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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새소식}

200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발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12과제 선정

경상남도 주관 생명공학 8과제 선정

자매결연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활발 

취업교육 특별강좌 개설

남명기념관 공사 2년만에 재개 

故 이정한 총장 사적비 제막식 및 유작 봉정식

식목일 행사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최고농·수산업경영자과정 입학식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식

국회도서관과 지식 정보교류협정 체결

전국대학교수회 회장단회의 및 영남지역 교수회 회장단 연석회의 

전국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 협의회 정기총회

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입주식 및 인터넷 기반 기계산업 및 원격교육 워크샵

지진관측소 개소식 및 한반도 관련 지진 심포지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강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G/T1000톤급 실습·조사선 '새바다호' 진수식

경상대병원 척추융합시스템 이용 디스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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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6개 시·군 심장병 무료진료 실시

경상대병원 소아. 청소년 클리닉 개설

경상대병원과 국제로타리 중국 길림성연길시 조선족 대상 무료의료 실시  

 

{초청강연 및 세미나}

이인제 최고위원 「21세기의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관한 특강

서창수 다산벤쳐 부사장 특강 

김규환 품질명장 초청 특강

나라첨단과학대 총장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남극세종기지와 우리나라의 남극연구」에 관한 초청세미나

「의학분업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초청세미나 

「농산물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내연기관 배기 배출물 저감 및 성능개선 대책 기술」에 관한 워크샵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워크샵

「세무부패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관한 월례발표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산·경남지회 학술발표회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민주평통 경남지역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교수동정}

권영인 교수 진주YMCA 이사장 취임

방효선 교수 피아노독주회

백우현 교수 발명 특허 등록 및 산자부 원적외선 전문위원 위촉

류성기·남태현 교수 한국열처리공학회 논문상 수상

서원명 교수 한국농공학회 학술상 및 생물환경조절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손운목 교수 밀엽야생동물 기생충 감염 위험 높다.

오경환 교수 남강의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이 주남저수지에 비해 다양하다.

이근후 교수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선출

이갑열 교수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조각개인전 

정영륜 교수 유해 곰팡이를 잡아 먹는 천적미생물농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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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제 교수 일본 식물생리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

하영래·김정옥 전현직 부부교수 바이오 벤처업체 설립 

직원산악회 2001년도 시산제

{학술신간}

경남문화연구총서 발간 

조규태 교수 작문의 길잡이 책발간 

장상환·정진상 교수 『한국의 사회운동』책 발간

 

{동문동정}

김은진 동문 창군 첫 여성 군의관 탄생

우리 대학교 허수경·김수영 동문 시집 문단 주목 

정한섭 진주서부농협조합장

서영창 동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지구 총재 취임

 

{공지사항}

 

{발전기금}

 

{인사발령 및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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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발표 

 

  우리 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됐다. 주요일정으로 오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학원서 교부, 5월 29일

부터 5월 31일 원서접수, 6월 9일 면접 및 구술고사, 6월 16일 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www.gsnu.ac.kr)를 통해 합격자 발표, 6월 18

일 합격통지서 및 등록서류 교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등록을 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교과성적우수자와 각종대회수상자 전형유형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교과성적우수자 86명과 각종대회수상자 8

명으로 총 94명을 모집한다.

  각종대회수상자 전형유형은 본부(수송기계공학부) 5명과 인문대(민속무용학과) 3명으로 총 8명을 모집한다. 

  또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유형은 본부(수송기계공학부) 5명, 자연과학대학(기초과학부 13명, 생명과학부 10명, 생활과학부 9명, 수학·

통계정보학부 4명, 컴퓨터과학과 3명, 수의예과 3명), 경영대학(경영학부) 8명, 공과대학(건설공학부 4명, 산업시스템공학부 4명, 재료

공학부 4명, 응용화학공학부 4명, 전기전자공학부 4명), 농과대학(농업공학부 4명, 응용화학식품공학부 2명, 축산과학부 5명) 등 총 86

명을 모집한다.

  교과성적 우수자(인문계 고교) 지원자격은 지정 교과의 1, 2학기별 과목 계열석차 10% 이내이다. 단 농업공학부(공업계, 농업계 고)

와 응용화학식품공학부는 30% 이내, 축산과학부(인문계 고교 자연과정 및 농업계 고)는 40% 이내이다.  

  각종 대회 수상자 지원자격은 수송기계공학부의 경우 토플성적 500점 이상, 토익과 텝스(TEPS)성적이 700점 이상인 자 또는 전국대

회 규모의 전공관련 경시대회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이다. 또 민속무용학과는 대학단위 무용대회와 동아 무용콩쿨, 한국방송공사 무

용콩쿨,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전주대사습놀이 및 각종 무용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자이다.

  전형요소별 배점은 교과성적 우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800점(80%), 면접고사 중 품성 및 태도를 보는 제1영역은 80점(8%), 제2영

역(전공수행 기초능력)은 120점(12%)이며 각종 대회 수상자는 제1영역 80점(8%), 제2영역 120점(12%), 수상경력 800점(80%)이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은 1학년(40%)과 2학년(60%)으로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를,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을 반

영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성적 80%, 출결성적 20%로 반영한다.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12과제 선정

 

  우리 대학교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2001년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연구에서 교수 12명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총 2억 8천

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이번 연구과제 선정은 작년 12월 164개 대학 1,526과제를 접수받아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장비의 지원의 타당성, 

적정연구비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종합평가를 거쳐 464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 및 연구과제명,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구인선(사범대·과학교육학부) 교수 : Cinnamy halides의 친핵성치환방응에 대한 연구 - 천8백만원  

  △김명옥(자연대·생명과학부) 교수 : 도파민 분비이상 기전연구 세포이종이식에 의한 도파민관련질환 치료법개발 - 4천9백만원 

  △김성재(해양대·토목환경공학부) 교수 : 입자성 물질의 해양생태계 중에서 전기동력학적 거동 - 천4백만원 

  △김영복(농대·농업공학부) 교수 : 태양력을 동력으로 한물펌프개발 -2천만원  

  △마대영(공대·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초음파분무법으로 제조한 ZnO막의 불순물 첨가에 따른 구조적, 전기적 및 가스감지 특성변화 

연구 - 천9백만원 

  △서숙재(자연대·생명과학부) 교수 : 흰불나방에서 재조합 아포리포포린Ⅲ에 의한 면역 활성증가와 곤충방제 응용에 관한 연구 - 천9

백만원 

  △심영재(공대·재료공학부) 교수 : 침전-증발법에 의해 제조된 리튬이온 2차 전지용 LiMn2O4 양극재료 분말 특성 조절 - 천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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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찬(수의대·수의학과) 교수 : 한우 발성음 및 행동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6천만원 

  △임동민(공대·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협대역 디지털 무선 트랜시버의 구현을 위한 심벌 타이밍 및 방송파 알고리즘 개발 - 천7백만

원 

  △최명법(의대·의학과) 교수 :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신경펩티드와 두통과의 관계 - 2천만원 

  △최용갑(자연대·수리과학부) 교수 : 가우스과정 및 관련 된 확률가정들의 극한 이론과 그 응용- 천2백만원 

  △한창덕(식물분자생물학및유전자조작연구소) 교수 : 수도 SNFI(sucrose - nonfermenting) 유전자를 통한 당의 신호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천9백만원

 

경상남도 생명공학 26과제 중 우리 대학교가 9과제 선정

 

  우리 대학교가 경상남도에서 선정한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과제 26과제 중 8과제에 선정되었다. 

