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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01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일정 발표

대학원 석·박사 과정 모집

『미리 가보는 대학 행사』공개 프로그램

경상남도 해외기술자 지도사업 선정

대학원육성사업단 BK21 홈페이지 완공

캠퍼스샵 개통

인터넷(Web)을 통한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제도 개선

육림의 날 행사

경남공무원교육원 교육생 방문

 

{부속기관 및 단과대학소식}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제20회 경상건축전"

학생기숙사 "2001학년도 제1학기 사생모집"

언어교육원 언어연구 학술발표대회 개최

언어교육원 2000년 동계 영어심화캠퍼(2000 Winter EIC) 실시 계획 

제1회 전국대학생 모형항공기 대회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제2회 한국 전통 춤 발표회"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발표회 "계몽의 변증법(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해설"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사회과학연구소·경제학과 공동 초청강연회

경영경제연구소 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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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초청강연회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한·일 공동 항공기부품기술 심포지엄"

지역대학육성사업단,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워크샵 

해외지역연구센터 초청 세미나

BK21 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생산기술연구소 "제8차년도 사업 중간 발표회"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세미나

 

{교수동정}

박구부 교수 "LG학술대상" 수상

서정세 교수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신동우 교수 "(주)나노 공장 준공"

 

{교수신간안내}

『진보정당을 말한다』 장상환 지음/책벌레/192쪽/7,500원

『후기 마르크스주의』 김유동 옮김/한길사/489쪽/20,000원

 

{공지사항}

행복한 학교 만들기 통장개설안내

 

{발전기금}

발전기금 출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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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200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일정 발표
 

  우리 대학 2001학년도 입시전형 일정이 발표되었다. 대학모집인원은 특차전형 1,289명, 정

시모집 2,605명으로 지난해보다 40명이 감소된 3,89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입시제도

의 특징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란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

기 위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2001학년도에는 총 모집정원의 33.1%(1,2 

89명)를 특차선발하고, 2002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이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신입생들의 특기를 최대한 배려하여 모집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전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차모집유형별 인원은 일반 875명, 고령자 12명, 가업후계자 29명, 학교장 추천자 25명, 수

능 1개 지정영역 우수자 113명, 실업계고교 출신자 80명, 농어촌학생 111명(정원 외), 국가

(독립)유공자 자손 7명, 선·효행자 2명, 특기자 35명이다.

  원서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며 원서 접수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실

시하고 합격자는 1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시모집은 일반 2,60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원서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

지, 입학원서 접수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며 합격자는 2001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모집
 

  우리 대학 대학원에서는 2001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일반 467명, 협동과정 78명 등 총 545명이며 박사과정은 일반 171명, 협동과정 31명  총 202

명이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입학원서 교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입

학원서 접수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다. 특별전형은 11월 24일, 일반전형은 12

월 2일에 실시한다. 또한, 합격자 발표는 특별전형은 12월 1일, 일반전형은 12월 15일에 실시

할 예정이다.
 

 

2001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미리 가 보는 대학 행사』공개 프로그램
  

우리 대학교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지원 관련학과 및 대학생

활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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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교 예술관 콘서트 홀에서 진주시내 10개 고등학교, 마산·창원·김해지역 8개학교 등 18개 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미리가 보는 대학』공개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한다.

 이 공개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교의 신입생 대상자들에게 우리 대학의 위상을 직접 홍보하고, 

대학 시설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공개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대도시 소재 대학을 선호하

는 인식을 전환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소개, 특강, 음악교육과 학생들의 연주, 대학 홍보비디

오상영, 2001학년도 입시안내, 그리고 학생이 지망하거나 가보고 싶은 단과대학, 학과 견학 등

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행사기간 중 통영·거창·밀양지역 7개 고등학교에 대해 입시 설명회를 하

고, 울산 및 서부경남 기타 지역 31개 고등학교는 방문하여 입시 홍보를 실시한다.

