭: 전기에너

지공학과)의 설립을 남동으로부터 요청받아 2015년 3월 개학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와 남동발전이 동반성장할 수 있

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넓게 보아, 진주

지역의 중소기업의 활성화, 학연산관 기술연구 분야, 그리고 지역

의 우수 인재 양성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 GNU Plus                                                                                                                                                                                                                                               

한국남동발전㈜, 우리 대학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에 큰 역할

우리 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

너지기술평가원이 선정, 지원하는 ‘2014

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전기

공학과가 주관하게 될 이 사업의 세부 주제는

‘ICT기반의 고신뢰도 화력발전기술기초트랙

(SMART2 : Safe Maximum & Reliable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이다. 

우리 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토균

형발전, 인력양성, 차세대 화력발전을 제시한 덕분이지만, 무

엇보다 우리나라 5대 화력발전사업자 중 하나인 한국남동발전㈜

(이하 남동발전)의 도움이 컸다.

“남동발전은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발전기술력을 보유한 회사

이며 한전과 동일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런 기업이 참

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성공은 보장된 셈이죠. 이번 사업에 남

동발전이 참여업체로 들어옴에 따라서 하동화력인 남부화력, 우

리나라 민간발전회사 중 매우 중요한 SK E&S도 본 트랙이수 시,

인턴십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였으니까요.” 

한국남동발전-경상대학교,
두 에너지가 만나 빚어내는 시너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만남 2
한국남동발전㈜

최재석 교수•전기공학과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스마트한 차세대형 화력발전 시장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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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 리더로 도약하는 혁신 공기업

남동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출범한 발전회사

이다. 현재 국내 소요전력량의 10%가 넘는 9000MW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발전공기업이다. 주요

발전연료는 유연탄이지만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을 활용한 신재

생에너지 분야까지 진출해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과 파키스탄

등 해외에서도 자원개발과 발전 사업을 운영해, 글로벌 파워를 인

정받고 있다. 

“남동발전의 비전은 글로벌 파워 리더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기술과 그동안 축적한 발전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발전 기업으로 우뚝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공기업의 책임

올해 3월 진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남동발전은 세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이다. 직원 채용

시 발전소 인근 지역 인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채용하는 등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남동발전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교는 우수

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국립대학교이며, 이번 신입사원 채용

에도 우리 대학교 출신의 좋은 인재들을 선발하기도 했다.

남동발전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우리 대학교가 강조하는

개척정신 강한, 도전적인 인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개인의 우수성을 회사, 조직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유능함도 중요하다.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경상대학교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구가 완벽

한 에너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듯, 경

상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

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와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이래, 태양광 개발사업과

인력양성 분야 협력, 우리 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대학원 과정의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 개설, 지역 농촌일

손 돕기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사업의 성과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올해 6월 우리 대학교는 산업통상자

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선정·지원하는 ‘2014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는 쾌

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남동발전㈜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허엽 사장•한국남동발전(주)

지역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 
경상대학교와 한국남동발전이 

책임지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주) 신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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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시행

‘세월호’ 사고 이후 범국민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안
전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5월 22일 학생생활관
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인성교육 등을 위해 1학년 학생 전원
생활관 입실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뜻 깊은 소방훈련
이 되었다. 이날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및 전파, 인명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 설명 및 실제 화재 진화 훈
련, 옥내 소화전 사용법 설명 및 실제 사용 훈련 등으
로 진행되었다.

‘국제통상학과 발전회’ 첫 장학금 수여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발전회(회장 곽광래)는 5월 13
일 경영대학 강의실에서 학과 교수, 졸업생, 학생회 간
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국제통상학과 발전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국제
통상학과 발전회’는 후배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
고,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장학기
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6년 동안 동문들이 십시일반으
로 모은 기금은 현재 1700여만 원이 되었다. 

박물관 운영위원 8명 위촉 

우리 대학교는 5월 14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교내외
인사 8명을 대학박물관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
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반적인 박물관의 운영방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박물관 운영
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1984년 문을 열어 올해
로 개관 3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서부경
남 일대 문화유적 조사를 통해 1만여 점의 선사ㆍ고대
유물을 소장ㆍ전시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단기연수단 내방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교 단기연수단(단장 이충양) 14
명이 5월 15일~19일 우리 대학교를 내방했다. 양 대
학은 1991년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1997년 피
츠버그주립대 연수단이 처음 우리 대학교를 방문한 이
래 매년 20명 내외의 단기 연수단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17년 넘게 지속해온 이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청년들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 문화를 미국
에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 프로그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경남은행,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우리 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남태현)과 경남은행은 5
월 14일 경남은행 본점에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를 열었
다. 그동안 경남은행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팀원들
은 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방문과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였고, 팀 논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발표하
였다. 