  경남상도는 1·2차 서면심의와 3차 공개심의를 거쳐 의약 3, 식품 4, 미생물 6, 축산 4, 농수산생명 5건 등 22개 과제를 비롯해 특허 및 

시장성 불확실 과제 4건에 대해 연구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모두 2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지난해 11월 생명공학기술 산업화과제를 공모한 결과 도내 대학·연구소·바이오 기업체로부터 74건의 과제를 접

수받아 산업화 가능성과 다른 연구과제와 유사 중복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으며 1차 48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서면심의에서 29개 과제로 압축시켰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학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30명을 심의위원으

로 위촉해 실시한 심의에서 그동안 기업 및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통한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던 기술들을 산업화·실용화 가능성과 마케

팅 전략, 기대효과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고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과제별 연구개발비를 사정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부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특허획득 및 

시장성 확보 등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정계획서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기술지원 과제 22건과 올해 선정한 26건을 중심으로 창업이 가능한 과제를 엄선해 국내 바이오 관련 대

기업 및 창투사를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자본유치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김정환(농대 식품공학) 교수 - 박테리오신 생산 유산균을 이용한 고품질 김치제조기술 개발

허종수(농대 농화학) 교수 - 중금속오염 폐수처리 미생물제재 개발 및 산업화

김곤섭(수의대 수의학) 교수 - 유기축산을 위한 한방사료 보조제 개발

고영두(농대 축산과학부) 교수 - 두충잎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

정덕화(농대 식품공학) 교수 - 면역기술을 이용한 수출입식품 유해잔류농약 키트 개발

정병룡(농대 원예학) 교수 - 초롱꽃의 미세번식과 왜회유전자 도입 형질전화 식물체 개발

김남길(해양대 양식학) 교수 - 긴잎 돌김과 잇바디 돌김의 교잡 유전자 조작 신품종 육성

장기철(의대 약리학) 교수 - 지리산 약초로부터 관절염 치료제 개발

하영래(농대 응용화학식품공학부) 교수(HK바이오텍 김정옥) - 버섯 균사체를 액체배양방법을 이용한 항암성 올리고당 생산

 

자매결연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활발 

 

  우리 대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이들 대학과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등 국제화시대

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언어능력 시험성적과 전학년 평균평점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해 1년 간의 교류를 갖는데, 지난해 미국 피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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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주립대학 항공기계학부 4명 등 모두 15명을 파견했다. 또 일본 키타미 공업대학 등 4개 대학에 18명, 중국 화중이공대학에 6명 등 모

두 39명의 교류학생을 파견했다. 

  또 올해는 피츠버그주립대학에 영어전공, 외국어교육과 등 8명을 파견하였으며, 영국 셰필드대학과 피츠버그주립대학, 일본 나고야대

학·동경수산대학·시마네대학·오사카경제법과대학, 중국 화중이공대학·청도대학 등에 국제교류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연수를 통해 어학을 익혀온 데 비해, 교환학생 교류는 보통 1년 단위로 학점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돼 파견학생들이 현지에서 얻은 학점을 대학이 정규학점으로 인정해 주면서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감각을 익히고 있어 교환학생 희

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취업교육 특별강좌 개설

 

  취업보도부는 취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3월 20일(화) ∼ 5월 18일까지 취업희망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특별강좌"를 실

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강좌는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및 적응,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 및 태도 함양, 능동적 

진로개척 능력과 태도 육성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진로설정, 개척, 올바른 직업관 확립, 업종선택, 기업선택, 여대생 취업전략, 21C 유망직종(자격증), 취업준비 요

령, 정보수집, 취업서류 작성, 이미지 관리, 면접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3. 20 ∼ 4. 12일, 4. 18 ∼ 5. 18일 2회 차로 나뉘어서 매주 2일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교양학관, 언어교육원에

서 교육, 강의 및 실습교육을 한다. 수료자는 "취업교육 수료증"과 취업추천(알선)에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일 시 장 소 강 의 주 제 시간(방법) 강 사

 1

회 

차

3.20 4시 17-260 나의 진로설정과 개척, 대학생의 자기개발 및 정신자세 2(강의) 전문강사

3.22 4시 17-185 여성의 취업과 특성, 대졸 여성 유망 직종 분석 2(강의) "

3.27 4시 17-260 효율적인 입사서류 작성 및 평가(국,영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강의,실습) "

3.29 4시 17-185 인적성 직무능력검사의 이해와 실제(무료검사) 3(강의,실습) "

4. 3 4시 17-260 자기연출 및 화술법, 직장 예절 및 코디네이션 2(강의,실습) "

4. 6 4시 17-185 면접형태와 유형별 준비(대책) 2(강의) "

4.11 3시 22-110 실전모의 면접 2(실습) 인사부장

4.12 4시 17-185 외국계 기업현황과 입사전략, 유망중소기업 현황과 입사, 창업 2(강의) 전문강사

 2

회

차

4.18 4시 17-260 21세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취업전략(진로개척) 2(강의) "

4.20 4시 17-185 효율적인 입사서류 작성 및 평가(국,영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강의,실습) "

5. 2 4시 17-260 일과 직업의 의의와 종류 올바른 직업관, 21세기 유망직종 분석 2(강의) "

5. 4 4시 17-185 기업채용 및 형태별 입사전략 2(강의) "

5. 9 4시 17-260 면접 형태와 유형별 준비(대책) 2(강의) "

5.11 4시 17-185 자기연출 및 화술법, 직장 예절 및 코디네이션 2(강의,실습) "

5.16 4시 17-260 인적성 직무능력검사의 이해와 실제(무료검사) 3(강의,실습) "

5.18 3시 22-110 실전 모의 면접 4(실습) 인사부장

  참가신청은 취업보도부(학생회관 4층)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751-5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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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기념관 공사 2년만에 재개 

 

  지난 98년 중단된 경상대학교 남명기념관 건립공사가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재개된다.

  2년여동안 공정률 80% 상태에서 중단되었던 남명기념관은 조옥환(㈜부산교통) 사장 후원금 7억, 김장하(남성당한약방) 회장 후원금 

1억, 경상남도보조금 5억, 자체예산 1억7천 등 총 14억7천만원의 자금으로 4월말까지 공사계약을 발주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

할 계획이다.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남명선생 5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남명탄신5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완공된 남명기념관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故 이정한 총장 사적비 제막식 및 유작 봉정식

 

  朝溪 이정한 박사 기념사업회(회장 박충생 총장)는 4월 5일(목) 11:00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조계마을 이총장의 생가에서 제3대 총장

을 역임한 故 이정한 박사의 사적비 제막식과 유작 봉정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정한 著 『농업경영과학론』과 생전에 남긴 산문과 추모의 글들을 모은 추모집 『조계마을 대쪽사람』등 두권의 유

작을 발간하게 되었다.

