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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



2 INSIDE GNU
GNU vs GNU

한 사람의 다른 시선이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경상대학교는 창의적 인재를 위해 늘 배움의 길을 열어두어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연구하며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정신, 

바로 경상대학교의 정신입니다. 

최고에 머무르지 않고
최초에 도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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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황 이룬 기념식

해양과학대학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해양수산교육 학교의 효시인 경상남

도 수산전습소 개소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교는 4월 20일 통영시 

해양과학대학 캠퍼스에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ㆍ통영수산학교 개

교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경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학무위원, 직원, 학생을 

비롯해 이군현 국회의원, 김동진 통영시장, 김윤근ㆍ천영기 경남도의원, 

김기영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유정철 통영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서필

언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통영수산학교 동문회원, 통영시 기관장, 경남

해수회원, 해양동우회원, 통영시 중등교장협의회원, 전국수산업경영인연

합회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해양과학대학ㆍ통영수산학교 
개교 100주년

• 종각 설치, 기념 식수, 기념비 제막, 기념식, 사진 전시 등으로 진행

• 동문, 내빈, 교직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 참가 대성황

미래 100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



5

1917년 당시 수산전습소 전경

기념종을 타종하고 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이상경 총장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자취

이날 기념식은 오후 2시 해양과학관 본관에서 종각 제막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종

각은 1924년 3월 통영공립수산학교 제1회 졸업생이 졸업기념으로 기증한 동종에 

대하여, 제52회 최영태 동문(미국 나드리 회장)이 동종을 매달 조형물(종각)을 제

작하여 무상 기부함으로써 제막식을 열게 된 것이다. 종의 이름은 ‘바다를 깨우

는 소리’이다. 이어 해양과학관 앞뜰에서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됐다. 경상대 지리

산 학술림에서 키워온 반송을 옮겨 심었다. 기념비 제막식은 옛 해양과학대학 정

문에서 열렸다. 기념비 상단부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이라는 글귀가, 하단부에

는 학교 연혁이, 뒷면에는 기념비 건립에 뜻을 같이한 통수 동문과 단체들의 명단

이 새겨져 있다. 오후 3시부터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열린 기념식은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시상식, 학장 기념사, 총동문회장 환영사, 총

장ㆍ국회의원ㆍ시장ㆍ시의회의장의 축사, 축시 낭송, 축하공연, 교가 제창, 폐식 

등의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제9회 동문 故 이채오 씨 

등 20명이 총장 공로상을 받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성진 전 해양수산

부 장관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또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김진수 교수, 행정실 김

병엽 주무관, 정보통신공학과 허지원 학생회장은 동문회장 표창을 받았다. 참석

자들은 도서관 1층에 마련된 100주년 기념사진 전시를 둘러보며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이상경 총장은 축사에서 “해양과학대학 개교 100주년은, 경상대를 졸업한 선배 

동문들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넓고 깊은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을 가

지고 입학할 후배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고 “우리가 100주

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미래에 펼쳐질 해양 시대의 주역들에게 우리가 걸

어온 길을 일러주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탐사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이다.”라며 

해양과학대학과 통영수산학교 100년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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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한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5월 21일 우리 대학교 체육관, 대운동장, 풋살구장 등지에서 외국인 유학생 

상호간 및 한국 학생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우리 대학교를 비롯해 협력대학

인 창원대ㆍ경남대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 대학교 유학생 도우미(GNU Buddy), 대

외협력본부 관계자, 진주경찰서 외사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4~5월 사이에 축구, 배구, 농구, 족구, 탁구, 크리켓, 테니스, 

배드민턴 등 종목의 국가별 예선전을 이미 치렀으며 이 날은 결승전이 진행되었

다. 오전에는 개회식 준비운동, 배구ㆍ배드민턴 등 종목별 경기를 치렀으며, 오후

에는 다양한 종류의 친선경기를 마친 뒤 시상식과 폐회식이 진행되어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GNU에서 만나는 
글로벌 화합의 장

한마음 체육대회 & 
외국인 유학생 엑스포
지난 5월 21일과 4월 22일 우리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와 외국인 유학생 엑스포가 열렸다.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함께 어울린 그 유쾌 발랄한 현장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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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화교류의 장  
국제문화 엑스포

외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국제 문화교류의 장 ‘국제문화 엑스포’가 4월 22일 오후 남

명학관 남명홀에서 열렸다.

국제문화 엑스포는 각국의 문화와 음식, 전통에 관한 콘텐츠를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마련하는 

행사다. 행사는 개회식, 콘서트, 패션쇼, 재미있는 각국 게임 소개, 다국적 음식 시식회, 교류

의 시간 등으로 4시간 동안 다채롭게 진행됐다. 콘서트 시간에는 카자흐스탄, 페루, 중국, 인

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학생들이 참가하여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가요 또는 

최신 인기가요를 불러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패션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콩고, 가봉, 필리핀, 인도, 페루, 베트남 등 11개국 학생들이 전통의상을 입

고 특이하고 재미있는 몸동작으로 패션쇼를 연출, 참가 학생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5년 연속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우수대학’ 인증

우리 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와 법무부

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우수대학’으로 인증받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남권 글로벌 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협력대학인 경남대, 경남과기대, 울산대, 창

원대와 함께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지

원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4월 18일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 및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 지원하는 이번 진로체험 사업은 우리 대학교를 비롯하여 17개 시ㆍ도의 지자체ㆍ대학ㆍ기업ㆍ연구

기관 등이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20개 컨소시엄을 구성, 지역별 상호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

의 수준 높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게 된다.

경남(항공ㆍ우주, 조선ㆍ해양), 서울(방송, 4차 산업, 자연), 전남(에코에듀테인먼트) 등 지난해 9개 시도 45개 기관 

278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2만 2000여 명이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17개 시ㆍ도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지난해보다 늘어난 124개 기관이 지역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 대학교는 3대 특성화 분야 중 하나인 항공ㆍ우주 분야의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전

공, 창의적 항공IT기계융합인력 양성사업단, 조선ㆍ해양 분야에서는 해양과학대학(통영캠퍼스)의 조선해양공학과, 

실습선운영관리센터가 참여하여 선박제조와 실습선 항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조선ㆍ해양 캠프’, ‘선상 무지개학

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초ㆍ중ㆍ고등 학생까지 확대 제공하고, 농산어촌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적배려 대상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 선정

이슈의 재발견
GNU MANIA

8

4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대군 경상대 입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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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전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우리 바다의 자원상태 파악과 과학적 자원관리 실현을 위해 수산자

원조사를 전담할 수산자원연구센터 개청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경 총장,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이군현 국회의원, 조규일 경남도 부지사, 김동진 통영시장과 

통영지역 수산단체장, 경남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의원, 경상대 교직원ㆍ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청식은 내빈 

소개, 공사 경과보고(수산자원연구센터장), 건축 공로자 포상 수여, 환영사(김영석 장관), 축사(이군현 국회의원, 이상

경 총장), 테이프 커팅, 제막식 및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센터 순시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ㆍ체계

적인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는 연면적 5309㎡ 규모의 전문 수산자원 연구시설이다. 1층에는 물고기의 크기를 자동

으로 측정하는 시료측정실과 음향을 통해 물고기의 양과 크기를 실험할 수 있는 과학어탐수조가 있다. 2층에는 연

근해조업 선박과 자원조사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근해조업상황실과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

료보관실이 있고, 3층에는 물고기의 나이, 먹이습성, 성숙판별, 자치어(갓 태어난 것부터 성숙하기 전까지 크기의 

물고기)의 형태 및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전문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중 및 한일 인접 해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ㆍ과학

적인 자원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실현 ‘수산자원연구센터’ 개청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실시하는 ‘201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지

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1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17년 2월까지  

1년간 연장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2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을 인증받음

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교육 등 제반 여건과 노력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법무부 자

료에 의한 불법체류율은 3%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교는 0.52%(불법체류자 1명)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6%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교는 단 한 명도 중도탈락하지 않아 중도탈락률은 0%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80% 이상)은 87.16%,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25% 이상)은 33.33%,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

(85% 이상)은 100%, 유학생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 30% 이상)은 62.24%로 나타나 모든 지표를 만족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유학생회 환영행사, 국제문화 엑스포, 체육대회, 송별회, 개척대동제, 산업체 견학, 외국인 유학생의 

날, 송년회 등 연중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교재 개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과정 운영 등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