제59회 현충일 추념식

우리 대학교는 6월 5일 진주시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
념식을 개최했다. 제5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열린 추념식에는 총장, 학무위
원, 학생대표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상대 박물관-합천군, 
『다라국-그 위상과 역할』 발간 

우리 대학교 박물관(관장
조영제 사학과 교수)은 합
천군과 함께  『다라국(多羅
國), 그 위상과 역할』 (도서
출판 용디자인, 242쪽)을
펴냈다. 이 책은 ‘다라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다라국
은 문헌에 이름만 전해져
온 고대 가야국으로, 우리

대학교 박물관의 합천 옥전고분군, 성산토성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연극인 배출의 요람 
‘경상극예술연구회’ 창립 40주년 

경상극예술연구회(회장 서준기)는 창립 40주년을 맞이
하여 6월 6일 기념공연, 사진전,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경남지역 연극인 배출의 요람인
우리 대학교 연극 동아리 경상극예술연구회는 1974년
3월 30일 김희창 작 ‘비석’을 방성진(전 MBC 아나운
서)의 연출로 무대에 올린 이후 현재까지 정기공연 83
작품과 워크숍 공연 30회 등 모두 113회의 공연을 해
왔으며 경상극회 출신 회원이 500여 명에 달한다.  

여성연구소 초청강연회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소장 이명신)는 5월 30일 사
회과학관 글로벌룸에서 계명대학교 정문영 교수(인문
학연구소 소장)를 초청하여 ‘의학적 텍스트로서의 여
성의 몸: 마가렛 에드슨의 W;t’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마가렛 에드슨의 극작품 『위트』 (W;t)에서 난
소암 말기환자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한 여교수의 죽어
가는 몸을 통해, 환자로서 여성 몸의 의료공학화와 공
적 스펙터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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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회 창립 10주년 특별초청강연회 

우리 대학교 여교수회(회장 곽상진)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2일 사회과학관 글로벌룸에서 경북대
학교 김영화(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여교수의
리더십과 여교수회 활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별 강
연회를 열었다. 여교수회는 2004년 창립되어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활동을 주로 해왔으며, 해
마다 2~4회의 강연회를 열어 전공, 교양, 건강, 업무
능력 등의 부문에서 여교수의 역량을 제고해 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특강

우리 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공
동으로 5월 20일 경영대학 대강의실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하여 ‘한국 경제의 도전과 개
혁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박재완 전 장관
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성균관대학교 사
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초청 워크숍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단장 남태현)은 공학연
구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와 공동으로 5월 29
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정부의 창
조경제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상상
ㆍ도전ㆍ융합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
로 창조경제 추진정책에 대한 소개, 2014년도 주요 추
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연구원장 초청특강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남태현)은 4월 23일
BNIT R&D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
술기획평가원장을 초청하여 ‘농업과 과학기술 정책’이
라는 주제로 특강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
는 산학협력단장, 교수ㆍ대학원생ㆍ사업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설  『은교』 의 박범신 작가 초청특강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허권수)은 5월 22일 국제어
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소설 『은교』 의 저자
박범신 씨를 초청하여 ‘아픔을 이기니까 청춘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범신 작가는 빛나는 상
상력과 역동적 서사가 어우러진 화려한 문체가 특징으
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농산물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우리 대학교에서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주관하는 ‘농산물 안전
관리(GAP) 전문가 양성 교육’이 5월 19일부터 10월 말
까지 5개월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번 GAP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은 교육대상
에 따라 전문지도관 양성교육,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
ㆍ사후관리 농민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교육

우리 대학교는 5월 21일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
토리엄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 없는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 상반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명학연구소, ‘병사공 한범석의 생애와 활동’
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소장 윤호진)는 5월 23일 남명학관 남명
홀에서 ‘병사공 한범석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청주한씨 병사공파 문중은 지난
해 12월 우리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출연, 한범석의 생
애와 활동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줄 것을 요청
했다. 한편 벽진이씨 여은정파 밀양내진 문중은 4월
25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아시아 명산과 전통문화’ 국제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원장 윤호진)은 5월
23~24일 이틀간 ‘동아시아 명산과 전통문화’라는 주제
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ㆍ경상대학교ㆍ순천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대표적 명산인 지리산
과 동아시아 각국의 명산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
리산권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국내외 산악전문 연구진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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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지리산과 한라산, 인문학으로 만나다’ 

우리 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원장 윤호진)과 사단법인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소장 강문규)는 지리산과 한라
산의 문화ㆍ역사ㆍ문학ㆍ지리의 비교, 고찰을 시도하
는 공동 학술대회를 ‘지리산과 한라산, 인문학으로 만
나다’라는 주제로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개최했다. 

남명학연구소, 경상좌도 인물 첫 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소장 윤호진)는 4월 25일 남명학관 남명
홀에서 ‘벽진이씨 여은정파 밀양 내진가문의 인물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
회는 그동안 강우지역의 학문에만 치우쳐 있었던 연구
범위를 영남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제16회 전국 무용 경연대회
우리 대학교는 6월 1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
서 제16회 전국 무용 경
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부문에
초등부 이설아 학생(통영
초등학교) 외 57명, 중등
부 장선주 학생(충무여자
중학교) 외 30명, 고등부
김지현 학생(충렬여자고
등학교) 외 86명으로 176

명이 참가했고, 단체부문 군무에 김혜지 학생(경남상
업고등학교) 외 8팀이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15학년
도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에 응시할 경우
입상성적에 따라 2학기 수시모집의 실기 전형에 지원
할 수 있다. 

