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효원역사자료 수집공모전 개최개요
□ 목

적

○ 부산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원인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를 위하여 「제4회 효원역사자료 수집공모전」을

개최하고

자 합니다.
기증된 자료는 우리 대학의 역사 보존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
○ 전국 최초의 국립대학인 우리 부산대학교가 금정산 기슭에 새벽벌(曉原)을 연지
올해로 6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는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지역사회
와 국가에 봉사하는 ‘지식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기록관에서는 전국 최초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대학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꾸준하게
수집·관리·보존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은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로 부산대학교

기록관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고자

‘제4회 효원(曉原) 역사자료 수집공모전’을 기획하였습니다.
○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부산대학교의 역사자료를 이번 수집공모전을 통해
기록관으로 기증해 주신다면, 대학의 역사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 대학의 다양한 역사자료가 발굴되어 여러분의 기증자료가 학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12
부산대학교 기록관장 김기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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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추진내용
○ 참가대상
ㆍ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퇴·재직 교직원
ㆍ기타 대학 역사 관련 기록물을 보유한 일반인
○ 대상자료
ㆍ부산대학교 역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 공모기간 및 공모처
ㆍ공모기간 : 2014. 12. 15 ～ 2015. 1. 30.
ㆍ공 모 처 : 부산대학교 기록관(제2도서관 1층)
○ 공모방법
ㆍ신청서와 함께 직접 접수(월~금, 09:00~18:00)
※ 우편 및 방문접수의 경우 기록관으로 문의
ㆍTEL. 051)510-3298 FAX 051)510-3299
ㆍhttp://archives.pusan.ac.kr
○ 심사결과 발표
ㆍ일

시 : 2015. 2. 13.(금).

ㆍ장

소 : 기록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시상내역
ㆍ최우수(1명): 상장 및 기념품(30만원 상당)
ㆍ우

수(2명): 상장 및 기념품(20만원 상당)

ㆍ참가상(전원): 소정의 참여(기증) 기념품 증정

□ 대상자료
○ 졸업앨범(결호)
- 종합앨범 : 1953~1955회(2회~4회), 1958(7회), 1962~1970(11회~19회),
1976(25회)
- 공과대학 : 1957(1회)~
- 문리과대학 : 1952~1957(1회~6회), 1959~1962(8회~11회),
1964~1965(13회~14회), 1967~1984(16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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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상과대학 : 1952~1957(1회~6회), 1959(8회)~
- 약과대학 : 1957~1962(1회~6회), 1964(8회)~
- 의과대학 : 1959~1960(1회~2회), 1962~1966(4회~8회), 1970(12회),
1992(34회), 1994~1995(36회~37회), 1997~2002(39회~44회),
2004(46회), 2006(48회)~
○ 수업 및 연구 관련 개인 연구저작물 및 학내 발간자료
- 교수 노트, 기관 요람, 편람, 연사 자료 등
○ 학업과 관련된 자료 및 각종 증서
- 수강신청서, 학생증, 성적표, 입학통지서, 졸업장, 수료증, 발령장, 상장 등
○ 대학의 역사와 생활상이 담긴 사진·필름
-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각종 축제 등), 학교 건물·캠퍼스 전경 관련 필름, 사진 등
○ 학교 상징이 새겨진 모든 자료
- 학생수첩, 배지, 버클, 모자, 교복, 행사 기념품 등
○ 기타, 대학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
- 학생운동 관련 자료(부마민주항쟁 등)
- 부산대학교 문학동인지, 동아리 회지, 학보 등
(부대문학, 회귀선, 등, 숨소리, 한지붕, 시월, 귀성, 을숙도, 시조, 샛별, 신작품 등)
※ 일반 출판사, 외부 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제외
※ 요청시 사진·필름류 기증 후 전자파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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