하고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에게는 한국어 능력시험 급수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동근 대외협력본부장은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교육국제화역량을 인증한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선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10 이슈의 재발견
GNU MANIA

2017년 1월 17일 열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설맞이 행사 모습



우리 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정하는 ‘2017년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

다. 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1억 1953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간 24개국 45명의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있는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대학생을 초청하는 ‘ASEAN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연수기관’에 선정되어 8개국 

24명을 초청하여 6주 동안 기계공학 분야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 대학교가 이번 연수에 초청하는 주요국가 학생과 토픽우수자는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인도네시아ㆍ캐나

다ㆍ태국 각 4명, 대만ㆍ키르기스스탄 각 3명, 뉴질랜드 2명, 노르웨이ㆍ독일ㆍ멕시코ㆍ불가리아ㆍ영국ㆍ카자흐

스탄ㆍ타지키스탄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네팔ㆍ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이집트ㆍ인도ㆍ캄보디아ㆍ터키ㆍ필리핀 

각 1명 등 모두 24개국 45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및 문화 특강, 국회의사당ㆍ경해여고 등 기관ㆍ학

교 방문, 한국항공우주산업ㆍ현대중공업 등 산업체 방문, 낙안읍성ㆍ불국사ㆍ진주성 등 문화유적지 견학, 경남

대ㆍ창원대ㆍ울산대 등 대학교 방문 및 학생 교류, K-Popㆍ댄스ㆍ사물놀이ㆍ태권도 배우기 등 문화체험, 홈스테

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연수 외국인이 전원 학생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재학생들로 구성

된 ‘GNU 버디’를 개별 배정하는 등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국내에 잔류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 한해 

연수 수료 후에도 학생생활관에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추후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 연수기관’ 선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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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X, Y, Z 입자 세계 최초 발견으로
제27회 호암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최수경 교수

경상인 열전
GNU MAN

입자물리학이란 자연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궁극적인 입자와 

그 기본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 혹은 우주의 기본 원리를 탐색하는 분야로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유형의 X, Y, Z 입자 세계 최초 발견으로 

제27회 호암상을 수상한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최수경 교수를 통해 

입자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호암상

호암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주의와 사회공익정신을 기려 학술ㆍ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현창하기 위해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했다. 올해 27회 시상까지 총 138명의 수상자들에게 229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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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BELLE)실험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최수경 교수는 벨(BELLE)실험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했다. 벨실험팀은 13개국으로부터 400명 이상의 연구자

들이 참여하여 입자물리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그룹이다. 일본 쓰쿠바시에 위치한 고에너지가속기물리연

구기관(KEK)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자-양전자 충돌가속

기와 여기서 대량 생성되는 B중간자 데이터수집에 최적화

된 벨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벨실험팀은 검출기의 건립과 

원활한 가동을 위해 관리하는 일을 하며 또한 수집된 데이

터를 분석하여 입자물리학을 연구한다. 가속기에서는 B중

간자쌍이 대량 생성되는데 이 B중간자의 붕괴로부터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 현상의 근원연구가 이 실험의 가장 기본 

목표다. 또한 B중간자의 주요 붕괴과정은 참 쿼크를 포함하

므로 미지입자를 연구하기에도 최적의 실험 장소다.

“일본 고에너지가속기물리연구기관에서 이미 수행 중이

던 AMY실험의 후속으로 벨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AMY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벨실험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벨실험은 종료되고 대신 BELLE II로  

업그레이드되어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재

가동이 시작되면 향후 약 10년 동안 현재 데이터보다 50배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

입자물리학에서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색전하를 갖고 있는 쿼크와 글루온이고, 자연

에 실제 존재하는 입자들은 쿼크가 결합하여 색전하가 무

색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쿼크 두 개가 무색으로 결합

하여 중간자, 세 개가 결합하여 중입자를 만든다.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중간자 혹은 중입자로 되어 

있으며 관측결과와도 일치하는 사실이었다. 자연에서부터 

관측된 입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규칙을 따라 존재하는데 

X(3872)입자는 이런 식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일단 X라

는 이름이 붙여졌고, 숫자는 그 입자의 질량값 3872MeV를 

나타낸다. Y와 Z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분류를 따르지 

않는 입자들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입자

들은 4개의 쿼크의 결합상태로 보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유

형의 입자가 관측된 셈이다. 쿼크들이 결합하여 강입자가 

되는 과정의 강힘은 거리에 비례하여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미지

의 영역이다. 이들 XYZ입자들은 네 개의 쿼크로 이루어지

므로 그 크기가 더 크고, 둘 사이에 작용하는 강힘은 그 크

기에 따라 세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이 힘이 무한히 커질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자들의 연구는 미지의 영

역인 먼 거리 작용 힘에 대한 이론 수립에 궁극적으로 기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과정이나 데이터 분석 과정은 이 분야의 다른 연구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일반적인 과정을 따른 것입니다. 무언

가 새로운 것이 관측되더라도 그 현상이 기존의 이론을 확

증하는 쪽으로 드러난다면 별로 새로울 것은 없는 거죠. 그

러므로 처음부터 획기적인 결과로 유명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대신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입자

가 기존의 모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검증 과정을 통

해 하나씩 확인되어 갔을 때의 심경은 기쁘기도 했지만 극 

도의 부담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암상 수상은 연구를 지속하라는 의미

벨실험이 업그레이드를 거의 완료하여 내년부터 데이터 수

집을 시작하게 된다. 이전의 실험과는 다르게 대용량 데이

터 취급이 요구되므로 데이터 분석에 여러모로 새로운 방

법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

고 있다. 기존의 측정치에 대한 정밀 측정과 새로운 입자 

탐색 등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번에 갑자기 호암과학상 수상을 통보 받았는데 정말 놀

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

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연구를 계속하라는 계시처럼 느껴

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은 먼 거리에서의 입자

들의 결합 양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경상인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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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타이 국가대표 출신으로 

농협 5급 공채에 합격한 서용빈 동문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친절한 고객 응대. 

NH농협은행 경상대지점에서 근무 중인 

서용빈 동문(도시공학과 06학번)을 보며 

그가 무에타이 국가대표였다는 걸 떠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무에타이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것만큼이나 

이제는 완벽한 금융인으로 변신한 서용빈 동문에게 

우리 대학교의 교훈 ‘개척정신’에 대해 들어본다.

한계를 너무 빨리 알면
 우리가 가진 무한한 힘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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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타이를 시작한 계기와 전적을 소개해 주세요. 

고등학교 진학 후 우연히 K-1 격투기 대회를 시청하며 무에타이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

지 약 5년간 운동을 하며 총 21전 19승 2패 4KO의 입식타격(무에

타이) 전적과 4전 3승 1패 3KO의 종합격투기(러시아컴뱃삼보) 전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킥복싱연맹 골든글러브 대회 Jr.페더급

(-55.5kg) 준우승, 신인왕전 Jr.페더급 우승, 밴텀급(-53.5kg) 챔피

언 결정전 승리(챔피언 타이틀 획득), 대한무에타이연맹 3rd world 

championship파견 국가대표선발전 밴텀급 우승, 3rd world 

championship(태국, 방콕) 8강 진출 등 다수의 일회성 대회 및 토

너먼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하다 농협 입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인지요?

호주에서 무에타이 트레이너로 약 1년간 지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

면서 체육관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

을 했지만 처음부터 준비했던 계획은 아니라서 영국에서 3개월간 지

낸 후 귀국 및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특히 NH농협은

행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채용에서 학력이나 학점, 자격증(회

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제외) 등을 보지 않

는 열린 채용이었다는 점과 전 금융권 중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도 다른 직업

에 비하여 보다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입사를 준비하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비전공자로서 금융권 입사를 준비할 때 막막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

렇지만 요즘은 수험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이 잘 구비되어 있고 인터

넷에 채용 관련 정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

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비전공자이지만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합격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농협 신입 공채에 합격할 당시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합격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면접 전형에서 제 자신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합격 확인 후 말로 표현할 수 없

을 정도로 기뻤고 특히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모교가 서용빈 씨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학부생활 및 ROTC 생활을 하며 정말 즐거운 대학생활을 했습

니다. 도시공학과에서 공부하며 지금의 대학교 선배 및 동기, 후

배들을 만나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ROTC

생활을 하며 전국 최우수 학군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좋은 동기, 후배들을 만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 전 기사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전국 

4300여 명의 ROTC후보생 중 56등의 성적으로 임관하며 원하

는 목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좌우명이 어떻게 되나요?