김봉곤 교수,  『미국화학회지』 논문 게재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김봉곤 교수
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UNC) 브룩하트 교수팀이 공동연구
한 논문이  『미국화학회지』 (JACS,
Impact Factor 10. 677) 5월 7일
자에 게재되었다. 김봉곤 교수는

이 연구에서 주로 DFT 계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촉매
의 특성을 밝히고, 촉매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김윤희 교수팀, ‘다우케미칼 어워드’ 논문 2편
최우수상 수상 ‘쾌거’ 

화학과 김윤희 교수(유기반도체재
료 연구실)와 고분자공학과(나노정
보재료 연구실) 연구팀은 4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춘계학술회에서 마련된 ‘2014 한국
다우케미칼 어워드 시상식’ 및 논

문 발표회인 ‘다우케미칼 심포지엄’에서 2편의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미숙 교수, 
‘명작명무로 보는 한국춤의 흐름’ 출연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는 6월 11일
서울 두리춤터에서 마련
된 ‘명작명무로 보는 한
국춤의 흐름’에 출연했다.

김미숙 교수가 이날 선보
인 작품은 ‘비연무’이다.
비연무는 산조춤의 하나
로서 ‘새가락별곡’에 춘
홀춤으로 여인의 희로애
락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제43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우리 대학교는 제43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를 6월 12
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대학교 테니스장을 비롯해 진주
ㆍ사천ㆍ산청ㆍ통영ㆍ함양 등지의 테니스장에서 개최
했다. 우리 대학교는 1993년 제22회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년 만에 이 대회를 열었다. 

박사과정 이은지 학생, 민아름 학생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수상

지난 4월 16일
~18에 열린 제
113회 대한화학
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서 화학
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은지 학

생은 ‘WISET ‧ KCS 젊은 여성연구자상’ 및 ‘동우화인
켐상’을, 화학과 석 ‧ 박사통합과정 민아름 학생은 우
수포스터상과 동우화인켐(주)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
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은지 학생은 ‘은(I) 이온에 의
한 비스(시아노벤질)설파이드의 배위 네트워킹의 음이
온 의존성’으로, 민아름 학생은 ‘기체상에서 적외선 분
광법을 이용하여 생체활성분자인 사이아노인돌
(cyanoindole)의 구조와 물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
구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원 이상윤 학생, 
한국농업기계학회 논문발표상 수상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
학과 석사과정 이상윤 학생은 4월
29~30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
서 열린 ‘2014년 춘계 학술발표회’에
서 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상
윤 학생이 발표한 논문은 ‘적외선센

서를 이용한 돼지체온 측정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이다. 

한국남동발전(주), 발전기금 출연

우리 대학교는 4월 22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한국남
동발전(주)(사장 허엽) 발전기금 출연증서 전달식을 개
최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권순기 총장, 정병훈 교
학부총장, 권진회 기획처장, 박균열 대외협력부본부장
과 한국남동발전(주) 엄창준 삼천포화력본부장, 노선만
발전기술처장, 심경호 전력기기팀장, 윤장현 신재생파
트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이날
전달식에서 올해부터 해마다 500만 원씩 15년간 모두
7500만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은지    ▲민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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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남길 교수 유족, 장학금 출연 
지난 2월 말 유명을 달리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
하남길 교수의 유족이 우리 대학교에 5000만 원의 장
학금을 출연했다. 우리 대학교는 하남길 교수가 생전
에 후배와 제자들을 끔찍이 사랑했고, 체육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점을 기려 이 장학금을 ‘하남길 교
수 체육장학기금’으로 명명했다. 원금은 보존하고 수익
금을 체육교육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하남길
교수의 뜻이 체육교육과 후배ㆍ제자들에게 영원히 이
어지게 되었다. 그 뜻을 같이 하기 위해 권순기 총장
은 100만 원을, 같은 학과 권선옥 교수는 하남길 교수
와 공동 편찬한 저서의 저작료 100만 원을 해마다 출
연하기로 했다. 또한 하남길 교수의 박사 제자 6명도
60만 원을 출연하였다.

안산 단원고 故 유니나 선생 분향소 마련

우리 대학교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
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 유니나 선생의 분
향소를 6월 10일 저녁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사범대
학 중앙현관 로비에서 운영했다.
2009년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를 졸업한
유니나 선생은 이번 세월호 사고 때 실종됐다가 54일
만인 6월 8일 오전 3층 중앙식당에서 발견됐다. 유니
나 선생은 학생들을 대피시키기에 바빠 정작 자신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희생
덕분에 담임으로 있던 2학년 1반은 다른 반보다 많은
19명이 구조됐다.

출판부 김종길 씨, 『남도여행법』 펴내

우리 대학교 출판부 김종길 씨가 ‘경전선을 타고 느리
게, 더 느리게’라는 부제를 붙인  『남도여행법』 을 펴냈다.