  현재 박충생 총장과 농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추모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재단 설립, 사적비 건립, 유작

집, 추모집 발간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식목일을 맞이하여 사적비 건립과 유고집, 추모집 발간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된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유족 측에서 대지와 임야를 현물로 출연하였으며, 기념사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현재 1억 5천만원 

정도가 모금되었다. 

 

식목일 행사 

 

  우리대학교는 제 5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3월 24일(토) 10:00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산림과학부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

여 936본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번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우리대학교 본부 뒤편 운동장에 교목인 느티나무 56본을 가로수로 심었고, 칠암동 캠퍼스 주차

장 부지에 사철나무 380본으로 울타리를 세웠다. 또 산림과학부 교수 및 학생들은 마산시 회원구에 있는 우리 대학교 연습림에 편백 

500본을 실험목으로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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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행정대학원 제21기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식

 

  경영·행정대학원은 3월 9일 16:0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하여 보직교수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최고관리자과정생 박창명(제205 특공여단장)육군준장 외 51명

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최고관리자과정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교육적 여망과 폭넓은 

인간관계 수립이라는 두 가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88년 개설되어 총 1,167명의 졸업생

을 배출하였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하여 국민의례, 원생 대표 청학동 김봉곤(무양당 예절

학교) 훈장의 선서, 총장 치사, 원장 식사, 경상대학교 총동창회장 축사, 보직교수 소개, 폐식사

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최고농·수산업경영자과정 입학식

 

 제8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제7기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3월 9일(금) 11:00 본관 5층 대회

의실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오경삼 농수산국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생 김희조 

외 87명,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생 박상해 외 39명이 참석하여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두 과정의 운영목표는 농·수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수산업 관련 기초지식, 과학적 방법, 첨

단산업기술, 혁신적인 경영기법, 최신 정보 등을 학습시킴으로써, WTO 체제하의 개방화와 세

계화에 대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

는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자과정은 '94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799명을 배출하였으며, 수산업경영자과정은 '95

년 개설되어 234명을 배출하였다.

 

국회도서관과 지식 정보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교와 국회도서관은 3월 2일 양 기관간 지식정보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300만여 건의 서지데이타와 1,800만여 쪽에 이르는 원문(Full-

text) 정보를 우리대학교 도서관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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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의 원문DB는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12만 건, 정부간행물 5,500

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1,100종이 축적되어 있으며, 기타 세미나 자료, 고서, 해외소재한국관

련자료 등 총 30여만 권의 원문 DB가 구축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원문데이터의 자료 

전송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 국회도서관에 소장자료 원문복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해당 도서관

에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바로 우리도서관에서 전송 받을 수 있다. 기타 

이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도서관 전자정보실(구내 : 6556 ) 또는 "검색전용 프로그램 설치 

자료실"로 문의. 

 

(검색전용 프로그램 설치장소)

1. 중앙도서관 3층 사무용 PC 1대

2. 법과대학 법학도서관 사무용 PC 1대

3. 학술정보관 전자정보실 사무용 및 열람용 PC 2대

4. 학술정보관 3층 동양간행물실 사무용 PC 1대

 

전국대학교수회 회장단회의 및 영남지역 교수회 회장단 연석회의 

 

  전국대학교수회 회장단회의 및 영남지역 교수(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4월 21일(토) 오

후 2시, 영남지역의 공동회장(서원명, 경상대 농업공학부)을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

되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민주성·미래지향성을 확립하여 대

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월에 창립된 전국대학교수회는 일천한 년륜에

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교육 및 대학문제와 관련하여 언론, 국회, 정부, 특히 교육인

적자원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수 대

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개별 교수들이 실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전국대학교수회는 월례 정기회장단회의와 함께 지역권역별 각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전국대

학교수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4월부터 5개지역 권역별로 순회하여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번 4월 월례회는 영남지역 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과 전국대학교수회 회장단과의 연석회의

를 영남지역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대학교수회는 연석회의에 앞서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는 ▲대학자치와 교권의 총체적 

위기 극복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및 대학의 정상화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 및 획기적

인 지방대학육성대책 수립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회 및 각 대학 교수회의 의사결정기구화  ▲

전국대학교수회의 대학정책 결정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천 계획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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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 계약제·연봉제 시행 철회를 위한 국공립대학 총장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전국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 협의회 정기총회

 

  2001년 전국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경상대학교외 14개 대학 공동

실험실습관장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양일간 우

리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공동실험실습관장 협의회는 대학간 정보교류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용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

한 토론 및 협의를 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양민석 공동실험실습관장이 이번 총회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전국 대학

에서 선두적인 입지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

 

  박물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가가 부여하는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되었다.

  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

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학예사의 자격요건은 학예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경

력, 실습경력,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입주식 및 인터넷 기반 기계산업 및 원격교육 워크샵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GTIC)는 4월 27일 14:00∼19:00 사천시 소재 우리 대학교 산학

협동연구단지에서 입주식과 제1회 인터넷 기반 기계산업 및 원격교육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GTIC는 산업자원부, 경상대, 진주산업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약 60억원의 현금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GTIC는 우량벤처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진주사천 지역을 자동차, 항공

기, 일반기계, 농기계 등의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로 발전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입주식에서는 ABIM 등 6 개의 벤처기업과 대명공업 등 2 개의 기업체 연구소가 입주하

였다. 특히 입주식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금형회사인 나라M&D, 대명공업 등과 GTIC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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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조인식이 있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GTIC는 지역기업체 및 특화분야 기업체와 지속

적으로 협력관계를 체결해 나갈 것이다.

   입주 기업체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금형,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

업체이므로 고급인력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주사천 지역 기업

체의 기술혁신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대학교 산학협동연구단지가 정리

되면, GTIC의 장비와 입주 벤처기업을 활용하는 첨단부품산업체의 입주가 가속화될 것이고 경

남서부 첨단부품단지 조성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학교가 산학협동연구단

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한편, 입주식에 이어 제1회 인터넷 기반 기계산업 및 원격교육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

는 GTIC,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단,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

는 행사이며, 기업가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국내의 전문가 7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워크샵

에서는 기계산업과 관련한 인터넷 활용 기술과 관련 기술의 산업화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워크셥을 정례화하여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젊은 학자와 기업가간의 협력

증진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진관측소 개소식 및 한반도 관련 지진 심포지엄

 

  지진관측소(운영책임자 김우한, 지구환경과학과)는 4월 27일(금) 15:30∼16:00 32동 옆 지

진관측소에서 지진관측소 개소식을 가졌다. 

  지진관측소는 지하 60m와 30m의 시추공에 3성분 속도계와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지진관측

을 시작하였다.

  우리 대학교 지진관측소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한반도, 특히 서부 경남지역의 지진활동을 관

측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부 과제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의 「자연재해 방지기술사업」과 우리 대학교

의 지원으로 구축한 지진관측소의 개소식을 기념하는 「한반도관련 지진 심포지엄」을 가졌

다. 

