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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지스트’
‘광주에서 세계로’

1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동시에 개
방적이고 수평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열린 캠퍼스를 지향한다.
지역 발전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기에 지스
트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짝 대학문을 여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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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에 들어서면 1천여 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건물 ‘오룡관’이 자
리 잡고 있다. 지스트는 오룡관 운영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오룡관
이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미래비전 사업의 ‘빅 게이트’ 역할을 하

활용해 전시회 및 회의, 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품격·고

도록 준비 중이다.

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행복과 만족을 목표로 지스트

먼저 오룡관을 ‘지스트 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이름 지었다. 건물 내

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를 아트갤러리 형태로 구축해 누구나 언제든 들어가 즐기며 활

지스트는 이미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건전한 과학문화 확산 및 지

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룡관은

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간다.

행사가 열릴 때를 제외하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코로나 팬데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한 속에서 이공계 특화

믹 이후 대관을 통한 대내외 행사 개최를 줄인 상태였다.

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사회공헌단 ‘피움’(PIUM)

하지만 이제부터 오룡관을 지역민에게도 전면 개방해 지역 교류와

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 온라인 랜선 멘토링 ▲ 찾아가는 과학 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개방과 포용

프 ▲ 온라인 과학 톡톡 ▲ 영재 과학 캠프 ▲ 환경 걸음 기부 챌린

전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모두의 열린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지 ▲ 과학 스쿨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복안이다.

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구상한 다양한 지식 나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기관 노출로 홍보

눔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지스트 브랜드

김기선 총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담아 기관 경쟁력을 높이려는 김기선 총장의 경영철학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오늘날 지스트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담겼다.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시민과 함께 ‘모두가 주인인 학

적극적인 대관 마케팅도 마련한다. ‘지스트 컨벤션 센터’의 장점을

교’, ‘열린 지스트’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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