김종길 씨의  『남도여행법』 은 가장 느린 기차 경전선을
타고 가장 느린 여행지 남도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
끼고 맛보고 찍은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여 담았다. 
책에는 경전선의 역사, 철도유산, 오일장, 접속노선과
지선들, 기차운행표를 부록에 담고 있어 뒤를 잇는 여
행자들의 길잡이 구실을 톡톡히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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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1-9959

055-745-4999

055-757-7440

055-742-5666

055-756-1862

055-75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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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772-0370

055-741-4311

055-742-7660

055-746-6051

055-752-6589

055-752-1951

055-853-4200

옛 진주교육청 사거리

호탄동 신흥지구 내

천수교에서 진양호 방면 
약 50m

시외버스 주차장 옆

금산점(금산 청곡사 입구)

대안동 차없는 거리

경상대 정문 앞

공설운동장 옆

내동면 정동마을 입구

가좌캠퍼스 내 누리관 2층

경상대 후문 앞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

진주성 정문 앞(본성동 10-4)

진양호 호수변

법원에서 진주시청 사거리
50m 전방

가좌동 MBC방송국 내

가좌이주단지

본점, MBC점, 평거점

진주시내 중안파출소 맞은 편

경상대 정문 앞

경상대 정문 프리윌빌딩301호 

주약점
(주약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학교기업 GAST

가좌캠퍼스 주차관리실

신안동 국민은행 옆

구)MBC방송국 맞은편 진주
간호학원 앞 코너

SK진주주유소 
(평거동 진주문고 옆)

남척주유소
(주약동 세란병원 옆)

동진주유소(상평동 한일병원
건너편)

사천공항주유소(사천공항 부근)

결제금액의 5%할인

월 5%(전관 이용)할인

결제금액의 10%(교직원 및 학생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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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및 
세트메뉴 제외)

10%추가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주류 제외)

일반서적 10%할인(전공서적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5%할인(행사 시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실크매장)

객실(조식포함) 20%, 
레스토랑(노블레스&신요코) 10%할인

결제금액의 5%할인

현금, 1500원 할인 + 팝콘 무료

결제금액의 5%할인

안경테 20%할인(행사 시 추가 5%)

결제금액의 3%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10%할인(시외지역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
(피부미용, 비만, 두피 10%추가 할인)

2%적립(일반인 1%포함)

결제금액의 5%할인, 쇼핑몰구매시 
마일리지 5%적립

당일 정액(1회 1000원, 단 학부 및 
대학원생 제외) 

결제금액의 10%할인

결제금액의 10%할인(행사 시 추가10%)

리터당 70원할인(50원 포함)

구두, 핸드백

온천

스포츠센터

숙박, 호텔

음식(레스토랑)

골프, 캐주얼웨어

피자전문점

등산용품

흑염소, 오리, 
셀프바베큐

서적

화원/전국배달

의류(골프웨어)

실크류

호텔

등산복, 장비

영화관

화덕갈비, 
메밀막국수

안경

의류(여성,남성복)

화환/전국배달

미용, 체형관리

유기농식품

한우, 햄

학내주차

의류(스포츠웨어)

여성맞춤전문

주유소

귀족제화

남강워터피아

남도레포츠타운

동방관광호텔

로망스

루이까스텔 
진주대안점

미스터피자
경상대점

백두대간

샘터농원

송강문고(경상대
학교 구내서점)

수수꽃다리화원

슈페리어

실키안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아웃도어갤러리

엠비씨네

원궁갈비

이노티안경원

제일모직아울렛

진주예삐꽃방

청담화이트의원

초록마을

학교기업GAST

학내주차관리실

휠라 진주평거점

SHA Gamg 

SK주유소

개척카드 우대가맹점
(2014. 06. 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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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가좌

호탄

도동

칠암 및
주약

진주시내 
및 이현

e-어도참치 757-3737 참치전문점

늘푸른횟집 763-0285 횟집
돼지랑순대랑 762-0022 돼지국밥
두향 755-3100 순두부
모나미 인쇄 759-8122 인쇄, 복사
밀리오레 김밥&돈까스 757-7372 분식
바르원돈까스 758-8811 돈까스전문
반천촌국수 752-7906 국수, 김밥
석류정 753-8088 횟집
수수꽃다리화원 757-4152 화원, 전국배달
스시도 762-1027 회전초밥
아트인 기획 762-0122 광고 디자인
알파문구 754-6588 문구, 교구
원궁갈비 754-7999 화덕구이, 메밀막국수
웰빙참오리 758-5292 오리전문
전복해장국 763-6565 전복해물찜
진남정 762-9020 국밥, 한우
진주예삐꽃방 759-8993 화환, 전국배달
진품 우리집 759-5292 오리고기전문
큰해물천지 752-7877 조개전골
하나비 761-7373 초밥, 일식
한빛정보시스템 759-7222 컴퓨터, 사무기기
華(화) 761-1737 일식
갈치를벗삼아 759-1225 갈치전문점
대가삼계탕 761-5057 닭고기요리전문점
덕천강 향어회 어탕 756-1070 메기찜, 메기매운탕
보승식당 758-8320 김치찌개
세이브컴퓨터 761-9783 컴퓨터기기
참붕어어탕 753-8446 어탕, 찜
호탄동 한우데이 758-0005 한우
가야숯불가든 759-1888~9 돼지갈비, 삼겹살
대도가구 010-3884-7306 사무용가구 등
서린디자인 756-5151 인쇄,출판,산업디자인
송화한정식 753-4443 한정식
영엔터프라이즈 755-5925 컴퓨터기기
한국종합주방 758-7392 주방설비, 그릇도매
한성가든 758-0022 한우
향원 761-6688 한정식
현대가든