‘LEARNING TOO SOON OUR LIMITATION, WE NEVER 

LEARN OUR POWER’ 입니다. ‘나는 안돼, 할 수 없어, 이 정

도면 최선을 다했어’라는 나약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수생활을 

했다면 결코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자기계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자

기계발을 해나가며 NH농협은행의 발전에 기여하는 직원으로 성

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모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직 나이는 많지 않지만 후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

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

험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

반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며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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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해마다 5월과 10월 두 차례 

1주일을 ‘젊은 개척연구자 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젊은 개척연구자 주간은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나타낸 

대학원생을 격려하고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우리 대학교만의 고유 행사다.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매년 뛰어난 연구능력을 보인 대학원생들에게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5월 18일 BNIT R&D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이형환·손혜·성민재 씨가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주목 받았다.

개척정신을 품고 
날아오르다

‘제15회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최우수상 수상한 이형환·손혜·성민재 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도출

응용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이형환 씨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서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에 최우

수상을 수상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상 결과에 대해 겸손한 소감을 밝힌 이형환 씨는 원래 화학과

에서 기초과학을 공부했다. 그런 그가 우리 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건 천연물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천연물은 사람이 먹는 음식, 항노화 그리고 의약품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더욱이 생리활성을 연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천연물을 배우는 단계인 이형환 씨는 학업과 연구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박기훈 교수와 선후배에게 큰 도움을 받곤 한다. 대화

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찾아 낼 때가 많다. 

“천연물에 대한 생리활성 분야는 아직 미개척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번 수상을 계기로 천연물 연구에 더욱 집중하여 새로운 기능성 물질

을 발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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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게 중요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 손혜 씨

손혜 씨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정에 입학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서툴렀다. 수업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그녀가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유는 주

위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님이신 김세범 교수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처럼 아플 땐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

제든 편하게 전화할 수 있었죠. 또한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선배, 후

배들이 재미있고 따뜻해서 한국 생활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

다. 덕분에 최우수상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박사논문을 준비 중인 손혜 씨는 

마케팅 분야 중 특히 화장품산업과 연관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지도와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직은 자신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럴수록 맡겨진 일에 

더욱 성실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분야

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

나노·신소재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성민재 씨

성민재 씨는 현재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높은 유기태양전지를 만들

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전지 시장의 80% 이상을 점

유하고 있는 실리콘태양전지보다 유기태양전지는 가격 경쟁력, 간편

한 공정, 다양한 응용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한 태양전지

는 효율이 중요하다. 효율이란 1m² 크기의 태양 전지판에 태양광이 수

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전기 에너

지로 변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유기태양전지 최고 효율이 

13% 안팎으로 성민재 씨는 박사과정 동안 15%의 세계 최고 효율을 나

타내는 물질을 합성하여 유기태양전지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실험실에서 매년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권순기 교수님께서 지

도를 잘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선후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합심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에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이 부끄럽지 않

도록 환경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항상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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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안목과 지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2016 동계 해외탐방(GPP) 기행문

글	노양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	3학년

GUANGZHOU

SHENZHEN

SHANGHAI

REPUBLIC OF 
CHINA 

급격히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농업과 농업기계기술을 발전시킬 순 없을까? 

그 해답을 얻고자 지난 1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해외탐방(GPP)으로 

중국의 유명 드론업체들을 방문했다.

급작스럽게 변하는 현지상황

우리 팀이 중국에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연태다. 비용을 절약하고자 연태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상하이로 출발하려 했다. 하지만 

상하이의 급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어 계획에도 없던 연태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약해 두

었던 호텔 1박 요금과 연태에서의 1박 요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숙소에서 출발한 우리는 다행히 호전된 

날씨 덕에 상하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확인 문제로 인해 저녁식사 시간이 다 돼서야 체크인

을 마쳤다. 이로 인해 둘러보고자 했던 상하이 대학은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급작스런 현지상

황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우리의 중국방문 첫날과 둘째 날이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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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미래를 보여준 중국의 드론 제작 업체들

본격적인 탐방은 3일차인 1월 5일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첫 번째 해외탐

방 업체인 YUNEEC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YUNEEC는 인텔이 투자할 정도로 중국의 유망 드론 업체 중 하나다. 산업용 

드론 생산보다 레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위한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도 매우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곳을 견학할 수 있었

는데, VR을 이용하여 설계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었다. 

드론이 최근 대세가 된 산업인 만큼 테스트 장비와 설계 장비들 역시 편리

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이후 비행기로 심천으로 이동한 우리는 주말 동안 푹 

쉬었다. 7일차인 월요일에는 DJI와 XIRO 두 곳을 들른 뒤 광저우로 출발해

야 했기에 주말 동안의 휴식은 우리에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일차의 첫 번째 일정으로 탐방한 DJI는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를 100% 자신들이 만들기에 중국의 애플이라 불린다. 세계 

1위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제작하고 있으며 회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 역시 대단했다. 담당자와 인터뷰 중 우리가 만들고 있는 

드론에 대해 물어보니 상당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현가능성도 높고 

아이디어도 좋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농업용 드론 시장의 발전가

능성은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

어넣어 주었다.

다음 일정으로 방문한 XIRO는 RAPOO라는 그룹의 드론 부서 이름이다. 

XIRO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가격이다. 만약 DJI의 드론과 똑같은 스펙의 

드론이 XIRO에서 출시된다면 DJI보다 약 20% 저렴하다고 한다. 최근 들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에서도 XIRO에 많

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우리는 XIRO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기

차보다 훨씬 저렴한 버스를 타고 광저우로 이동했다.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준 GPP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XAIRCRAFT를 방문했다. XAIRCRAFT 초창기에 

민간용 드론과 산업용 드론을 만들다가 2013년부터 농업용 드론만 생산하

는 농업 드론 회사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업체이기에 담당자의 사소한 설명도 놓치지 않으려 최대한 집중했다. 

XAIRCRAFT는 고령화된 농업 산업에 적합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렌

털 서비스와 드론 운전기사 서비스이다. 렌털 서비스는 고가의 드론을 구입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드론을 빌려주는 서비스

이고, 드론 운전기사 서비스는 민간용 드론보다 상대적으로 조종이 힘든 농

업용 드론을 대신 운전해 논에 방제를 해주는 서비스다. XAIRCRAFT는 드론

의 판매보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금 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방제용 드론이 아닌 드론과 GIS, GPS를 이용하여 

식물의 생육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변량시비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XAIRCRAFT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자신들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또한 만약 우리가 만드는 드

론이 개발된다면 농업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닌 고급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농업 드론 회사에서 우리들의 아이디

어를 높게 평가해 주어 매우 뿌듯했다. 이후 남은 일정 동안 세계 최초로 탑

승형 드론을 만든 ehang과 오락용 드론을 전문으로 만드는 walkera를 방문

한 뒤 11일간의 중국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실 우리 팀원들 모두 중국에 처음 방문했다. 다수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냈으며 중국의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GPP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보았으며 이 경험이 나 

자신을 한층 성장시켰음은 물론이다. 소중한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열심히 한 우리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GPP(Global Pioneer Program)

국제적	현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하계·동계	

해외탐방	프로그램.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탐방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외국의	교육	및	산업현장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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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약사 국가시험 3년 연속 100% 합격

우리 대학교는 1월 20일 치러진 제68회 약사 국가시

험에서 2013년 입학생 전원(34명)이 응시해 모두 합

격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교는 2015~2017년 3년 연

속 약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을 달성하였으며, 현

재까지 104명의 약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201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130명 합격

우리 대학교는 지난 2월 발표된 ‘2017학년도 교원 임

용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모두 130명이 합격했다. 또

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유아교육과에서는 유

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1명이 합격했다. 우리 대학교

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경남 

최고의 중등교원 양성기관임을 입증했다.