 

 

경상남도 해외기술자 지도사업 선정
 

   우리대학이 경남도의 "메카노21" 사업의 하나인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에 선정됐

다. 우리대학을 비롯, 3개 대학과 5개 기업이 2000년도 제1차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모두 7억3천6백여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신지식사업육성재단 주관으로 메카노21 프로젝트(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계획)

중 14개 단위사업의 하나인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2000년

도 1차 지원과제를 최종 8건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로 모두 7억3천6백여만원을 지원키로 확정

했다. 이번 선정대상은 우리대학을 비롯 3개대학, (주)한국중공업 등 5개 기업이다. 대상 기관

의 확정과제는 우리대학이 일본인 아라이히로씨에 의한 공정제어를 통한 항공기 터빈 블레이

드 제조기술이다.

 

 

대학원육성사업단 BK21 홈페이지 완공

http://bk21.gsnu.ac.kr
 

  지난해 교육부의 두뇌한국21(BK21)사업에서 세계적 대학원육성사업(농생명 분야)에 선정

되어 세계적인 대학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대학 대학원육성사업단(농생명분야)은 최근 

BK21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국책사업 BK21의 세계적대학원 육성사업은 21세기 교육사업의 비전을 본 대학교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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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BK21 소속 각 연구실에서 배출된 석·박사(Ph.D)들이 미국 하버

드, 스탠포드, 버클리, 듀크 등 세계적인 대학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초빙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등 그 연구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과학아카데미 회보를 포함한 국제 최상위

급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교수 및 대학원생들은 미국, 브라질, 중국 등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논문발표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성과와 국가사업 비전에 대한 안내, 사업단 소개, 연구팀들 소

개, 행정업무 추진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BK21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대학원 문호를 개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홍

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K21에 대한 의문이나 정보자료는 http://bk21.gsnu.ac.kr/으로 접속하거나, 야후(yahoo)

에서도 BK21키워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캠퍼스 샵(Campus #) 개통
 

  우리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정보활용 요구를 충족하고자 인터넷 관련 장비와 정보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주)한국통신프리텔과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설치된 캠퍼스 샵이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4시에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한국통신프리텔에서는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개선과 교육에 일

조 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대학생 고객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편의시설 관련 장비를 무

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대학에 설치되는 "캠퍼스 샵"은 학생들의 이용이 빈번하고 편리한 중앙도서관 1

층에 약 35평의 장소를 대여 받아 설비를 갖추었다.

  기기의 설비내역을 보면, 데스크탑PC(팬티엄 Ⅲ, 17" 모니터)30대와 노트북 PC 2대, 

○n016 미니 웹 모델의 PDA 2대, 무선 인터넷 폰 4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무선데이타·

휴식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학내 통신망과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선을 갖추고 있어 고

속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Web)을 통한 강의평가 및 성적확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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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우리대학은 2000년 2학기부터 현행 OCR카드식 강의평가제를 인터넷(Web)을 통한 강의평

가제로 변경하고 성적확인  및 정정 시기를 최종성적 확정 전에 강의평가제와 연계하여 운영하

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동안 강의평가는 OCR카드를 이용하여 담당교수가 나누어주고 이를 학생대표가 거두어 단

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전자계산소에서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확인

은 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교수가 성적을 입력하였고, 입력된 성적을 취합하여 가정통지문에 의

거 개인에게 통보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강의평가 와 성적확인을 연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성적통지표 발송 전에 성적확인 및 정정을 하여 개인에게 성

적통지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학생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강의평

가를 실시하고, 교수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종합정보화에 입력한다. 그러면 강의평가

를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을 열람하여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성적정정기간에 바로 담당교

수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담당교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성적을 정정하여 종합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강의평가방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www.gsnu.ac.kr)로 들어와서 강의평가를 클릭하여 ID

와 Password를 입력하면 바로 본인이 수강한 교과목이 나타나고, 교과목을 클릭하면 강의 평

가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사항에 클릭하면 강의평가를 마치게 된다.