755-7071 장어구이
(장어가맛있는 현대)
금산횟집 756-0507 자연산 회, 물회전문
다다미횟집 759-2422 생선회
어미정(魚味停) 756-8880 생선구이 정식
오피스디포 진주점 763-7979 사무용품
한국GM 761-8585 자동차정비
진주바로정비코너
기은꽃화원 745-4829 화원,전국배달
어원초밥 743-5876 초밥
오동나무집 741-2387 한정식
종합상사 교학사 746-7477 문구, 잡화
천리향 745-5005 중화요리

진주시 가좌안골길 6번길 15
보성빌딩 2층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16
진주시 개양로 5번길 14-1
진주시 진주대로 530
진주시 가좌안골길 10번길 14
진주시 가좌길 44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12-4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8-9
진주시 진주대로 671번길 13
진주시 가좌길 29번길 1 
진주시 진주대로 526 센텀빌딩 7층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19-4
진주시 진주대로 556
진주시 진주대로 404번길 14
진주시 가좌안골길 24번길 10
진주시 개양로 6번길 30
진주시 진주대로 516번길 6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진주시 개양로 5번길 14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6
진주시 가좌안골길 16번길 2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9-7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5-6
진주시 호탄길 22번길 12 
진주시 강변길 4
진주시 가호로 80-1
진주시 강변길 9번길 12
진주시 동부로 58 
진주시 호탄길 27번길 11
진주시 호탄길 9번길 20
진주시 대신로 116번길 7
진주시 돗골로 25번길 6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1
진주시 대신로 300번길 15(상대동)
진주시 돗골로 19
진주시 동진로 222-1
진주시 도동천로 189 
진주시 모덕로 147번길 8-9

진주시 도동천로 75 

진주시 천수로 112번길 1
진주시 강남로 201번길 1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18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진주시 강남로 257

진주시 진양호로 548번길 3-1
진주시 진양호로 532번길 14
진주시 비봉로 62번길 11-1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진주시 진주대로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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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신안 및 
평거

내동 및
정촌

진양호

사천

문산
남해

통영

갑을가든 742-9292 한우, 한식
덕천면옥 745-0023 냉면, 돼지고기
동경회초밥 747-0067 일식
두미도횟집 746-4770 횟집
베를린(berlin) 748-0313 와인
사과꽃향기 759-1190 생화 
산해들 한정식 742-2000 한식

세종과학 746-1510 분석기자재, 
시약 소모품

세종횟집 746-8901 생선회
야래향 745-1100 중화요리
우연 742-2966 한우
통발횟집 745-1004 자연산 회전문
하연옥 741-0525 냉면, 육전
(진주향토음식관) 
한성갈비촌 747-7002 한우
한솔보리밥 748-3763 보리밥, 생고기전문
김영희 강남아구찜 763-1414 동태찜
돈마루 753-9231 김치찌개, 고등어쌈밥
삼양곰탕 754-8765 곰탕, 추어탕

샘터농원 756-1862 흑염소, 오리,
셀프바베큐

송원가든 759-5756 오리
아구아구쩝쩝 761-8566 아구찜, 오리훈제
토속촌 754-9070 김치찌개
한우마을 756-1952 한우
(구 송화가든)
일산오골계참숯불 743-0005 오골계전문
구이
(주)호원 아시아 746-3734 호텔·레스토랑
레이크사이드호텔
동성자동차종합정비 852-2100 자동차 종합수리
우&돈 어울림 855-1161 한우, 쌈밥정식
진주회수산 832-7828 각종 생선회
성심농원식당 761-5283 삼계탕
삼현식당 867-6498 멸치회전문
대송(大松) 648-0797 일식
㈜동백관광 641-2000 운수업, 서비스
마라도횟집 644-2590 생선회
미송한정식 644-0357 한정식
바다와시인 644-6300 오리고기, 펜션

해원횟집 648-2580 생선회

진주시 신안로 126번길 24-6
진주시 평거로 9번길 16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1
진주시 신평공원길 11번길 12-13
진주시 평거동 4-4
진주시 새들말로 22번길 9-3 
진주시 진양호로 153-1 
하영무지개맨션 303호
진주시 평거로 18번길 9-12
진주시 평거로 13번길 25 
진주시 평거로 9번길 10
진주시 평거동 774-6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

진주시 신평공원길 47번길 8-2
진주시 평거로 160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5-1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번길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
진주시 내동면 내축로 563번길 
27-7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8번길 8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7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13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진주시 판문오동길 77