2017년 위촉입학사정관 위촉식 및  
윤리강령 서약식

우리 대학교는 4월 6일 경영대학 501호에서 ‘2017년 

위촉입학사정관 위촉식 및 윤리강령 서약식’을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경 총장을 비롯해 김대군 

입학본부장, 입학부본부장, 교수 및 위촉입학사정관, 

전임입학사정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입학사

정관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위촉하

는 학내 교수로서, 고교-대학 연계 활동 참여 및 학

생 선발과 평가에 관련된 입학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서관, 고문헌 기증 문중 관계자에게 

감사패 수여

우리 대학교 도서관(관장 마호섭)은 3월 30일 총장실

에서, 지난해 12월 경남 하동 모한재에서 소장하고 있

던 겸재 하홍도(1593-1666) 선생 관련 고문헌을 기증

한 진양하씨 모한재 종중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

고, 고문헌도서관에서 ‘겸재문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 기관에 선정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

품공학과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

터’(센터장 류충호·사진)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2017년 식약처 주

류 안전관리 지원 기관’에 최종 선

정됐다. 이번 선정 사업은 수도

권ㆍ중부권ㆍ호남권ㆍ영남권 등 4개 권역을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영남권에서 우리 대학교가 선정됐다. 

안전관리 교육, 유해물질 분석, 컨설팅 및 상담으로 

영남권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

한 기술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정도서 편찬사업 수주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립특

수교육원으로부터 ‘2015 개정 특

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교과 국정도서 편

찬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 초등 5-6학년

군 음악 교과서 2권과 교사용 지도서 1권, 전자저작

물 CD 1개를 개발하게 되며,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

는 ‘경상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책임교수 음악

교육과 조대현·사진)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기계공학전공, 산업계관점 평가  
2개 영역 ‘최우수’

우리 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기계공학전공)

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결과 3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계공학전공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운영까

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

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우리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난 1월 20일 치러

진 간호사 국가시험에 재학생 72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또한 올해 졸업생 72명 가운데 대학원 진

학ㆍ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학생

을 제외한 60명이 취업했다.

경상대학교 기록관 개관

우리 대학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거점 국립

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4월 18일 ‘경상대학

교 기록관’을 개관했다. 기록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

산 및 접수한 행정기록물과 자체 수집 또는 보유한 

대학역사 기록물 일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경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개원

우리 대학교는 4월 11일 가좌캠퍼스 북문에서 ‘경상

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취학 전 영

유아를 둔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재직 교직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젊고 유능한 교직원과 연구 인

력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질전시실 확장 개관

우리 대학교는 4월 6일 자연과학4호관에서 이상경 총

장, 조현구 자연과학대학장을 비롯해 교직원ㆍ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전시실 확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확장 개관한 지질전시실은 155㎡의 전

시실에 화석 89종 120점, 암석 62종 71점, 운석 13점, 

광물 86점 등 모두 290점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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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리대학교는 간호대학(학장 구미옥)은 4월 21일 칠

암캠퍼스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나

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학생들은 4월 24일부터 8주

간 경상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보

건소ㆍ보건진료소, 사천시보건소 등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2017학년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장 함종

렬)은 2월 27일 오후 칠암캠퍼스 교육관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의복례 및 청진기 수여, 학생들의 히포크라테

스 선서,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착의식에서는 학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가운을 입혀주고 함종렬 학장

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직접 청진기를 걸어주며, 

제자이자 후배인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금강산 유람록』 번역서 3책 출간

우리 대학교 경남문

화연구원(원장 장원

철)의 한국학토대연

구지원사업단은 조

선시대 지식인이 금

강산을 유람하고 남

긴 유람록 29편을 번

역하여 『금강산 유람

록』 3책으로 출간했

다. 이번 번역에 참

여한 역자는 모두 우리 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는 

교수진과 박사급 연구원으로 윤호진, 이상필, 강정화 

교수와 이영숙, 강동욱, 문정우 선임연구원이 번역에 

참여했다.

전국 16개 대학출판부 실무자 진주 방문

영남지역대학출판부협회 회장교인 우리 대학교 출판

부(출판부장 박현곤)가 주최하는 춘계 세미나에 전국

에서 16개 대학출판부 실무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열린 세미나는 예년과 달리 각 대학출판부에

서 책을 낸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책과 관련된 지역

을 찾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문화소식

한국어 연수생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우리 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은 한국어 연수

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

동을 마련했다. 지난 겨울학기에 실시한 ‘한국 전통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 이어 이번 봄학기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비빕밥 만들기, 한복 입기 등 한국 전

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 제35회 해부제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함종렬)은 3월 20일 의과

대학 학습관 1층 중앙 현관에서 제35회 해부제를 개

최했다. 이날 해부제 행사에는 해부학 실습에 입문하

는 의학과 1학년 학생 78명, 의과대학장, 경상대학교

병원장, 의과대학 교수, 교직원, 2017학년도에 이용될 

해부실습 시신 9구의 유가족 2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에너지인력양성 장학금 수여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에너지기초인력양

성사업단은 3월 27일 공과대학 에너지인력양성세미

나실에서 ‘에너지인력양성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

다. 이번 성적장학금은 2학년 6명, 3학년 10명, 4학년 

4명 등 모두 20명에게 총 1700만 원을, SMART²man 

트랙 성실이수 장려금은 전기공학과 학부생 41명에

게 총 500만 원을 지급했다.

제9기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과정 25명 입학

우리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원장 박배

륜)과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과정(과정장 김영주) 위탁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3월 22일 BNIT R&D센터 중회

의실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

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사 임직원, 경남도, 15개 시군 

공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기관협력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협정체결

우리 대학교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지청

장 이경구)은 3월 3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의 

취업ㆍ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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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 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진수)는 신라대학교 수산물종합연구센터(센터장 

손재학 교수)와 공동으로 3월 17일 오후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최신 패키징기술을 활용한 수산

가공식품의 가치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교직원 및 동문 동정

경상대 인사

학장

▲ 본부대학장 직무대리 정종일(농업식물과학과)  

▲ 공과대학장 변재현(산업시스템공학부) ▲ 약학대

학장 배은영(약학과)

 

신임 교수

▲ 이정민(사학과) ▲ 강정화(한문학과) ▲ 김공회(경제학

과) ▲ 이은희(경제학과) ▲ 박준호(심리학과) ▲ 이성진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과) ▲ 이주희(영어교육과) 

▲ 이가람(체육교육과)

강희근 명예교수,  
한국가톨릭문학상 특별상 수상

가톨릭신문사가 제정ㆍ시상하는 제20회 가톨릭문학

상 특별상에 우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희근 명예

교수의 시극 『순교자의 딸 유섬이』가 선정됐다. 이 작

품은 유섬이가 순교자 딸로서 고통과 질곡의 일생을 

살아간 것을 극화한 시극이다.

국제지역연구원, 『민족정체성ㆍ문화ㆍ 
소통-유라시아의 문화교류』 출간

우리 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해

외지역연구센터(센터장 정경택)

는 연구총서 『민족정체성ㆍ문

화ㆍ소통-유라시아의 문화교류』

를 발간했다. 이 총서는 지난해 

10월 세계의 중심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유라시아의 정체를 파악

하고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

를 배경으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학술행사

여성연구소, 초청강연회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소장 엄순영)는 4월 26일 오

후 법과대학 202호에서 사단법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를 초청하여 ‘페미니즘의 경

합과 보수 페미니즘의 불/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은 페미니즘이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문법을 고찰해 보는 일환으로 열렸다.

경상대-일본 토호대 첨단화학 합동 심포지엄

우리 대학교와 일본 토호대학교 사이의 학술교류의 

장으로 ‘2017년 제3회 경상대-토호대 첨단화학 합동 

심포지엄’이 3월 10일 오후 자연과학4호관 대강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12년에 두 대학 화학과

가 학술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2013년, 2015

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심포지엄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 그리고 토론 등 전 과정은 영어로 진

행되었으며 우리 대학교 화학과 구성원 등 200여 명

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BAMRC, 세계 뇌주간 행사

우리 대학교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센터장 노구섭)는 2017 세계 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사를 마련했

다. 행사에서는 3월 18일 오전 진주 삼현여자고등학

교 강당에서 ‘뇌과학을 통한 비만연구’라는 주제로 노

구섭, 이동근, 정정화 교수가 전교생과 교사들을 대

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소장 심창학)는 

4월 27일 오후 사회과학관 글로벌룸에서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로 2017년 봄 학술대

회를 개최했다.

또한 4월 25일 오후에는 사회과학관 글로벌룸에서 

‘지역인권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국제적ㆍ국

가적 사안으로 논의됐던 인권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

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연구소, 출판기념회 마련

우리 대학교 여성연구소(소장 엄

순영)는 기획도서2 『한국에서 여

성으로 살아가기: 일하는 여성의 

세계』의 출간을 기념하여 4월 13

일 오후 법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우리 대학교 학교기업 GAST(대

표 이정규)의 후원으로 출판했다.