 

 육림의 날 행사
 

  총무과(환경계)에서는 11월 4일 가좌캠퍼스에서 겨울철 수목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육림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 60명, 산림과학부 교수·학생 60명 등 총 120명이 

참여하여 성장이 빈약한 교내 수목 및 관목류에 대해 비료주기를 실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산림과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연계시켜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경남공무원교육원 교육생 방문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창원소재)에서는 경남도, 시, 군의 지역경제 업무을 담당하는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차원에서 우리대학교의 생명공학사업, TIC사업, 창업보육센터 등

에 대한  현지 교육을 요청 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담당괸실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이들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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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 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특강과 견학 등의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이날 행사는 박구부 기획연구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홍보비디오상영, TIC사업 설명

(전만수 교수, 공대 기계공학과), 생명공학 사업 설명(하영래 교수, 농대 농화학과)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곧바로 창업보육센터로 이동하여 안인섭 교수(공과대 금속재료)로부터 창업보육

센터의 현황 설명을 듣고 공장 견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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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제20회 경상건축전"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서는 200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과대학 6호관

(39동) 에서 제20회 졸업작품전, 동문초대전, 재학생과제전, 초정강연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

였다. 우리대학교 건축공학과는 1977년 이공대학 건축공학과 신설인가를 받고, 1981년 제1

회 경상건축전 개최이래, 이번 새천년 새해에 제20회 경상건축전을 맞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00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학교의 이름을 빛낸 최삼영 소장(가

와건축사무소, 81학번) 등 여러 동문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행사를 더욱 빛냈다.

 

 

학생기숙사 "2001학년도 1학기 사생모집"
 

  학생기숙사에서는 2001학년도 1학기 사생모집을 실시한다. 입사 신청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

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진주시외지역(진주시의 읍·면지역 거주자 신

청가능함)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된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기숙사 

서무과(전화 : 055-751-5155, 5161)나 학생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gsnu.ac.kr)를 

이용하면 된다.

 

언어교육원 언어연구 학술발표대회  
 

  언어교육원에서는 2000년 11월 25일 언어교육원 201강의실에서 어학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고 어학 이론들의 활용방안 토론을 통한 교육방법 개선 및 교육효과 증대를 기하기 위해 국

내 저명 교수를 초빙하여 언어연구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초청특강과 논문발표를 병행

한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언어와 인지"(연세대 이기동 교수) 및 "언어의 실체적 연구에 대하

여"(성균관대 박승윤 교수) 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실시하였으며, 본교 국어국문학과 황병순 

교수 등 6명의 교수들의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공 교수, 대학원

생, 본교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언어교육원에서는 이러한 

학술발표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2000년 동계 영어심화캠프(2000 Winter EIC)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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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교육원에서는 경상대학교 BK 21 지역대학 육성사업단 소속 학부생 영어연수 위탁사업

의 일환으로 능력있고 경험있는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단기 영어회화 집중과정인 2000학년

도 동계 영어 심화캠프(2000 Winter English Immersion Camp)를 열어 통영 캠퍼스에서 

2001년 1월 2일부터 2월17일까지 합숙연수에 들어간다. 금번 동계 영어심화 캠프는 기타 대

학생 및 고등학생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으로 영어연수를 떠나지 않고도 단기간에 집중

적으로 영어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영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

정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외국에 직접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제1회 전국대학생 모형항공기 대회
 

  경상대학교 모형항공기연구회(조나단)가 주관하고 경상대학교 항공공학특성화 사업단이 주

최하는 "제1회 전국대학생 자작 모형항공기대회"가 2000년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경상대학

교 17동 남편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참가한 대학과 출품명을 보면 경상대학교의 "벌

새, JTX-1, 머스미"를 비롯 서울대학교의 "미국의 B-2 폭격기를 닮은 날으는 날개", KAIST 

UAV TEAM "ICARUS" 의 "마이크로 헬리곱터 『Hornet』" 등 전국 8개 대학에서 독창적인 

항공기를 출품하였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항공에 대한 꿈과 열정을 항공 이론체계에 접목시키는 계기

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항공공학분야의 배움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

적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도 모형 항공기의 설계, 비행특성 해석, 제작과 시험을 포함한 설계 

보고서 심사, 모형 전시를 통한 창작성과 제작능력 평가 및 실제 비행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있