진주시 남강로1번길 133

사천 항공단지 입구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 1길
사천시 어시장길 95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02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4
통영시 무전3길 11-17
통영시 용남 해안로 237
통영시 미수해안로 120
통영시 통충1길 11
통영시 산양읍 궁항길 30
통영시 미수해안로 125-5 
마이웨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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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진주

삼천포제일병원 830-3003 종합병원
이성수안과 746-6000 안과

사천시 중앙로 136
진주시 진주대로 863

오피스디포 진주점
2009년 문을 연 ‘오피스디포 진주점’은 사무용품 업체이다. 오피스디포는 선진 물류시스템을 구

비하여 철저한 제품관리 및 상품배송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인다. 2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제

품을 구비함으로써 일반 사무용품 유통에서 기업 소모품(MRO)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경남지역 조달청 공식 등록 상품공급 업체’로 선

정되어 다양한 정부기관에 납품을 해오고 있다. 오피스디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도 만날 수 있다. 

위치_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전화_ 055-763-7979
www.officedepotmall.co.kr

GNU와 함께하는후원의 집

후•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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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 / 도서관 장서확충 / 기금교수
시설개선 및 확충 / 대학 문화활동 / 특성화사업 지원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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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주십시오.

기금
용도

출연자
예우 모든 1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10억원 50억원

기부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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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액
예우내용

⊙는 선택항목 중 택1입니다.

GYEONGSANG NATIONAL
U N I V E R S I T Y

귀하의 기부를 
기다리는 수많은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시설을 신축해 주신다면,

귀하가 지정하는 시설 이름을 명명해 드립니다.

(○○도서관, ○○○연구동 등)

사랑해요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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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 동   문 학부(과) □ 학부모 학부(과)

□ 기업체 □ 기   관

□ 교직원 □ 단   체 □ 기   타

우편물 수령 주소 (□자택 / □직장) 이메일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  장 직장명 부서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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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구    분

연 락 처

인적사항

해당 □에     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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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창립기념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 음)

기금 약정 및 참여방법

    납부방법
□ 문의 : Tel. (055)772-0263~4

□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10일   □25일

□ 교직원 급여공제

□ 정액 기부 

일금                                                   원  (₩                                    )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               년      월 (      ) 회 분납

□ 학교 위임

□ 글로벌인재육성

□ 월 정액기부

매월 [                                 ]원을

년       월부터 자동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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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문화사

□ (약정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약정금액

희망사용처

기금명칭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Tel. (055)772-0263~4    Fax. (055)772-0269    e-mail: fund@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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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출연자 성명 가나다순 (2014. 04. 01 ~ 05. 31)

강길중
강미영
강창근
강학이
강한숙
구인선
권명근
권선옥
권순기
권진회
김  영
김달곤
김봉준
김상민
김성수
김소희
김숙년
김영석
김영주
김외연
김용주
김정곤
김정필
김진수
김창균
김필금
김형환
김홍준
류성하
박균열
박영희
박종근
서진교
성문기
손병욱
송천종
신영희
안광훈
안병혁
안영균
안창모
안효준
양기열
오삼석
유  찬
윤강구
윤용철
이방주
이상석
이영호
이윤석
이윤임
이창원
이탁기
이헌근
임종민
장민원
장형유
전미양
정경택
정기한
정대율
정동인
정병훈
정승한

정우철

정정훈
조경제
조웅제
조재훈
주수진
직원나눔
최근배
최정혜
하만주
허권수
홍일화
황세운

강동호
강금이
강묘영
강성재
강정숙
강정자
강창호
강태영
강혜진

거제소방서

인문대학 교수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수의과대학 교수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사범대학 학장
의학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
사범대학 교수
경상대학교 총장
기획처장
공과대학 학장
경영대학 부학장
경영대학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사무국 재무과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사범대학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사범대학 교수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학생생활관 부관장
경영대학 교수
교무처 교무과
교무처 학사지원과
사무국 총무과
사무국 시설과
공과대학 행정실
대외협력부본부장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사범대학 부학장
사무국 시설과
사무국 총무과
사범대학 교수
사무국 시설과
사무국 총무과
사무국 재무과
경영대학 교수
사무국 총무과 비서실장
경영대학 교수
공과대학 교수
과학영재교육원장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사범대학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사무국 시설과
교무처 교무과
약학대학 부학장
학생처 학생과
대학원장
해양과학대학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경영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인문대학 교수
연구부총장
인재개발원장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장
교학부총장
(전)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동물사육장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국 재무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교무처 학사지원과
직원나눔
경영대학 학장
학생처장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도서관장
수의과대학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강동호회계사무소 대표
마라도횟집 대표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하나비 대표
통발횟집 대표
성심농원식당 대표 
한국종합주방 대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동문
거제소방서