  한반도 관련 지진 심포지엄으로 13:30∼15:20 좌장 박창업(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

헌철(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한국 지진관측망과 향후 계획」, 김성균(전남대 지구환

경과학과) 교수의 「한반도의 지진활동」, 조영순(기상청 지진과) 박사의 「기상청의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체계」, 윤정배(경상대 건설공학부) 교수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 진동대 실

험」, 김우한·박종찬(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의 「경상대 지진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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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파형분석」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강

 

  노인건강연구소에서는 3월 15일(목) 오후 3시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3층 대강당에서 진

주시에 거주하며 거동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주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더 젊고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노인들이 일정기간 건강전문

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획기적인 프로그램으

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주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노인들이 보다 젊고 활기차게 살기 위하여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노

인 2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2명의 노인건강전문가가 매주 2시간씩 5주 동안(총 10시간) 

대화식 교육으로 진행한다. 

  5주 동안의 교육 내용은 제 1주: 노화로 인한 변화와 성공적 노화, 제 2주: 노인의 영양, 제 3

주: 노인의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제 4주: 치매예방과 뇌기능 증진, 제 5주: 자기건강관리이

다. 

  교육기간은 3월 1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이며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기간 중에 5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장소는 인사동 종합복지회관(매주 수요일 오전 10:00-12:00), 종합복지회관 상평 분

관(매주 월요일 오후 3:00-5:00), 그리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매주 금요일 9:30-11:30) 

의 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중 한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2001학년도 제 1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는 4월 28일(토) 11시 의과대학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박충생 총장, 황영실 의과대

학장 및 하우송 경상대학교 병원장, 오현숙 간호학과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선서식에서는 정원숙 외 35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혀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였다. 이는 앞으로 갈고 닦게 될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간호인으로서의 삶을 자신과 참석

한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등불 대신 사용하고 있는 촛불은 제 몸을 태워 주

위를 밝혀준다는 희생정신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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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선서는 임상실습에 앞서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듬고 인간적인 성장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식이기도 하다.

 

G/T1000톤급 실습·조사선 '새바다호' 진수식

 

  해양과학대학은 2001년 4월 26일(목) 09:30 부산 대선조선(주) 제2부두(부산 영도 청학

동 소재)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김광홍 해양과학대학장, 강일권 선장, 김재동 기

관장, 대선조선(주) 안강태 대표이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조 선박 '새바다호'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진수식을 갖는 실습·조사선 '새바다호'는 총톤수 1000톤급에 108명이 승선 할 수 있

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총사업비는 약 17억 규모이다. 

  오늘날 해양자원은 육상자원의 유일한 대체공급원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서서히 도래하는 해양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개발사업을 첨단사업으로 인식

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육상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춘 우

리나라에서도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그 이용에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며, 그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보존하고 연구 개발한 유능

한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수·해양 산업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더욱더 유능한 수·해양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첨단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산계 대학의 특성상 승선실습,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실습·조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대학교에서 현재 운항중인 새바다호는 선령 35년된 노후된 선박으로서 학생 승선실습

시 예상되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해양산업분야의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새바다호를 대체할 신조 실습선의 건조가 절실하였다.

  이에 '96년부터 대체 실습선의 건조의 필요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게 되었고 '98년 

990톤급 실습·조사선 건조 설계를 착수하여 2000년 5월부터 건조사업 착공 및 2001년 8월 

준공 조건으로 전체공정 중 이번 4월 26일 진수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대학교 실습·조사선 새바다호는 해상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수·해양분야 교육효

과 증대, 남해안 해양산업연구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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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척추융합시스템 이용 디스크 수술  

 

 경상대병원은 국내 대학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체내에서 팽창하는 「척추 융합시스템」

(Expandble Spinal Fusion System:SFS)을 사용한 수술을 시행, 척추디스크에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FS는 피부절개 없이 경피적으로도 삽입이 가능한 비침습적 기구이며 최신 최첨단 척추수술

기구로 척추외과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병원 신경외과장 마이클 타우

버 교수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에 사용되는 척추체 융합기구들은 직경이 10㎜ 이상으로 부피가 커 척추체 사이 삽입때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았으나 SFS는 삽입전에는 외경이 불과 5㎜에 불과해 신경손상의 위험

이 전혀 없고 일단 삽입한 다음에는 기구를 확장시켜 15.5㎜까지 팽창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척

추수술기구이다.

 한편 경상대병원은 이 기구의 개발자인 마이클 타우버 교수를 초청, 척추통증센터 김은상 교

수팀과 23일 오후 만성디스크질환 환자인 김모(64)씨에 대해 SFS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 성

공적으로 끝냈다. 

 

경상대병원 6개 시·군 심장병 무료진료 실시

 

 경상대병원은 경남도 후원으로 심장병 무료순회검진을 2001년 3월 13일부터 4월 24까지 진

주시를 비롯해 도내 6개 시·군에서 흉부외과와 내과 소아과 교수 등 7명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매년마다 실시하는 심장병 무료검진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환

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아울러 환자 가정에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며 치료를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장병 무료순회검진 인원 1만 303명 중 1차 유소견자 89명을 정밀검사하여 6명

이 심장병환자(2차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그 중 2명이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아 새 삶

을 찾았고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매년마다 무료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소아. 청소년 클리닉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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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병원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이 개설됐다.

 이 클리닉은 정서적, 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적응하지 못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습상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치료팀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 언어 및 특수교육 교사로 구성돼 개별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에 따라 차별 치료과정이 적용되며 인지치료, 행동수정치료, 놀

이-심리치료, 컴퓨터 모델을 통한 주의력 증진치료 등을 개인 및 집단치료 상황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물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이 지역에서 개설된 것은 경상대학교병원이 처음으로 문제성을 

보이는 유아 또는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에게 전문치료의 길이 열려 학습능력 증진과 함께 이들

의 탈선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경상대학교병원과 국제로타리(진주선학), 중국 길림성 연길시 거주 조선족대상 무

료의료

 

  경상대학교병원과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 선학로타리에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

일까지 2일간 중국 길림성 연길의원에서 연길시 거주 조선족에게 무료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

였다.

  30명의 의료봉사팀(경상대학교병원 25명, 진주선학로타리 4명, 한마음 선원 1명)은 내과 

외 6과의 진료팀으로 구성하여 2일동안 중국 연길시 거주 조선족 1,162명(내과 : 287명, 일반

외과 : 44명, 정형외과 : 153명, 신경외과 : 238명, 흉부외과 : 196명, 안과 : 112명, 이비인후

과 : 132명)에게 진료하고, 준비한 의약품(Heineomega 180외 70여종, 안과약의 90여종, 진

료재료 30여종)으로, 간단한 처치와 상병명에 따라 처방약도 3∼28일분을 조제하여 주었다.

이번 의료봉사팀은  경상대학교병원 불자모임인 보련회,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선학로타

리, 진주약사불자모임인 한마음 선원에서 참가하였고 진료에 필요한 재료 및 약품과 여비는 자

비로 부담하여 중국 조선족에게 훈훈한 정을 전해 주었다.