남명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교 남명학연구소(소장 이상필)는 우리 지역

의 대표 문중과 뛰어난 선현을 발굴하여 학계에 알리

고 조명하고자 4월 28일 오전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첨모당 임운과 임곡 임진부의 삶과 학문’이라는 주제

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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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교수, 『사례 중심의 부모교육』 발간

우리 대학교 사범

대학 유아교육과 

최정혜 교수는 유

아교육 전공학생뿐

만 아니라 유아교

육 관련 기관의 교

사, 학부모, 일반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사례 중심의 

부모교육』을 최근 발간했다.

홍상우 교수, 『TV 드라마의 이해』, 
『세계영화기행』 잇달아 펴내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홍상우 교

수는 『TV 드라마의 이

해』와 『세계영화기행』

(개정판) 두 권의 책을 

우리 대학교 출판부에

서 잇달아 펴냈다. 주요 문예 이론과 영화 이론의 개

념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글들이 함께 실려 있다.

교육부장관기 전국 국공립대 직원테니스대회 
‘장년부’ 우승

지난 4월 28-30일 전남대

학교에서 열린 제24회 교

육부장관기 전국 국공립

대학교 직원테니스대회에

서 우리 대학교 문병균 씨

(오른쪽), 마수장 씨 조가 

‘장년부’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발전기금

㈜씨애치씨랩 발전기금(실험장비) 전달

㈜씨애치씨랩 차형철 대표이사는 2월 27일 우리 대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중앙실험대 등 5종류 2172

만여 원 상당의 실험실 기초설비를 기증했다.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 분야 연구ㆍ교육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좌용주 교수,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장에 선임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과

학과 좌용주 교수는 2019년 대구

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회 국제지

구과학올림피아드의 조직위원장으

로 선임되었다. 좌용주 교수는 지

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과학문화행

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흥 교수,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발간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박

재흥 교수는 

사 회 문 화 적 

변동의 맥락

에서 세대차

이와 세대갈등을 심층 분석한 『세대 차이와 갈등: 이

론과 현실』을 발간했다.

임규홍 교수, 『틀리기 쉬운 국어문법 어문규범 
공공언어 강의』 발간

우리 대학교 인

문대학 국어국

문학과 임규홍 

교수는 『틀리

기 쉬운 국어문

법 어문규범 공

공언어 강의』를 

최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할 

때 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문제 형식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정계준 교수,  
『365일 꽃 피는 정원 가꾸기』 발간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생물

교육과 정계준 

교수는 『365

일 꽃 피는 정

원 가꾸기』를 

최근 발간하

였다. 이 책은 정 교수가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환경 친화적으로 생태 정원을 가꾸는 법을 중점적으

로 소개하고 있다.

김외연 교수팀,  
식물 생체시계 조절기작 규명

우리 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김외연 교수(사

진 오른쪽)와 차준영 박사팀은 ‘식물이 빛과 온도를 

매개로 다양한 발달과정뿐만 아니라 환경 적응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2월 2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안인섭 교수, 분말야금대상 수상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

공학부 안인섭 교수는 4월 6일 경

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분말야

금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분말야금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분말야금 대

상’을 수상했다. 안인섭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나라 분말야금 발전과 저변 확대에 힘써 왔다.

이심성 교수팀, X-선 회절기술로 획기적인 
삼중 계면반응 최초 확인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심성 교수(사진 왼

쪽)와 이형환 석사 연구팀은 ‘음이온 교환, 금속 환원 및 

이합체화 등 세 가지 계면 화학반응이 단결정 상태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현상’을 X-선 회절 분석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 성공하고 화학 분야 3대 학술지인 영

국화학회 『케미컬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했다.

이준화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선정

우리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

과 이준화 교수는 삼성미래기술육

성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래기술육

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앞으로 

‘DNA 이중나선을 매개로 한 전사

인자 상호간의 비접촉 기능조절 메

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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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가좌

구팡돌 할매보쌈 부대찌개 761-0980 보쌈, 부대찌개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5

돼지랑순대랑 762-0022 돼지국밥 진주시 가좌안골길 24번길 10

모나미 인쇄 759-8122 인쇄,복사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4

밀리오레 김밥&돈까스 757-7372 분식 진주시 가좌길 44

바르원돈까스 758-8811 돈까스 전문 진주시 진주대로 500번길 12-4

반천촌국수 752-7906 국수, 김밥 진주시 진주대로 568번길 6

석류정 753-8088 횟집 진주시 진주대로671번길 13

수수꽃다리화원 757-4152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가좌길 69

아트인 기획 762-0122 광고 디자인 진주시 진주대로 542번길 19-4

알파문구 754-6588 문구, 교구 진주시 진주대로 556

이노티안경 경상대점 759-6900 안경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48

전복해장국 763-6565 전복해물찜 진주시 개양로 6번길 30

정동진 해물탕 753-8998 한식 진주시 가좌안골길24번길 8

진남정 762-9020 국밥, 한우 진주대로51번길 6

진주예삐꽃방 759-8993 화환, 전국배달 진주시 진주대로 522  U-city빌딩 

한빛정보시스템 759-7222 컴퓨터, 사무기기 진주시 호탄길 22번길 16-2

불돈생돈(퇘장군) 752-7722 한식 진주시 가좌동 492-8번지

고봉민 김밥인 762-0506 분식 진주시 진주대로 502

호탄

EDIYA COFFEE 진주호탄점 761-1654 커피전문점 진주시 강변로 5번길 1층

갈치를벗삼아 759-1225 갈치전문점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2 

꽃마름 진주가호점 759-0204 한식 진주시 강변길10번길 6

다인식당 762-9887 한식 진주시 호탄길22번길 13

동궁 763-1988 중화요리 진주시 호탄길 18

세이브컴퓨터 761-9783 컴퓨터기기 진주시 동부로 58번길

참붕어어탕 753-8446 어탕, 찜 진주시 호탄길27번길 11 

해송 761-5578 한식 진주시 호탄길13번길 10

강변맛집 752-7510 한식 진주시 강변길 26번길

도동

가야숯불가든 759-1888 돼지갈비, 삼겹살 진주시 대신로116번길 7

대도가구 756-4500 사무용가구 등 진주시 돗골로 25번길 6

서린디자인 756-5151 인쇄,출판,산업디자인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1

송화한정식 753-4443 한정식 진주시 도동천로 82

영엔터프라이즈 755-5925 컴퓨터기기 진주시 돗골로 19 2층

남강기획 746-2244 현수막,인쇄,기념품 등 진주시 모덕로 21

중국성 762-0068 중화요리 진주시 초전북로 52번길 19-8

칠암 및 
주약

금산횟집 756-0507 자연산 회, 물회전문 진주시 천수로 112번길 1

오피스디포 진주점 763-7979 사무용품 진주시 동진로 29 시티펄상가 1층

참고을한정식 753-8802 한정식 진주시 진주대로832-12

가마솥옛날통닭 757-8680 통닭 진주시 주약동 79-30

회초랑 753-8858 일식 진주시 강남로 163-1

남해바다횟집 755-5945 일식 진주시 칠암동 487-4번지

진주시내 
및 이현

기은꽃화원 745-4829 화원,전국배달 진주시 진양호로548번길 3-1

어원초밥 743-5876 초밥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4 

이노티안경 동성점 742-7300 안경 진주시 진주대로 1037 윤양빌딩

오동나무집 741-2387 한정식 진주시 비봉로62번길 11-1

지역 업 체 명 전화(055) 세부업종 주 소

진주시내 
및 이현

종합상사 교학사 746-7477 문구, 잡화 진주시 진주대로 1031-3 

참진주로컬푸드 742-5507 떡제조 가공 유통 진주시 촉석로 203

종합광고 판촉마트 743-0121 행사기념품 전문점, 종합식품센터 진주시 장대로 43

신안, 
평거

대성회초밥 743-1145 일식 진주시 신안로 32

동경회초밥 747-0067 일식 진주시 평거로 36번길 11

사과꽃향기 759-1190 생화 진주시 진양호로 259번길

산해들 한정식 742-2000 한식 진주시 새들말로22번길 9-3 

세종과학 746-1510 분석기자재, 시약 소모품 진주시 진양호로 153-1 하영무지개맨션 303호

세종횟집 746-8901 생선회 진주시 평거로 18번길9-12

야래향 745-1100 중화요리 진주시 평거로13번길 25 

우연 742-2966 한우 진주시 평거로9번길 10

이노티안경10호 광장점 748-0050 안경 진주시 순환로 541

1004 화로구이 747-6684 한식, 소고기, 돼지고기 진주시 평거동 진양호로125번길13

청담 Flower 746-0577 화환, 관엽식물, 꽃바구니 진주시 신평공원길57번길17

통발횟집 745-1004 자연산 회전문  진주시 평거로 26번길 13-6

하연옥(진주향토음식관) 741-0525 냉면, 육전 진주시 진주대로 1317-20

한성갈비촌 747-7002 한우 진주시 신평공원길47번길 8-2

한솔보리밥 748-3763 보리밥, 생고기전문 진주시 평거로 160

코코샤브 747-0053 한식 진주시 새평거로 30 상가 201호

내동, 
정촌

김영희 강남아구찜 763-1414 동태찜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5-1

명성숯불갈비 754-8993 한우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122번길 9-17