1,000,000
40,000 

200,000 
40,000 
100,000 

1,200,000 
20,000
40,000 

5,000,000 
400,000 

2,000,000 
200,000
200,000 
50,000
20,000 
20,000 
20,000
40,000
50,000

1,000,000
1,000,000

60,000
200,000 
100,000 
60,000 
20,000
20,000
40,000
20,000 

1,000,000
20,000 

1,000,000 
200,000
40,000 

200,000
40,000 
40,000
20,000

400,000
100,000 
400,000 
200,000
100,000
20,000
50,000

200,000
5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60,000

1,000,000
60,000 

2,000,000
200,000
50,000

300,000 
500,000
500,000 
600,000
200,000
100,000
200,000
100,000

40,000

20,000 
200,000
20,000
20,000 
20,000
163,800
400,000
600,000 
20,000 

200,000
200,000
50,000

200,000
200,000
100,000
5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400,000
1,438,56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일반기부금(교내) 

일반기부금(교외)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생 일동

경상대학교병원
고난경

고성소방서
곽희영
권오웅
권점이
김다솔 
김도재
김법환
김복남
김선수
김성효
김순점
김시황
김영희
김은정
김이랑
김점옥
김정자
김정희
김태훈

김형록 외 1명
김홍균
김희용
노수진

노엽문화재단
대한전기협회

류경철
문두순
문효관

미래국제재단
바이오드림(주)

박균태
박미자
박상환
박선자
박선정
박성암
박영선
박용복
박원영
박정순
박형순
배연숙
백수정

벽진이씨 여은
정파 밀양내진

문중
복사전송협회
산청소방서
서원흥
서정배
서정인
서혜영
소석복
손덕승
손동수

수협중앙회
신순식
신영태
신은정
안두현
안정희
어호수
엄창준

영남대도서관
영도육영회
장학재단
오명정
오세훈
오형석
유금자
유정현
이병권
이병규
이병일
이상언
이수경
이숙영
이순선
이예운
이정년
이정복
이충양
이현우
임봉암

자유아카데미
장선희

(재)소암장학
재단

의학전문대학원

경상대학교병원
바르원돈까스 대표 
고성소방서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독지가
참붕어어탕 대표
바다와시인 대표
(주)이이더불유코리아 대표
김법환치과의원 원장
베를린 대표
동문
큰해물천지 대표
보승식당 대표 
독지가
강남아구찜 대표
동문
동문
한성갈비촌 대표
e-어도 참치 대표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대표
동문
어미정 대표
(주)KC케미칼 대표
대도가구 대표
반천촌국수 대표 
노엽문화재단
대한전기협회
동문
산해들한정식 대표
밀리오레 김밥앤돈까스 대표
미래국제재단
바이오드림(주)
진품우리집 대표 
삼현식당 대표
학부모
토속촌 대표
동성자동차종합정비 대표 
동문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화(華) 대표 
독지가
진주회수산 대표 
송화한정식 대표 
동문
돈마루 대표 

벽진이씨 여은정파 
밀양내진 문중

복사전송협회
산청소방서
예삐꽃방 대표
(주)에어로매스터 대표
동문
동문
기은꽃화원 대표 
야래향 대표 
동문
수협중앙회
동문
(전)경상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동문
영실한우프라자 대표
사과꽃향기 대표 
독지가
학부모
영남대도서관

영도육영회장학재단

동문
동문
알파문구 경상대점 대표 
세종횟집 대표 
서린디자인 대표 
동문
우리정보기술(주) 대표
동문
(전)기획처 기획평가과
아구아구쩝쩝 대표
오동나무집 대표 
삼양곰탕 대표
아트인기획 대표 
천리향 대표
동문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 교수
동문
스시도 대표 
자유아카데미
동문

(재)소암장학재단

25,032,254

60,000,000 
120,000
719,28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00 
1,000,000 
100,000 
400,000
50,000
100,000
100,000
60,000

400,000
80,000 

200,000
100,000
100,000
60,000

200,000
2,000,000
300,000
100,000 

1,600,000
1,500,000

40,000
100,000
100,000

100,000,000
2,000,000
200,000
100,000
90,000
100,000
100,000
20,000
100,000
100,000
100,000 
120,000
200,000
400,000
100,000 

15,000,000

291,612
2,157,840
100,000

6,000,000 
40,000
40,000
100,000
200,000
200,000

18,000,000
400,000

2,0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0
30,000

1,500,000

62,000
2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

1,000,000
20,000
20,000
100,000
200,000
100,000 
120,000
100,000
100,000

2,084,550
10,000

100,000
4,446,430
400,000

5,0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재)신라문화
장학재단

(재)학해장학
재단

(주)이마트
진주지점
전가을
정기두
정다운
정문영
정민승

정산장학재단

정성진

정재천
정충교
정희경
정희민
조규인
조민정
조정의
조현규
주무경
주영규
주우길
주현숙
차영철
최낙영
최연도
최영민
최재열

태양유전장학
재단

통영소방서
하남길
하영수
하종관
하치옥

한국남동발전(주) 
한상희
한정구
한진호
허복선
홍현표
황미란
황미옥
황봉하

NH농협은행
경상대지점

강남준
강민연
강석정
강학이

강희곤

곽대오
권기춘
권선옥
권해주
김경모
김길수
김남옥
김복정
김성희
김은주
김의경
김점규
김종길
김종환
김창영
김현태
김혜정
김회동
남광우
남영호
노성섭
도재왕
문현식
민영봉
박균열
박기종
박기태
박대진
박동진
박영현
박은하
박인곤
배동원
변희섭
빈선옥
빈용욱
서지현