 

제4회 경남산업기술박람회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7개 대학(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밀양대학교, 진주산업대

학교, 양산대학, 남해전문대학)과 117업체가 산학연 경남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제4회 경남산업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08/208-2.html (8 / 9)2009-12-29 오후 4:32:00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8차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창

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되며, 매년 평가를 거쳐 기술개발 등 활동이 뛰어난 기업, 교수에게 표

창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4년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을 활발히 수행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대통

령상, 우수컨소시엄 2회)을 드높인 박준일(건설공학부)교수가 교직원 부문에, 「TDA합성 제

조 공정개선(연구책임자 : 권순기, 응용화학공학부)」이란 과제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주)대

림화학의 김명신 대표가 기업인 부문에서 표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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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최고위원 「21세기의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관한 특강

 

  교육대학원은 4월 21일(토) 15:00 언어교육원 대강의실에서 교육대학원 원우회 주관으로 

새천년 민주당 이인제 최고 위원을 초청하여 200여명의 교육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을 개최하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특강에서 「21세기의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관한 주제로 “우리나

라의 어린이 교육은 한 학급에 40~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경영에 비교할 때 다품종 

소량생산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21세기 우리 교육은 이제 과거의 틀에서 벗

어나 최소한의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자신의 교육

론을 제시하였다.

 

서창수 다산벤쳐 부사장 특강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관리자과정에서는 3월 7일(수) 19:00∼21:00 최고산업관리자과정교육

실(34동 211호)에서 서창수 다산벤처 부사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최고산업관리자과정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서창수 부사장은 40

여명의 최고산업관리자과정생,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벤처기업 관련 주요 이

슈」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서창수 부사장은 우리기업의 고민들, 전통기업과 미래기업, 벤처기업의 문제

점, 기업의 자금조달, 정책자금의 활용, 기업의 불만, 우리나라 VC의 문제점, 투자유치에 관한 

요령, CEO의 가치와 중요성, MNA의 올바른 이해, 성공기업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

을 하였다.

  서창수 다산벤처 부사장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업진흥청의 행정관리과장, 국제표준

과장, 중소기업청의 조사평가담당관, 창업지원과장, 벤처정책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

괄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다산벤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규환(대우종합기계) 품질명장 초청 특강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관리자과정에서는 2001. 4월 10일(화) 19:00∼21:00 공과대학 39동 1

층 멀티미디어실에서 대우종합기계 김규환(MBC 성공시대 2001. 1. 14 출연) 품질명장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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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 「목숨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산업관리자과정생, 교직원, 학생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규환 품질명장은 국민학교도 다녀보지 못했고 5대 독자 외아들에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

살에 소년가장이 되었다. 기술 하나 없이 25년 전 대우 중공업에 사환으로 들어가 마당 쓸고 

물 나르며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김규환 품질명장은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번, 발명특허

대상, 장영실상을 5번 받았고 1992년 초정밀 가공분야 명장으로 추대되었다. 어떻게 우리나라

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고 명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다.

 

나라첨단과학대 총장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단장 조무제)은 5일 오전 10시30분 공동실험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일본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NIST) 야마다 야슈유끼 총장 초청세미나를 가졌다.

　이번에 초청한 야마다 야슈유끼 총장은 PNAS 멤버이며 식물조직 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분

야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Science and Society」라는 제목으로 생명과학의 현주소 및 

인간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야마다 총장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몇몇 과학자들의 연구생활을 소

개하며 대학원생과 젊은 과학자들이 갖춰야 할 연구자세와 앞으로 인류미래를 위해서 과학자

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했으며 NIST의 연구시설, 기숙사, 장학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상대 BK21 사업단과의 상호협력을 강력히 희망했다.

　NIST는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이 있는 대학으로 일본의 생명과학분야를 대표하는 대학원 중

심대학으로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학이다. 

 

일본 아쿠다카와상 수상한 재일교포 이회성 작가 초청 강연

                     

  인문학연구소는 5월 3일 15:0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72년 일본 최고 문학상인 아쿠다카

와상을 수상한 재일교포 이회성 작가를 초청하여 「나의 문학에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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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이회성 작가는 1935년 사할린에서 출생해 일본 와세다 대학 문학부 러시아 문학과

를 졸업하고 조선 총련 중앙교육부 조선신보사를 거쳐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1964년 ‘동트기 전’으로 제1회 통일평론상을 수상했으며, ‘다시 두번째의 길’로 제12

회 군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1972년‘다듬이질하는 여인’으로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제66회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했다.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에서는 3월 22일(목) 16:00-17:00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

구소 소세미나실(33-407)에서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를 초청하여 고구마 퍼옥시

다제:세포주선발에서 프로모터 개발까지(Sweet potato peroxidases: from cell line 

selection to promotor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BK21대학원육성사업단은 4월 16일(월) 15:00-16:00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

연구센터 소세미나실(33-407호)에서 김경태(일본 국립기초생물학연구소) 박사를 초청하여 

Genes for controlling polarities in leaf development 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이번 김경태 박사 초청세미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잎은 광합성을 수행하는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식물의 형태, 나아가서는 그 다양성을 밝히

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Arabidopsis의 돌연변이체

를 연구재료로 사용하여 발생유전학 및 분자유전학적인 해석 방법을 도입함으로서 복잡한 잎

의 형태형성과정을 단순화하여 새로운 발생기작 들을 해명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1) 잎의 길이 방향과 폭 방향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작이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

된다는 내용, (2) 이들의 제어에 관련된 극성조절(axial polarity, phyllotaxy, 

dorsoventrality, and transverse-longitudinal polarities) 유전자의 cloning, (3) 이들 유전

자에 의하여 조절되어지는 잎의 형태 형성에 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더불어, 잎의 형태 형성

과정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산물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는 3월 17일(토) 오전 10:00 공동실험실습관 2층 세미나실에서 「농

산물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관계자 및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농민 및 농산물전자상거래 관련인 20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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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회장 양만근)는 경남지역의 농업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2000년 2월 

발족되었다. 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농업인 스스로가 그 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

한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는 그 두 번째 걸음으로 현실성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산물의 인터넷 마케팅을 경험하는 농산물의e-business에 초점을 맞추었

다. 농업분야의 정보화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의 판매와 고객관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

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송유한(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김경덕(농촌경제연구

원) 박사의 「농업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  김채주(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과장

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문제점 및 쇼핑몰(a-peace.com) 활용방안」,   이정규(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교수의 「회원농가 공동 인터넷 마케팅 방안」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주제토론회

를 개최했다.  

  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이정규 교수(농업정보 119 책임교수,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 운영위

원)는 농업정보 119 방문교육농가, 경남지역에서 농업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분, 관련기관, 대

학 교수님을 초청하여 경남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고 명실공히 경남농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농가, 대학, 연구소, 관련기관, 정보화관련 업체가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자 2000년 2월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2000년 8월 1차 심포지엄을 성

황리에 마쳤다.

