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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안영근 교수 연구팀, 허혈성심부전 치료 국책연구 110억원 수주 

‘2022 심혈관재생연구 심포지엄’ 통해 연구 착수  

CNU Professor Ahn Young-keun’s Research Team Selected for 110 Billion KRW of  

National Research Funds for Heart Failure Treatment 

The Team Will Initiate the Research with the 2022 Cardiovascular Regeneration Research Symposium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 캠

페인 「위드모아 CNU Friends」에 동문들의 참여

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대

학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위드모아 CNU 

Friends」 는 영어 표현 ‘with more’를 활용한 명칭

으로 전남대를 사랑하는 대학 구성원, 동문, 지역

민이 “함께(with) 힘을 모아(more) 전남대학교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은 선(先) 기부자

가 후(後) 기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과 언

제, 어디서나 손쉽게 1,000원부터 기부할 수 있

는 모바일 간편기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다. 현재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기부에는 동문

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라 2개월 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되었다.  

전남대는 기부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 기준을 확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과 함께 추

억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하여 실시함

으로써 70번째 생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

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대학발전

을 위한 모금 활동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나

눔을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개교 70

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통해 지

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ccording to CNU, it has been conducting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to 
raise university development funds since 
last March,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With More CNU Friends” 
aims to work “with” university members, 
alumni, and local residents who love CNU to 
invest “More” efforts to prepare for the next 
100 years of CNU.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
paign has two types of donation meth-
ods: one is the relay type, in which the 
first donor nominates the next one to do-

nate, and the other is a simple mobile do-
nation type where you can easily donate 
any amount starting from 1,000 KRW any-
time, anywhere through mobile payment. 
Currently, relay-based donations are at-
tract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umni and have raised approximately 2 
billion KRW over two months. 

CNU will provide a variety of benefits to 
donation participants and conduct a partic-
ipatory event worth remembering, creat-
ing a place where everyone can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CNU together.  

President Jung said, “This campaign is a 
fundraising activ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con-
tains the meaning of sharing the value 
with the local community. Welcoming the 
70th anniversary, we will be reborn as a 
university that can coexist with the local 
community.”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기부 행렬 이어져 

‘위드모아 CNU Friends’ 캠페인 기부금 약 20억 원 돌파  

CNU’s 70th Anniversary with Alumni Donations: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Collects 2 Billion KRW 

Alumni participation continues in the “With More CNU Friends” campaign which was designed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CNU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영근 교수 연구팀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2년 제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차세대바이오 사회밀

착형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안영근 교수 연구팀은 ‘마이하트 플랫폼 기반 심

부전 제어 및 치료기술 개발연구’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022년 4월부터 2026

년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총 1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안영근 교수는 “허혈성심부전 치료가 과거에 비

해 많이 발달했지만 심부전 위험인자 증가와 고

령화로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만

큼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조기예측 알고리즘 개

발은 물론 환자맞춤형 예방 및 최적치료를 위한 

마이하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CNU Professor Ahn Young-keun's re-
search team (College of Medicine) was 
selected for the Next-Generation Bio Proj-
ect for Tailored Support of the 2022 Bio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
gram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ccording to CNU, Professor Ahn’s re-
search team applied for the first-round 
project of the 2022 Bio & Medical Technol-
ogy Development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with a research pro-
posal, entitled MyHeart Platform-Based 
Heart Failure Control and Treatment Tech-
nology Development. Chosen by the Na-
tional Research Foundation, Professor 
Ahn’s team will receive a total of 11 billion 
KRW from April 2022 to December 2026.  

According to the research team, is-
chemic heart failure, in which cardiac 
func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not only a 
major cause of death worldwide, but also 
emerging as a major threat to general 
health condition and longevity. Although 
various therapeutic agents and technolo-
gies have been developed, fundamental 
research is urgently needed, as a large 
number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do 

not see any therapeutic effects. 
Professor Ahn said, "Although the treat-

ment method for ischemic heart failure 
has developed significantly, we need 
More exact data due to the increase in 
dangerous factors for heart failur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hat has increased. 
We will develop the MyHeart platform for 
patient-specific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effective treatments and further put 
MyHeart technology into practical use as 
a strategy for early detection based on the 
medical data of patients.”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CNU’s Programs for Its 70th An-

niversary with Local Communities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reusable cup)에 커피와 음료를 담아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차 이벤트 및 에코캠퍼스 

캠페인 행사를 동시 진행해 약 2,000여 명이 참

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대는 각 단과대학 및 기관들의 지나온 역사

를 살펴보고 향후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남

대 100년,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전남대 70년을 

살피다’ 등 각종 편찬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진리로 이끈 

70년, 창조로 이끌 100년’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

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대는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각종 기념 사업 및 전시, 

5월 중에는 ‘역사와 함께 한 대학지성의 목소리 

70년展’ 전시가 광주시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월 9일 개교기념식 이후에도 역대 총학생회장

단 초청 ‘홈 커밍데이’ 행사를 비롯해 ‘용봉가족 

가요제’, ‘농심고(큰북) 및 태고루 복원사업’ 등의 

기념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Welcoming its 70th anniversary, CNU se-
lected the catchphrase “70 Years by Truth, 100 
Years by Creation” as well as it has planned to 
hold various commemorative events. 

 CNU formed the 70th Anniversary Pro-
motion Committee to hold various com-
memorative programs and events involving 
local community members.  

In April, CNU held a coffee truck event 
and eco-campus campaign with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distributing 
coffee and beverages in reusable cups to 
More than 2,000 participants. 

In addition, CNU’s 100 Years, Asking and 
Answering for the Future and Looking at 
Chonnam University's 70 Years, which ex-

amine the history of each college, graduate 
school, and institution, in addition to pre-
senting a vision for the next 30 years, were 
compiled for publication.  

 Among the commemorative events in 
May, projects that stand out are the large-
scale 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70 
Years of the Voice of University,” which will 
be held downtown on Geumnamro, a 
“Homecoming Day” to invite former council 
members and presidents after the univer-
sity’s Foundation Day on June 9, and the 

restoration project for Nongshimgo (Keun-
buk: big drum) and Taegoru (Taego Pavilion).”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人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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