삼양곰탕 754-8765 곰탕, 추어탕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237

송원가든 759-5756 오리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74

청화원 762-8825 한우전문점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378번길 15

토속촌 754-9070 김치찌개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358-13

한우마을(구 송화가든) 756-1952 한우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63 

화원삼계탕 754-6583 삼계탕 진주시 대축길 237번길 7-13

이팝나무 758-7601 한식카페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54번길27

금화청국장 756-1400 한식, 청국장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90

화개마을 762-3052 오리야채불고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41-1

진양호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743-0005 오골계 전문 진주시 판문오동길 77

㈜호원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746-3734 호텔·레스토랑 진주시 남강로1번길 133

사천

늘품한우 853-9966 한우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2024

진주회수산 832-7828 각종 생선회 사천시 어시장길 64 용궁수산시장 180번 

풍운정 852-5300 한식 사천시 축동면 길평1길 6

앞들식당 852-3967 한식 사천시 옥산로 75

앞들식당 2호점 832-3656 한식 사천시 미룡길 13

문산
성심농원식당 761-5283 삼계탕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718

어사랑생선구이 753-0777 생선구이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949-3

혁신도시 진수타 손짜장 755-8535 중화요리 진주시 사들로 156번길 29

통영 및 
거제

마라도횟집 644-2590 생선회 통영시 미수해안로 120

미송한정식 644-0357 한정식 통영시 통충1길 11

㈜동백관광 641-2000 운수업, 서비스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216

해원횟집 648-2580 생선회 통영시 미수해안로 125-5 마이웨이 201

신가네국밥 643-9983 국밥 통영시 도남로 175-12

2017. 04. 30. 현재

세종횟집은 싱싱한 회의 두툼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 정갈한 기본 반찬과 함께 나오는 자연산 회와 모듬회를 다양

한 가격에 만날 수 있으며 회정식, 회덮밥, 생매운탕, 물회, 초밥 등 식사메뉴도 갖추

고 있어 가족 단위로 찾는 단골손님이 많다. 좌식으로 된 내부는 단체 회식장소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위치 진주시 평거로 18번길 9-12  전화 055-746-8901

후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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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재)경상대학교발전기금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자료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동법 제23조, 제24조,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기금 약정 및 참여방법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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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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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입금       농협 818-17-000951    경남 523-07-0133567    국민 969801-01-309628 (예금주: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자동이체            교직원 급여공제

구 분
 동 문                                     대학                                    학부(과)

 교직원             기업체             기 관             단 체             학부모             기 타

연 락 처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직장 )                                                                     이메일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 장 직장명 직위

약정금액

일금                                             원 (₩                                         )

 일시납               년      월      일

 분할납               년      월 ~             년     월 (      ) 회 분납

희망사용처

 학교 위임            지정기관(대학, 학과, 연구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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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기금교수        도서        시설        연구기자재        대학문화        기타(                   )

지원방법  원금사용       원금보존(이자사용)

기금명칭                                                                                                                   (약정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   의
 미동의

1.수집대상 항목 : 성명, 회사명, 단체명, 생년월일, 학적정보(대학, 학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약정내역
2.수집목적 : CMS 출금이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 관리업무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 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동   의
 미동의

1.수집대상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2.수집목적 : 기부자 관리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CMS 출금이체를 위한 본인 인증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 동의
 동   의
 미동의

1.제공대상 항목 :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2.제공목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3.제공받는 자 : 국세청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단, 기부자 관련정보는 본 재단이 안전하게 보유하며 해지 요청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5.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 안내 : 후원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기부자(명칭/성명)                           (인)

※ 해당란에 √ 표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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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부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총장명의 감사서한 ● ● ● ● ● ● ● ● ●

기부금영수증 발행 ● ● ● ● ● ● ● ● ●

각종 간행물 제공

(소식지·대학신문 등)
● ● ● ● ● ● ● ● ●

명판부착(명예의 전당) ● ● ● ● ● ● ● ●

학교 행사 초청

(개교기념일·음악회 등)
● ● ● ● ● ● ● ●

기념품 발송 ● ● ● ● ● ● ● ●

축하화분 및 축하카드 발송 ● ● ● ● ● ● ●

도서관열람증 교부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기금 명칭부여 ● ● ● ●

부조상 ◎ ◎

흉상건립 ◎ ◎

건물 또는 시설의 이름 명명 ◎

경상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자
예우

※◎는 선택항목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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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액

예우내용

GNU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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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내신 분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교  내
강동훈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강미영 국제어학원	 30,000 
강민연 교무처	학사지원과 30,000 
강석정 신문방송사 30,000 
강학이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90,000 
강희곤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30,000 
구승본 인문대학	교수 200,000 
권기춘 해양과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	 60,000 
권명근 산학협력단	산학지원과 30,000 
권선옥 사범대학	교수 120,000 
김관수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300,000 
김남길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김덕현 해양과학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1,000,000 
김동근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300,000 
김명주 사범대학	교수 1,000,000 
김미정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200,000 
김민갑 약학연구소장 300,000 
김민석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30,000 
김병엽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300,000 
김보연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30,000 
김복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60,000 
김상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75,000 
김상현 수의과대학	교수 60,000 
김석 대학원	부원장 150,000 

김소희 입학본부	입학관리팀	 30,000 
김숙년 입학본부	입학관리팀 30,000 
김숙환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 500,000 
김영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75,000 
김원철 해양과학대학	교수 2,000,000 
김은주 교무처	학사지원과 30,000 
김의경 수의과대학	교수 60,000 
김재동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김정곤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280,000 
김정숙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150,000 
김정욱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김종길 출판부	 30,000 
김종섭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1,000,000 
김종준 사무국	시설과 90,000 
김종현 수의과대학	교수 150,000 
김진우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김창균 교무처	교무과 90,000 
김현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60,000 
김혜정 신문방송사 30,000 
김홍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60,000 
남광우 사무국	재무과 30,000 
노규진 교수회	회장 60,000 
노성섭 교육정보전산원	 30,000 
도재왕 공과대학	부속공장	 30,000 
류성하 공과대학	행정실 30,000 
류은정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30,000 
류인한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과장 300,000 
마호섭 도서관장 2,000,000 
문영아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60,000 
문현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50,000 
민원기 수의과대학장 300,000 
박기훈 농업생명과학대학장 5,000,000 
박동진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30,000 
박민석 교무처	학사지원과 1,000,000 
박병수 해양과학대학	교수 1,000,000 
박수용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박영현 교무처	교무과장 30,000 
박영희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30,000 
박은하 공학교육혁신센터	 100,000 
박지태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200,000 
박찬일 부속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장 1,000,000 
박항제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150,000 
박현섭 과학영재교육원	행정지원실장 60,000 
배광민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배은영 약학대학장 100,000 
백근욱 학생생활관	통영	분관장 500,000 

보건대학원 
5학기 일동(2017)

보건대학원	5학기	일동(2017) 500,000 

빈선옥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30,000 
사범대학 

교수친목회
사범대학	교수친목회 1,000,000 

서진교 사무국	시설과 300,000 
성경미 간호대학	교수 1,950,000 
성길영 해양과학대학	교수 600,000 
성문기 사무국	총무과 60,000 
송원상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송천종 사무국	시설과 40,000 