다.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제2회 한국 전통춤 발표회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학과장 : 김미숙 교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7

시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국 전통춤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민속무용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은 진주 포구락무

(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 춘앵전(궁중정재), 진도북춤(지방무형문화재 제18호), 입춤, 살풀

이, 승전무(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등의 한국 전통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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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연구발표회 
  

  우리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 정성진 교수, 경제학과) 고전연구회는 11월 21일(화) 오

후 4시 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21동 145호)에서 『계몽의 변증법』에 대한 토론회를 가

졌다. 이 번 고전강독회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을 정초한 기념비적 저작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의 해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계몽의 변증법』의 해설은 이 저작의 역자이시며 국내 최고의 아도르노 연구자로 알려져 있

는 우리 대학교 김유동 교수(독문학과) 가 했다.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사회과학연구소(소장 : 정성진 교수, 경제학과)에서는 2000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에 경

영대학원 강의실(24동 401호)에서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

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세미나의 진행은 심창학 교수(경상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는 이시원 교수(경상대 행

정학과)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신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

과),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정성진 교수, 경상대 경제학과), 정경유착과 한국자

본주의(장상환 교수, 경상대 경제학과),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 FITF의 연차보고서를 중심

으로(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세무부패 및 비능률에 대한 시민운동(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과)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에는 강신욱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서

울시립대 행정학과),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학과)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사회과학연구소·경제학과 공동 초청강연회
 

  우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경제학과가 공동 주최한 정운찬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청강연회가 11월 10일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회 내용은 "내가 본 한국경제 - 한국의 구조조정, 잘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IMF 구제금융 도입과 긴축정책을 통해 일단 외

환시장을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최근에 불어닥친 제2의 경제위기 조짐에 대한 진단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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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의 허실을 파헤치고, 나아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장·단기 정책에 대해 심도 있

는 강연을 펼쳤다.

 

경영경제연구소 학술심포지엄

 

  경영경제연구소(소장: 안창모 교수, 경영대 무역학과)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3시에 경영대

학 세미나실(24동 402호)에서 "e-Business와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로 2000년도 학술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직변화의 문제, 뱅킹의 문제, 과세의 문제, 전

자상거래와 관련된 국가간 법적 분쟁처리, Mobil Commerce, 유통개혁 문제 등이 다루어졌

다. 인터넷 확산과 그에 따른 디지털 혁명이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 이 때

에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및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법학연구소 초청강연회 

 

  법학연구소는 지난 11월21일 오후 4시 법학관(23동) 201강의실에서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한영성 전 과학기술처 차관을 초빙해 " 자연법과 인간"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

였으며 관련 교수 및 학생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한·일 공동 심포지엄"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에서는 11월 24일 오전 10시 공과대학(37동) 멀티미디어실(302호)

에서 한·일 항공기부품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Korea-Japan Symposium on Aircraft 

 Parts Technology"란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우주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

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한국·일본 항공기부품기술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산·학·연·관간의 상호기술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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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육성사업단,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워크샵 

 

  우리 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과 항공기 부품기술연구센터에서는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공과대학(37동) 멀티미디어실(302호)에서 "제2회 기어기술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기어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기어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과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샵에서

는 한국·일본·중국 기어기술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어기술과 관련된 신기술 동향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BK21 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우리대학교 BK21 대학원육성사업단(단장: 조무제 교수, 생화학과)에서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소세미나실(33-407)에서 일본의 Takashi 

Hashimoto 박사(Nara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생물학과)를 초청하여 "Genetic and 

Molecular Control of Left-Right Handedness in Plants"라는 연제로 초청 강연회를 가졌

다.