  이에 힘입어 2차 춘계 심포지엄(주제: 농산물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회원농가 공동 인

터넷 마케팅 방안」의 주제로 경남농업정보화연구회 회원 농가의 농산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방안, 회원농가 공동캐릭터 제작,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분쟁해결 등의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연기관 배출물 저감대책 워크샵 

 

  수송기계공학부 동력공학연구실은 3월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부와 우리 

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주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 제2회‘내연기관의 배기 배출물 저감 

및 성능개선 대책기술’에 관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워크샵은 산업체와 연구소, 학교 등 내연기관의 여러 관련분야에서 평소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내연기관의 열

효율과 내구성 및 신뢰성 향상, 배기 배출물 저감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워크샵을 주관한 배명환(수송기계학부)교수는 이날 발표에서“디젤기관은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정도가 가솔린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아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 대한 주오염원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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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돼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열병합발전, 건설기계용, 선박용 등의 디젤기관에

도 배기규제가 시행 또는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디젤기관의 존립자

체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교수는“디젤기관이 동력원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열효율과 내구성, 신

뢰성 등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CO2의 배출량이 적어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

화 억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동력원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또한“이러한 이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제로서 디젤

기관에서 배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

다”며“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에 의존하는 한 이들 오염물질은 그 발생원인 연소과

정에서 저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기 후처리방법을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회과학연구소 「세무부패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과「김철의 정치경제사상」
에 관한 월례발표회

 
  사회과학연구소는 3월 20일(화) 오후 4-6시 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25동 145호)에
서 전태영(경영학부) 교수의 「세무부패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 전태영 교수는 국세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연구 주제로 다루어 
"세무분야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부패 없는 세무행정의 구현은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무부패
의 완전한 추방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부
패통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패의 일반 이론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된 요소들을 참조하여 세무부패
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130개 상장회사의 세무담당 임직
원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세무부패에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요소를 살펴보
면 세무행정의 기술적 측면이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감독이 철저할수록 부
패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 영향력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패통제에 전략적인 요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납
세자의 세금부담과 부패공무원에 대한 벌칙,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요소인 납세자와 공무원의 접촉빈도, 납세자의 위험선호 성향, 
납세자에 대한 규제, 세무대리인의 성향, 정보불균형은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 10일(화) 오후 4시- 6시 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25동 310호)에서 장상환(경
제통상학부) 교수의「김철의 정치경제사상」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월례발표회에서 장상환 교수는 엄혹했던 1960-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치하에서 사회
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도입 전개하려 했던 김철 사상의 현재적 의의와 한
계 등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영어영문학과는 4월 21일(토) 13:30∼19:00 언어교육원(27동) 301, 303, 304호 강의실에
서 2001년 봄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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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영미어문학회(황소부, 경상대 영어영문학과)는 영어학·영문학을 전공하는 300여명의 회
원들의 모임으로 세미나, 저널지 연구발표, 학회 연구발표 등의 학술활동 및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학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장대학으로써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 '99년도 봄 학술대
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희곡, 시·소설, 어학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희곡분야는 14:00-16:50 301강의실에서 최대해(대신대) 교수의 사회로 이인직(경일대) 
교수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순어법 효과」에 관한 주제발표와 구본철(동국대) 교수의 토
론, 황미향(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조미원(경남대) 교수의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윌리 
로만의 꿈」에 관한 주제발표와 강재원(밀양대) 교수의 토론, 안종훈(진주보건대) 교수의 사
회로 진광현(울산대) 교수의 Judicial Control of Sexuality in Measure for Measure에 관
한 주제발표와 이봉환(진주산업대) 교수의 토론 등이 펼쳐졌다.
  시·소설분야는 14:00-16:50 303강의실에서 박영원(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오길영(충남
대) 교수의 「James Joyce 소설론 : Realism과 Modernism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관한 주
제발표와 민경택(충남대) 교수의 토론, 이명균(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이길동(경남대) 교수
의 「세바스천 나이트의 참인생에서 패턴으로 태어난 자아」에 관한 주제발표와 김길수(경상
대) 교수의 토론, 진용우(진주산업대) 교수의 사회로 이태숙(경상대) 교수의 「Sweeney 
Agonistes에 나타난 문화비평」에 관한 주제발표와 문인주(경상대) 교수의 토론 등이 펼쳐졌
다.  
  어학분야는 14:00-16:50 304강의실에서 강신홍(군산대) 교수의 사회로 이정님(전북대) 
교수의 「EFL에서 영어교사의 문화관련 어휘인지에 관한 연구」에 관한 주제발표와 손장진
(우석대) 교수의 토론, 심민수(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김애령(경남대) 교수의 「Two 
Features on Complementizer」에 관한 주제발표와 전영철(경남대) 교수의 토론, 임상봉(진
주교육대) 교수의 사회로 손병룡(경상대) 교수의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유귀열(경상대) 교수의 토론 등이 펼쳐졌다.
 

에너지기술개발 워크샵
 
  에너지기술개발교류회는 4월 20일(금) 14:00-18:00 통영캠퍼스 수송기계공학부 멀티미디
어실(공학관 3층)에서 2001년 춘계 에너지 기술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에너지기술개발교류회(회장 정한식, 경상대 선박기계공학과) 주최, BK21 지
역대학육성사업단 주관,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후원 등으로 개최되었다.
  에너지기술개발교류회는 우리 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의 지원과 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2000년 10월 창립되었다. 20개의 참여기업을 비롯한 기업, 교수, 대학원생 등 50여명의 회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컨소시엄 구성, 기술혁신과제 참여, 산학협동연구, 산학교류회, 홈
페이지 제작지원, 에너지기술개발정보지 발간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사업들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어 산학협동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산학 협동의 결실을 만
들어 나가면서 더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산학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상호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마련되었으
며,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업에 직접 관련이 되는 기술개발 내용이 발표되었고, 기기전시회, 산
학교류회도 겸하였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발표1은 좌장으로 박진희(㈜ 세코) 부사장, 전지대 (㈜ 부풍) 차장의 
「 신개념의 전기 온풍기 개발」, 최규평(㈜ 유성플렌트) 상무이사의 「LNG냉열을 이용한 응
용기술」, 이두수(㈜ 부광) 기술이사의 「열기기 제품개발에서의 AL 용접기술」, 주제발표2
의 좌장으로 정용길(경상대) 박사, 임화섭(㈜ 나노) 대표이사의 「실내 열환경 유지를 위한 경
량 도어 힌지 개발」, 송성암(㈜ 세코) 부장의 「에너지 절감기술과 적용 사례」, 이규정(㈜ 서
룡기계) 대표이사의 「유압식 TRACK JACK 개발」, 정효민(경상대) 교수의 「에젝타를 이
용한 냉각기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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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경남지역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윤리교육과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공동주관으로 4월 18일(수) 오전 10:00∼12:00 대학본
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01년 민주평통 경남지역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통일환경 모색」이라는 주제로 교수, 
통일문제 전문가,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황두환(윤리교육과) 교수의 「2001년 통일정세 전망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강
연과 배문규(윤리교육과 4) 학생의 「남북정상 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통일환경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연이어 박선진(윤리교육과 3), 김성현(윤리교육과 2) 학생의 지정토
론회와 황두환, 김용대 교수의 논평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우리 대학교는 2001년 4월 13일∼14일 양일간에 걸쳐 200여명의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한국항공우주학회(회장 조태환, 경상대 항공기계공학부) 춘계학
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항공우주학회는 우리 대학교가 회장대학으로써 사단법인 한
국항공우주학회 주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
다. 
  세부일정으로 4월 13일(금) 14:30∼17:00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개발 및 생산현장
과 공군 비행단 내의 비행시험 시설에 대한 산업체 방문을 하였으며, 4월 14일(토) 
09:00∼17:00 공과대학 39동 공학관에서 박충생 총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의 임인택 사장의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일본 동북대학의 Akihiro Sasoh 교수
의 Laser-Driven  In-Tube Accelerator  :  Reusable Space Launch System 에 관한 특
별강연이 있었으며, 아울러 144편에 달하는 회원들의 논문 발표와 항공우주 관련 기기 및 도서
전시가 있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조태환(경상대 항공기계공학부) 회장은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항
공기의 양산 및 국내배치와 해외 수출이라는 큰일을 이루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
것을 계기로 우리의 항공 산업이 세계적인 항공산업으로 도약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반과 경
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착하려면 우리 항공학도들이 맡은바 각 분야에서 꾸준히 성실하고
도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진주-
사천 지역에 위치한 경상대학교에서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
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항공우주에 관한 학문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학술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회지, 논문집 및 전문도서의 간행,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기타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학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산·경남지회 학술발표회
 