신영민 교육정보전산원	 30,000 

신영희 경영대학통합행정실 60,000 
심정선 의학전문대학원통합행정실 30,000 
안광훈 사무국	총무과 30,000 
안영수 실습선운영관리센터장 530,000 
안향선 학생처	학생과 60,000 
안효준 공과대학	교수 300,000 
양선경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30,000 

양재일 등  
19명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학교실

2,521,000 

오광수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오삼석 공동실험실습관 30,000 
오정은 본부대학	기계융합공학과 30,000 
원청길 동물의학연구소장 300,000 
유권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유미 간호대학	교수 150,000 
유정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60,000 
유찬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75,000 

윤용철 인재개발원장 75,000 
이남우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이명규 해양과학대학	교수 1,000,000 
이방주 평생교육원	행정실장 3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이상경 총장 3,000,000 
이상석 사무국	시설과 30,000 
이상호 사범대학	교수 300,000 
이승열 교육정보전산원	 30,000 
이우기 홍보실장 150,000 
이은영 사무국	총무과	 30,000 
이재원 사범대학	교수 160,000 
이재훈 동물의료원장 60,000 
이정숙 대학원	행정실 30,000 
이제괄 인재개발원	행정실장 90,000 
이탁기 해양과학대학	교수 190,000 
이헌근 의과대학	교수 2,500,000 
이헌웅 해양과학대학	행정실장 500,000 
이후장 수의과대학	교수 96,000 
임선택 공동실험실습관	 30,000 
장민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75,000 
장은옥 교육정보전산원	 60,000 
장충식 해양과학대학	교수 600,000 
장희경 간호대학	교수 600,000 
전병철 인문한국지원사업단	교수 60,000 
정동인 수의과대학	교수 150,000 
정맹자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120,000 
정순억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정용길 해양과학대학	교수 600,000 
정우건 해양과학대학	교수 600,000 
정우섭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100,000 
정정욱 교무처	교무과	 30,000 
정정훈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30,000 
정한식 해양과학대학	교수 600,000 
정호석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조미정 의과대학·간호대학	통합행정실 60,000 
조웅제 사무국	재무과 30,000 
조윤형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30,000 
조재현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60,000 
조재훈 학생생활관 30,000 
주수진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30,000 
채난희 의과대학·간호대학	통합행정실 90,000 
최소영 사범대학	교수 300,000 
최수경 자연과학대학	교수 1,200,000 
최연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30,000 
최유리 학생처	학생과 30,000 
최종덕 해양과학대학	교수 500,000 
하경 학생처	학생과 30,000 

하만주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30,000 
하현숙 학생상담센터 30,000 
한창영 교육정보전산원	 30,000 
함종렬 의과대학장 1,650,000 

해양과학대학 
재직동문회

해양과학대학	재직동문회 1,000,000 

해양과학대학 
조교협의회 일동

해양과학대학	조교협의회	
일동

500,000 

해양과학대학 
직원 친목회

해양과학대학	직원	친목회 1,000,000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융합학과

재학생 일동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융합학과	재학생	
일동

2,000,000 

허둘자 기획처	기획평가과 60,000 
홍일화 수의과대학	교수 150,000 
황규석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	통합행정실 60,000 
황세운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75,000 
황재민 동물의료원 25,000 
황태용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학술림	 60,000 

교  외
강가림 동문 50,000 
강금이 마라도횟집	대표 150,000 
강동호 강동호회계사무소	대표 300,000 
강명곤 한강동물의료원	원장 3,000,000 
강명주 동문 1,000,000 
강묘영 수수꽃다리화원	대표	 150,000 
강무웅 (주)흙	대표 5,000,000 
강미숙 앞들식당	2호점	대표 150,000 
강민경 독지가 50,000 
강선중 독지가 50,000 
강영욱 동문 20,000 
강정자 성심농원식당	대표	 100,000 
강준형 강준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1,000,000 
강쥬리 독지가 50,000 
강창중 독지가 50,000 
강태영 동문 20,000 
강향숙 동문 1,000,000 
강혜원 독지가 50,000 

거제소방서 거제소방서 728,220 
해양과학대학 
통수어업과 동창회

해양과학대학	통수어업과	
동창회

3,000,000 

경상대학교
병원 경상대학교병원 160,000,000 

계양소방서 계양소방서 1,013,040 
고난경 바르원돈까스	대표	 180,000 
고려OA 고려OA 300,000 
고삼공 독지가 50,000 

고성소방서 고성소방서 728,220 
고성희 해송	대표 60,000 
고영준 동문 20,000 
공경식 동문 60,000 
곽희영 영엔터프라이즈	대표 300,000 
권덕기 해양과학대학	구내서점 300,000 
권오일 독지가 50,000 
권유경 동문 50,000 
권점이 참붕어어탕	대표 150,000 
기남희 동문 20,000 
김국 독지가 50,000 

김기철 바다정보통신	대표 20,000 
김남연 전)	경영대학	통합행정실장 5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김다영 독지가 50,000 
김민철 (주)알디케이	대표이사 1,000,000 
김병철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 1,000,000 
김봉찬 동문 90,000 
김상현 이노티안경	경상대점	대표	 150,000 
김선정 독지가 50,000 
김성연 동문 400,000 
김세영 독지가 50,000 
김수현 동문 20,000 
김신욱 독지가 30,000 
김양미 동문 150,000 
김언용 동문 50,000 
김용환 동문 50,000 
김원호 독지가 50,000 
김유나 독지가 50,000 
김은성 어사랑생선구이	대표	 150,000 
김재원 독지가 50,000 
김점옥 한성갈비촌	대표	 300,000 
김정미 독지가 50,000 
김정민 독지가 50,000 
김정자 늘품한우	대표 150,000 
김정현 독지가 50,000 
김정희 일산오골계참숯불구이	대표 150,000 

김종효·정정엽 
장학금

독지가 10,000,000 

김지수 독지가   50,000 
김철호 동문   30,000 
김태호 동문 1,300,000 
김태훈 동문   30,000 
김현기 독지가   50,000 
김혜림 독지가   50,000 
김혜진 동문 1,000,000 
김호진 동문   30,000 
김화정 다인식당	대표	   90,000 
김효수 동문     90,000 
김희용 대도가구	대표	   450,000 

남해소방서 남해소방서   728,220 
노엽문화재단 노엽문화재단 1,600,000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재단 5,278,000 

러시앤캐시
배정장학회

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4,330,000 

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21,393,000 
류경철 동문     60,000 
류공주 동문     40,000 

메가스터디
교육(주)

메가스터디교육(주)   900,000 

문경태 독지가     50,000 
문두순 산해들한정식	대표	   300,000 
문운경 동문     30,000 
문철수 독지가     50,000 
문효관 밀리오레	김밥앤돈까스	대표	   150,000 
민경오 송원가든	대표	   150,000 
박관식 풍산광업(주)	대표이사 1,000,000 
박미연 송화한정식	대표   300,000 
박상환 학부모     90,000 
박선자 토속촌	대표   150,000 
박성암 동문     30,000 
박시향 (주)선마린바이오테크	대표 1,000,000 
박영선 모나미인쇄복사제본	대표	   100,000 
박영제 독지가     20,000 
박원귀 독지가     10,000 
박윤기 독지가     50,000 
박정순 진주회수산	대표	     90,000 
박종수 동문     80,000 
박지수 독지가     50,000 
박지오 동문     50,000 
박진관 독지가     50,000 
박진영 동문   400,000 
박채규 동문     20,000 
박철 독지가     50,000 

박호성 독지가     50,000 
박훈혜 동문   400,000 
방설영 동문 1,000,000 
배연희 독지가     50,000 
백나래 독지가     50,000 
백욱렬
장학회

백욱렬장학회 1,800,000 

변동철 (주)영남제어계측	대표 2,000,000 
복사전송협회 복사전송협회   355,930 
사천소방서 사천소방서 1,456,440 
산청소방서 산청소방서   728,220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주식회사 3,500,000 

서간제파종중 독지가 14,700,000 
서원흥 예삐꽃방	대표	   150,000 
서정무 독지가     50,000 
서정인 동문     60,000 
서지영 독지가     50,000 
서지우 독지가     50,000 
서혜영 동문     60,000 
설현석 독지가     50,000 
성근화 독지가     50,000 
성종태 동문 3,000,000 
성한수 독지가     30,000 
소석복 기은꽃화원	대표	   150,000 
손국진 동문     20,000 
손다은 동문     50,000 
손덕승 야래향	대표	   300,000 
손승우 동문     50,000 
손승원 독지가     50,000 
손주림 동문     20,000 
손해원 독지가     50,000 