  식물의 세포분열 층에서의 세포들은 줄기, 뿌리의 직각 방향으로 성장해가며 수평 피질 미세

섬유의 배열을 anisotropic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인지되어진다. 애기장대

(Arabidopsis)의 SPIRAL 자리에 있는 SPR1, SPR2의 열성 돌연변이는 뿌리에서 외피세포

와 내피세포의 anisotropic 성장을 감소시키며, 이들 조직에서의 표피세포는 오른쪽 나선형으

로 성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세섬유-의존적인 과정과 SPR1/SPR2

가 가능한 뒤틀림으로부터 성장세포를 저지시킴으로 방향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생산기술연구소 "제8차년도 사업 중간 발표회"
 

  2000년도 업체부문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전국우수컨소시엄에 선정된 생산기술연구소(소

장 : 박준일 교수, 토목공학과)는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대학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

도와 중소기업청 공동 주최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제8차년도 사업 중간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경제적인 침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기술개발뿐이라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자동차 유압, 변환 부품용 고

강도 ADI,CV 신소재 개발(연구책임자 : 허보영 교수, 재료공학과) 등 19개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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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세미나
 

 제2차 한·체코 식물생명공학 공동심포지움(대전 생명공학연구소 주관)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

한 5명의 체코 과학자들 Dr. B. Vyskot(체코과학원), Dr. J. Martinec(체코과학원), Dr. J. 

Matousek (Bohemian 대학), Dr. T. Vanek (Pardubice 대학), Dr. T. Van?k(Charles 대

학)이 우리 대학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함과 동시에 식물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방문단은 세미나에 앞서 

총장실을 방문하여 박충생 총장과 체코과학원과의 학술교류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식물분자

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의 조무제 소장과는 구체적인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

후에 상호학술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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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부 교수 "LG 학술대상 수상"
 

  우리대학교 박구부 교수(기획연구실장, 농대 축산학부)가 지난 11월 17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주체 국제 심포지움발표회 석상에서 2000년 축산분

야 "LG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동물자원과학회는 지난 6월 16일 한국축산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동물

유전육종학회 등 축산분야 학술협의회 산하 각 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축산관련 통합 학회로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지

난 1년 동안 축산관련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대상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4명

중에서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포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LG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구부 교수의 수상업적은 신소재 생리활성물질인 CLA

(Conjugated Linoleic Acid)를 축육 및 가공육제품에 이용하여 고품질·기능성 축산식품 개발

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평가받아  LG학술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학술상 선정기간 한해

동안 국내 8편, 국제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정세 교수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우리대학교 서정세 교수(공대, 수송기계공학부)가 제6차 국제히트파이프학술대회에서 최우

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히트파이프 및 열공학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자 매2년마다 개

최되며, 이 분야의 최대학술대회로서 이번에는 태국에서 열였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논문은 MEMS(micro-electromechnical system)의 일종인 고집적회

로칩의 효율적인 냉각을 위한 마이크로 냉각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미소 증발기

에서 일어나는 미소채널유동(micro-channel flow)에 대한 마찰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최근에 이 분야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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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연구되고 있는 많은 유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 및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

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이크로 CPL 또는 마이크로 히트파이프 등의 연구에서 상당히 많

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 결과의 일부가 국제 학술지에 곧 게재될 예정이다.

 

 

신동우 교수 "(주)나노 공장 준공"
 

  우리 대학교 신동우 교수(공대, 세라믹공학과)는  지난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경남 진주

시 사봉면 봉곡리 1108-1번지에 (주)나노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충생 총장을 비롯 주한 영국대사, 진주시장, 경남신지식사업육성재단 원

장, 환경부관계자, SK(주), 삼성 관계자 및 법인투자자 등이 참석하였다

  인간을 존중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세계일류의 신소재 제조기업 (주)나노 (대표 신동우)는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소재에 약 2,000여평의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수입에만 의존하던 우리

나라의 TiO₂광촉매원료를 국내 최초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되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주)나노는 자본금 42억원, 임직원 30여명의 기술집약형 첨단 환경 원료제조 업체로서 현재 

기획·마케팅, 생산기술, 경영지원, 기술연구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구성인력은 

다섯명의 이학 및 공학박사 이외에 전원이 소재분야 공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외 각 팀장은 공인회계사 및 MBA자격과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맡고 있으며 광촉매용 미

립 이산화 티타늄 분말의 제조방법 등 8건에 관한 특허가 국내외에 출원되어 있다. 그 중 3건

은 이미 등록 완료된 상태다.