  3월 16일(금) 15:30 건설공학관 멀티미디어실에서 2001년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산·
경남지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김경환(본지부 지부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최열, 장현창, 서
만훈(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이 변화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최열, 최진아(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노인주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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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입지 결정 요인 분석」, 윤철현, 허재령(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부산시 정주인
구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문태헌, 최창영(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셀룰러 오토메
타를 이용한 도시 성장 모델링」의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지구환경과학과 남극세종기지와 우리나라의 남극연구에 관한 초청세미나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4월 20일(금) 오후 2시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최문영(한국해양
연구원) 박사와 조형래(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본부)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세미나 주제는 최문영 박사의 「남극 세종기지와 우리나라 남극연구」 및 조형래 
박사의 「하성퇴적층의 아키텍처분석과 순차층서학적 해석」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최문영 박사는 "남극 연구는 지구환경 변화, 남빙양 생물 자원의 적정개발, 환경 보존 및 관
리, 극한치 생물의 생존, 지질 진화, 우주 과학, 극한지 과학 및 지원기술, 기초 과학 실험실 등
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종기지 주변의 육상 및 해양 
환경을 중심으로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점차 연구분야 및 지역을 확대 및 심
화하여 최근에는 웨델해 지역 및 남미 남단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연구 분야 중 
남극 지질 분야 연구는 남극반도 북부 지역의 지질 환경과 자원 특성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행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래 박사는 한반도의 남동부에 분포하는 경상분지 퇴적층은 초기 백악기에 하천 및 호수
환경에서 형성된 지층으로 큰 규모의 노두들로 잘 드러나 있어 아키텍처분석의 좋은 기회를 제
공한다. 구성요소 분석 결과, 하도에는 소규모 Bedform들이 우세하였고 사주의 발달이 미미했
던 것으로 해석된다. 두 층서단위에서 상위로 감에 따라 하도사암체의 아키텍처가 변하는 현상
과 함께, 하도사암체의 비율과 충적평원 퇴적체의 퇴적상분포도 변화한다. 즉 하도사암체 비율
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충적평원의 상류퇴적상과 하류퇴적상이 분포의 확창
과 수축을 반복한다. 이러한 충서적 아키텍처는 분지의 침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퇴적
가능공간과 퇴적물공급이 반복적으로 증감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1 소호창업강좌 

 

생산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는 "21세기형 소기업창업강좌"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4일부

터 18일까지 오후 6시부터 창업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소호창업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주요 강좌 내용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창업금융지원제도의 활용전략, 벤처기업의 

등록절차 및 지원정책, 진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 창업절차와 지원제도, 인터넷 상거

래, 마케팅 전략, 회계 및 세무실무, 창업성공사례 등이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08/208-3.html (8 / 8)2009-12-29 오후 4:32:15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권영인 교수 진주YMCA 이사장 취임

 

권영인(수학교육과) 교수는 4월 26일 신임 진주YMCA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권 이사장은 

취임각오로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직원·간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회원 모집·

유지, 수익성 있는 사업 실행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주지역 주

민들은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에 호응이 적은 편”이라고 진단하는 권 이사장은 “사회단체에 

전문인이 많아야 정확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민호응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1950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77년 우리 대학교에 부임했고 2년 뒤인 79년 진주Y에 입회했다. 그동안 국제와이즈멘 진주클

럽 회장을 거쳐 현재 진주성남교회 장로,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진주캠프회장, 진주기독교윤리실

천운동 실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강희근 교수 경남 펜클럽 창립회장에 선임

 

  강희근(국어국문학과, 시인) 교수는 경남 P.E.N(약칭)클럽 창립회장에 선임되어, 3년간 경

남 펜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는 지난 4월 14일(토) 오후 3시 서울 수운회관에서 개최된 제49차 정기

총회에서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두기로 결

정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는 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인 지역위원회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전

국 15개 시·도에 지역 P.E.N을 설치하고 지역에 따른 고유활동을 통해 문학의 국제교류와 인간

성의 이상을 옹호하는 등의 국제 P.E.N 헌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P.E.N』이란 시인(P), 극작가(P), 평론가(E), 수필가(E), 편집자(E), 소설가(N)를 말하

는 것으로 국제문학단체인 국제 펜클럽의 약칭이다. 

  경남펜 회장에 선임된 강희근 교수는 "외국의 경우 펜은 국가단위보다 지역단위로 활동이 활

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활동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단위로 문

학이 국제교류에 나서고 작가의식을 일깨우고 작품의 번역에 힘을 쏟는 일은 이른바 세계화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지역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지역의 외국문학 연구자들, 전문번역

가, 본부의 번역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이다. 회원입회 자격은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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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 부여하는데 가입절차를 몰라 입회를 하지 않고 있는 문인들을 

새로이 영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펜 창립임원단 구성은 회장 강희근(시, 진주), 고문 신상철(수필, 마산), 이광석(시, 마

산), 부회장 임신행(아동문학, 마산), 하길남(수필, 마산), 운영위원 김정희(시조, 진주), 이창

규(아동문학, 창원), 차영한(시, 통영), 신찬식(시, 창원), 김복근(시조, 마산), 사무국장 김철

민(아동문학 통영) 등이다.

 

김종만·박종열·변희섭 교수 한국목재공학회 본상·공로상·장려상 수상 

      

  산림과학부 김종만(현 한국가구학회장) 교수, 박종열 교수, 변희섭 교수가 서울 임업연구원에

서 열린 2001년 목재공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각각 본상, 공로상, 장려상

을 수상하였다. 

  이번 목재공학회 정기총회에서 김종만 교수는 「내화처리합판의 열판건조에 관한 연구」로 

목구조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드높여 학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박종열 교수와 변희섭 교수도 목재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드높여 학

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공로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72년에 설립된 한국목재공학회는 목재물리, 목재가공, 목재보존, 목재화학, 펄프·제지, 목질

재료, 목재조직 등의 분과로 구성되어 한국목재공학의 학문적, 산업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치고 있는 권위 있는 학회로 이번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수상은 큰 의미를 지닌다.