(재)신라문화장학재단

(재)학해장학재단

(주)이마트 진주지점

동문
독지가
돼지랑순대랑 대표
독지가
향원한정식 대표 
정산장학재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획과장
덕천강향어회어탕 대표 
금산횟집 대표
미송한정식 대표
(주)동백관광 대표 
덕천면옥 대표 
동문
동문
교학사 대표
진남정 대표 
석류정 대표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동문
해원횟집 대표
동문
한우마을 대표
세이브컴퓨터 대표 
동문

태양유전장학재단

통영소방서
(전)사범대학 교수
동문
동경회초밥 대표 
가야숯불가든 대표
한국남동발전(주) 
갈치를벗삼아 대표
동문
세종과학 대표 
전복해장국 대표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두향 대표 
한솔보리밥 대표
우연 대표

NH농협은행 경상대지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사무국 총무과
학생처 학생과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사범대학 교수
해양과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
사범대학 교수
사범대학 교수
입학본부장
인문대학 교수
보건진료소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자연과학대학 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사회과학연구원
출판부
기초교육원
사무국 시설과
산학부단장
신문방송사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교무처 교무과
학생생활관장
교육정보전산원
공과대학 부속공장
학생부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대외협력부본부장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사무국 재무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문방송사
사범대학 교수
공동실험실습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4,250,000

2,012,000 

3,534

1,000,000
50,000 
100,000
30,000

200,000
2,500,000

200,000 

100,000
120,000
100,000
200,000 
120,000
100,000
4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40,000
100,000
20,000
100,000
200,000
20,000

6,000,000

1,438,560
50,000,000

400,000
200,000
100,000

5,000,000
100,000

2,000,000
200,000
80,000

200,000
400,000
100,000
200,000

30,000,000

200,000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40,000 
4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 
60,000 
20,000 

3,500,000
200,000 
20,000 

200,000 
60,000
4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20,000
2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 
20,000 
1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교육정보전산원
인문대학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국 총무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기초과학연구소
공과대학 교수
자연과학대학 교수
교육정보전산원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사무국 총무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해양과학대학 교수
사범대학 교수
국어문화원장
공동실험실습관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공동실험실습관장
교육정보전산원
사범대학 행정실
자연과학대학 교수
사무국 총무과
해양과학대학 교수
교무처 학사지원과
공동실험실습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동물사육장
인재개발원
학교기업GAST
교육정보전산원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사무국 총무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장
기획처 기획평가과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동문

20,000 
100,000 
400,000 
20,000
100,000
20,000 
20,000

200,000
200,000
20,000 
100,000
20,000
100,000 
2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6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40,000

200,000 
300,000
60,000 

200,000 
20,000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20,000

500,000 
40,000

100,000 

40,000
4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0
20,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20,000

2,000,000
100,000
20,000
40,000
20,000
20,000
40,000
20,000
60,000
20,000
40,000

200,000
20,000 

1,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0
40,000

20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1,467,927,600 

장학금되돌려주기운동(교외)

신영민
신용민
신일우
심정선
오근희
오병학
오정은
이건기
이성호
이승열
이우기
이은영
이정규
이정숙
이정희
이제괄
이탁기
이효재
임규홍
임선택
임정숙
임종민
임채오
장은옥
정강용
정미윤
정수혜
정우건
정정욱
최상욱
최연진
최유리

하  경

하현숙
하홍화
한창영
함종렬
허둘자

허무룡

홍금란
황경숙

황태용

강명조
강상혁
강성용
공경식
구종선
권성진
김동완
김영원
김정봉
김정아
김종성
김지은
김철호
김형동
김호진
문윤욱
박인호
박지훈
박채규
백효흠
서효준
성순옥
손문주
송유나
송진영
염수원
오수진
우종섭
윤경순
이  억
이상호
이선미
이정희
장영은
장재호
장정원
정병환
정순욱
정찬권
조석규
천미나
최지훈
하태규
한미영
황인호

합계

장학금되돌려주기운동(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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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학,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GNU

•‘대학특성화사업’ 5년간 270억 원 지원…경·부·울 1위(교육부)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5억 6000만 원 지원(교육부)

•2014년 라이덴 랭킹 (2009~2012 인용빈도 상위 10% 논문)

- 국립대 1위, 수ㆍ컴퓨터ㆍ공학부문 전국 1위, 의학 8위

•LINC사업단 1단계 종합평가 ‘우수’ 획득(교육부)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지방대 유일 선정(국토교통부)

•BK(두뇌한국)21플러스 8개 사업단 선정, 288억 원 지원(교육부)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055)772-0114  www.gnu.kr

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  

연구의 
특성화 및 융합화 

봉사의 
지역화 및 세계화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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