  또한 (주)나노는 지난 5년여간에 걸쳐 자체 연구 개발한 신소재 원료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99년 4월 설립하였으며 99년 6월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창업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

고, 99년 12월에도 환경연구원 98기술개발과제 진도평가 최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

으며, 2000년 1월 국제 전문학술지인 MATERIALS INTEGRATION 에 특집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한편 (주) 나노에서 주로 생산하는 광촉매원료는 빛을 쪼이면 강한 산화력을 가진 원소를 생

성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촉매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기와 폐수의 오염물질을 흡착·분해함

은 물론 뛰어난 항균, 항취효과를 나타낸다. 유기물 분해기능 이외에도 초친수성 효과를 이용

한 여러 가지 

응용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광촉매 졸용액은 (주)나노가 자체 개발한 광촉매 분말을 원료

로 만들어진 투명한 액상 형태의 코팅용 제품으로 접촉각 1°이하, 투과도 90%이상의 코팅특

성을 나타내어 현재 국내외에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나노 기술연구소의 기술력은 대형·정밀형상이 요구되는 모든 세라믹스 제품을 염가로 

쉽게 성형 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통하여 기존 세라믹스 성형공법의 고가, 저수율, 대형 복잡성

형불가 등의 단점을 극복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 반도체 세라믹스장비, 알루미나, sic/c 혼

합물의 대형형상의 성형품은 이미 개발 완료 하였으며 곧 상품화 할 계획이다.

  현재 TiO₂광촉매 시장규모는 지속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나노의 TiO₂분말을 주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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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력발전소 및 중대형 소각로에 사용되는 질소 산화물 및 다이옥신 제거용 SCR촉매의 국내

시장은 현재 약 300억원 정도이며 향후 2002년 까지 약 2000억 규모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는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고 공기정화, 향균, 항취, 바이오 제품과 건축타일, 위

생도기 등 건축 내·외장재에 적용되는 응용제품의 경우는 추후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

  (주)나노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TiO₂광촉매를 전문기관에서 시험평가한 결과 그 처리효

율이 수입제품대비 10%이상 우수하며, 특히 유기물 분해능력은 50%이상 우수하고, 가격면에

서도 외국산 대비 약 60% 정도 저렴하다. 금번 진주공장 준공에 따른 제품 양산화로 향후 수출

은 물론 내수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교수신간안내}
 

『진보정당을 말한다』 장상환 지음/책벌레/192쪽/7,500원

『후기 마르크스주의』 김유동 옮김/한길사/489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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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 만들기 통장개설안내
 
  우리대학교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일환인 "행복한 학교만들기 통
장"을 개설하였다.  
"행복한 학교만들기 통장"이란 인터넷 쇼핑몰(http://www.shopforschool.co.kr)에서 회원(무료)
으로 가입(학교지정에서 경상대학교를 지정)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한 대금의 일정율 (쇼핑몰 
부담)을 고객이 지정한 학교에 기부함으로써 본인의 부담없이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농협
에서 기부금영수증도 발급하므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 문의사항 안내
**************경상대학교 기획담당관실 ☎ 055)751-5045, 6040***************** 
인터넷쇼핑몰 샵포스쿨: http://www.shopforschool.co.kr 

 
 

{발전기금}
 

발전기금 출연현황

                                                                   (단위 : 원) 

출연하여 주신 분
출연일자 출연금액 출연용도 비고

소속 및 직장명 성명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병철 2000.11.13 1,000,000 법과대학 지정  

수의과대학 동문 이지태 2000.11.25 200,000 수의과대학 지정  

그랜드마트 애견센타

(동문)
윤한일 2000.11.25 500,000 〃  

구피동물병원(동문) 임영석 2000.11.25 1,000,000 〃  

수의과대학 동문 이영락 2000.11.25 1,000,000 〃  

〃 임영재 2000.11.25 1,000,000 〃  

수의과대학 학부모 정해성 2000.11.25 5,000,000 〃  

계  ￦9,700,000   

※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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