손현대 외 1명 꽃마름	진주가호점	대표   150,000 
신만석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 2,0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신정원 독지가     50,000 
심상동 대성회초밥	대표   150,000 
심상윤 독지가     50,000 
심유성 동문     50,000 

아산재단 아산재단 1,200,000 
안정희 사과꽃향기	대표   100,000 
안지석 참진주로컬푸드	대표   150,000 
안호순 독지가     50,000 

약학대학 3회 
졸업생 일동

약학대학	3회	졸업생	일동 1,650,000 

양산소방서 양산소방서   728,220 
양은숙 참고을	대표   120,000 
양지인 동문     40,000 
오경희 독지가     50,000 
오광석 독지가     50,000 
오맹열 김영희강남아구찜	대표   150,000 
오민주 독지가     50,000 
오세훈 동문     30,000 
오천복 독지가     50,000 
오형석 알파문구	경상대점	대표	   100,000 
올퍼넷 올퍼넷 1,000,000 
우경화 독지가     50,000 
우동규 이팝나무	대표	   150,000 
우문자 동문     40,000 
우종섭 동문     20,000 
우현민 독지가     50,000 
원유일 독지가     50,000 
유금자 세종횟집	대표	   300,000 
유석형 (주)지에스이	대표 10,000,000 
유정현 서린디자인	대표	   300,000 
유형민 동문     50,000 
윤경순 동문     30,000 
윤도운 돼지랑순대랑	대표   100,000 
윤영채 독지가     50,000 
윤용현 동문     50,000 
윤우전 동문     50,000 
윤주희 동문   400,000 
이경기 동문     10,000 
이남영 동문   150,000 
이명순 금화청국장	대표	   150,000 
이미숙 동문 1,000,000 
이미정 독지가     50,000 
이미진 독지가     50,000 
이병권 동문     30,000 
이부용 독지가     50,000 
이상래 동문     30,000 
이상언 독지가     30,000 
이상훈 동문     20,000 
이상희 독지가     50,000 
이새미 독지가     50,000 
이석주 동문     50,000 
이성만 성해수산	대표 5,000,000 
이성훈 동문     50,000 
이소정 독지가     50,000 
이송원 거산종합동물병원	원장     80,000 
이수혜 동문     50,000 
이숙영 오동나무집	대표   300,000 
이순선 삼양곰탕	대표	   150,000 
이승재 독지가     50,000 
이억 동문     20,000 

이영락 동문 3,000,000 
이영일 독지가     50,000 
이예운 아트인기획	대표	   180,000 
이용섭 독지가     30,000 
이우진 동문     20,000 
이윤관 독지가     50,000 
이윤임 부경대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     90,000 
이을순 화개마을	대표   150,000 
이의준 동문     20,000 
이주은 동문     50,000 
이증영 독지가     50,000 
이지연 명성숯불갈비	대표	   150,000 
이지향 독지가     50,000 
이지현 동문     50,000 
이지효 (주)아키탑케이엘	대표 1,000,000 
이태경 동문     50,000 
이태임 구팡돌할매보쌈부대찌개	대표	   150,000 
이현종 마루전자	주식회사	대표 1,000,000 
이혜승 동문     50,000 
이희순 풍운정	대표	   150,000 
임재용 중국성	대표   100,000 
임혜정 1004화로구이	대표	   150,000 
임희진 독지가     50,000 
장선자 동문   200,000 
장영준 동문     50,000 
장현수 남강기획	대표   150,000 
장흥록 화원삼계탕	대표	   300,000 

(재)미래의
동반자재단

재단법인미래의동반자재단 1,633,000 

(재)본솔
김종한

(재)본솔김종한 2,012,000 

(재)산학
협동재단

(재)산학협동재단 2,000,000 

(재)신라문화
장학재단

(재)신라문화장학재단 14,696,000 

(재)아산사회
복지재단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7,975,000 

(재)오뚜기재단 (재)오뚜기재단 4,024,000 
(재)유정장학회 (재)유정장학회 8,507,000 

(재)인우
장학재단

재단법인	인우장학재단 1,801,000 

(재)일산
장학재단

(재)일산장학재단 2,500,000 

출연자 성명 소속(직위) 출연금액 

(재)하림
장학재단

(재)하림장학재단 2,000,000 

(주)로리앙 (주)로리앙 2,500,000 
(주)민종합
기술단

(주)민종합기술단 1,000,000 

(주)선일과학 (주)선일과학 5,000,000 
(주)에스이엠 (주)에스이엠 1,000,000 
정몽구재단 정몽구재단 3,812,000 

정봉규 독지가 2,000,000 
정산장학재단 정산장학재단 1,758,000 

정석봉 (주)참코청하	대표 7,000,000 
정성문 독지가     50,000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19,679,000 
정승한 전)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150,000 
정연희 독지가     50,000 
정영숙 앞들식당	대표	   150,000 
정옥영 독지가     50,000 
정우벽 독지가     50,000 
정윤자 가마솥옛날통닭	대표     50,000 
정의정 금산횟집	대표	   150,000 
정정자 반천촌국수	대표	   150,000 
정정혜 종합광고	판촉마트	대표   150,000 
정지영 동문 1,000,000 
정진우 독지가     50,000 
정창희 독지가     90,000 
정현우 동문     50,000 
정희민 (주)동백관광	대표	   300,000 
제명수 독지가   100,000 

제이에스테크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주식회사 1,000,000 

조봉수 독지가     10,000 
조비경농
장학재단

조비경농장학재단 4,024,000 

조상재 회초랑	대표     50,000 
조창호 독지가   100,000 
조현규 교학사	대표	   150,000 
조현미 코코샤브	대표   100,000 
주무경 진남정	대표	   300,000 
주영규 석류정	대표	   100,000 
주영희 청화원	대표   150,000 
주우길 오피스디포	진주점	대표	   150,000 
주충보 청담플라워	대표	     50,000 
진이랑 독지가     50,000 

진주소방서 진주소방서   728,220 
차영철 해원횟집	대표   150,000 
채경영 이노티안경	동성점	대표	   150,000 
채혁 이노티안경평거10호	광장점	대표	   150,000 

최낙영 동문     30,000 
최미숙 동문     40,000 
최민국 독지가     50,000 
최영민 독지가     50,000 
최영민 세이브컴퓨터	대표	   300,000 
최유리 동문     50,000 
최의호 독지가     50,000 
최재열 동문     30,000 
최형욱 독지가     50,000 
추진희 동문     50,000 
탁현주 동문 1,000,000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 장학금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장학금 2,000,000 

통영현대교회 통영현대교회 1,000,000 
하경호 독지가     50,000 
하동균 EDIYA커피	진주호탄동점	대표	   150,000 

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   718,000 

하승희
(주)호원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대표	

  180,000 

하영수 동문   600,000 
하유집 독지가   100,000 

하이트진로(주) 하이트진로(주) 1,200,000 
하종관 동경회초밥	대표	   150,000 
하준희 동문     50,000 
하치옥 가야숯불갈비	대표   150,000 

학교기업
GAST

학교기업GAST 50,000,00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00,000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500,00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2,665,000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915,000 

한기영 독지가     50,000 
한상희 갈치를벗삼아	대표	   150,000 
한진호 동문   300,000 

함안소방서 함안소방서 1,456,440 

함양소방서 함양소방서 1,456,440 

해양산업융합학과 
1기 졸업생 해양산업융합학과	1기	졸업생   700,000 

해양수산부 어업
관리단 동문 일동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동문	일동

1,000,000 

허경웅 독지가     50,000 
허복선 전복해장국	대표   150,000 
허치도 독지가     50,000 
허태선 세명수산(주)	대표 3,000,000 
홍현표 한빛정보시스템	대표   300,000 
황미옥 한솔보리밥	대표	   150,000 
황봉하 우연	대표	   300,000 
황인성 (주)한성티앤아이	대표	 3,000,000 
황일궁 한우마을	대표   600,000 
황정금 독지가     50,000 
황철용 동문   150,000 
황해만 동문   150,000 

흥한주택
종합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1,000,000 

합계 537,169,610 

출연자 성명 가나다순(2017. 02. 01. ~ 2017. 0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