 

 

방효선 교수 피아노독주회 

  방효선(음악교육과) 교수가 4월 22일 오후 7시30분 경상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피아

노 독주회를 가졌다.

  방 교수는 매년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선보인 곡목은 쇼팽의 ‘4개의 발라

드’와 슈만의 ‘사육제’로 전통 클래식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쇼팽의 ‘4개의 발라드’는 제1번 g단조 23번과 F장조 38번 등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노래

와 섬세하고 부드러움, 신비스런 음색과 하모니가 드라마틱하고 정열적이며 격정적인 폭풍우

같은 쇼팽 특유의 피아니스틱한 독창적인 세계로 드러난다.

  이번 쇼팽곡의 특징은 복합박자와 대조적인 주제, 커다란 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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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에 쓰여진 제4번 F단조 52번은 이중 가장 훌륭한 곡으로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이며 부

서지듯이 몰고 가는 코다에서 쇼팽의 풍부한 감성과 음악성의 본질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슈만이 1835년에 쓴 ‘사육제’는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속에 숨겨진 진실을 표현한 것

으로 통일감과 재미있는 성격묘사, 다양한 기교 등 슈만의 환타지를 그린 대표적 걸작품으로 

방교수의 다양한 연주기법과 섬세한 터치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백우현 교수 발명 특허 등록 및 산자부 원적외선 전문위원 위촉

 

  백우현(기초과학부) 교수의 발명이 특허 제 0292930호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백우현 교수의 발명은 「황토를 이용한 원적외선 방사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

내에서 산출되는 양질의 황토를 채취하여 결합력과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천연 무기 고

화제와 유기 고화제를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여 원적외선이 방사하는 방사체를 제조하였다.

  따라서, 백우현 교수의 발명에 따라 제조된 실내 바닥용 원적외선 방사체는 인체에 가장 친화

성이 큰 영역의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탈취작용, 흡착작용 및 항균작용에 의하여 실내공기를 정

화하여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단열 및 축열 효과가 뛰

어나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발명에 따른 실내 바닥용 원적외선 방사체를 주거 공간의 방바닥에 시공할 경우 원

적외선 방사효과로 인하여 인체와 공명 흡수하여 생체 내 세포를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

시켜 줌으로써 주거공간 내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백우현 교수는 20여년 동안 원적외선 관련 연구활동을 하면서 한국원적외선 응용기술연구회

장, 한국환경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인체에 이로운 원적외선 방사효능이 뛰어난 황토를 과학적으로 실생활에 접목해 지난 

몇 년간 '황토바람'을 일으켰다. 백 교수는 황토의 원적외선 방사체 연구와 관련한 50여편의 논

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황토를 이용한 생활자기용기 및 이의 제조방법」등 5건

의 발명 특허취득과 「미용용 황토팩 및 그 제조방법」등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한편 백 교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심의회 원적외선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

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전문분야별 전

문 위원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산업규격(KS)의 국제규격(ISO) 부합화 제

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백우현 교수는 아직까지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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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바이오세라믹 분야가 KS, ISO에 부합되도록 규격화, 표준화 작업 및 심의활동을 하게 된

다.  

 

류성기·남태현 교수 한국열처리공학회 논문상 수상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류성기(수송기계공학부 조교수)와 남태현(재료공학부 부교수)교수

가 발표한 「S45C강의 열처리변형 제어를 위한 냉각매질의 특성」에 관한 논문이 한국열처리

공학회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논문상 수상은 열처리 공학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바 크고, 한국열처리공학회에 그 

동안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공적이 지대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열린 2001년 제13

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의 「랜딩기어의 변형제어를 위한 열처리기

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의 결과이다. 

  항공기 랜딩기어의 열처리변형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물, 오일, 폴리머 솔루션 

냉각매질의 냉각곡선과 냉각속도를 고찰하고, 냉각매질의 특성을 밝혀, 최적의 열처리조건을 

구하여 각종 열처리법이 열처리 변형과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계부품의 열처리기술에 적용시키면 열처리변형으로 발생하는 불량률을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명 교수 한국농공학회 학술상 및 생물환경조절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서원명(농업공학부) 교수는 지난 3월에 개최된 한국농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

였으며, 4월 9일에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4

월 27일 13:00 단국대학교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서원명 교수는 지난 3월 한국농공학회로부터 한국의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다수의 논문 

발표와 한국의 온실구조설계 지침 및 온실 환경조절 기준 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는 지난해부터 학회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학회 우수 논문상을 제

정하고, 2000년 한해동안 게재한 논문 가운데 학회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 수상심사

위원회에서 서원명 교수의 「열회수장치에 의한 열회수 성능 분석」이라는 논문을 최우수논문

으로 결정하였다.

  이 논문은 온실의 난방시 발생되는 고온의 배출개스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난방에 활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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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성과의 일환이다.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는 '92년에 창립한 농수산(시설원예) 분야의 학회로시설공학과 시설작

물을 연구하는 50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에 가입

하여 생물생산에 따른 생산시설 및 환경조절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산학연협동의 구심점으

로서 생물생산에 필요한 제반기술 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서원명 교수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

위, 켄사스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77년부터 경상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시설원예연구소장, 학생처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상대학 교수회장과 지난 2월에 창립된 

전국대학교수회 공동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이근후 교수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선출

 

  이근후(농업공학부) 교수는 3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중강당에서 열린 제43회 한국

농공학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366명이 참석하여 

임기 2년의 회장, 부회장, 감사를 직접 선출하였다.

  한국농공학회는 농업공학에 관한 학문연구와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농공기술의 발전을 도

모하고 농공기술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1,200여명의 정회원

과 110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회지 및 농업공학에 관한 관계서적 발간,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정부 기타 단체가 하는 농공사업에 대한 협조 및 건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

장을 위한 사업, 기술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근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 

미국 Colorado 주립대학교 수자원개발과정 연수, 미국 Oregon 주립대학교 농공학과 교환교

수, 경상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교무부처장, 기획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가입 학회로는 한

국 농공학회, 한국 수문학회 등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8일 강우연구의 신기술도입과 농공기술분야에 기여한 실적 높이 평가되어 

2000 농업기반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갑열 교수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조각개인전 

 

이갑열(미술교육과) 교수가 5월 11일까지 미국 켄사스주 피츠버그대학 갤러리에서 제7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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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인전을 마련한다.

 이갑열 교수는 함안출신으로 제15회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리산 웅석봉 

아래에서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조각가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인간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아있는 새’, ‘살아있는 배’ 등 인간 삶의 근원적인 물음을 되새겨 보게 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 교수는 서울을 비롯해 미국 LA와 뉴욕, 이탈리아 등지의 초대전을 비롯해 100여 차례의 

단체전과 초대전에 참가해온 세계적인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정 교수 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이상정 교수는 4월 28일 한양대학교(안산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2001년도 정기총

회에서 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상정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0년부터 우리 대학교 건축공학과

에서 20여년간 연구활동과 후진양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건축과 농어촌건축계획에 

관련된 연구로 건축계획분야에 있어서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상정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전자계산소 소장, 공과대학 학장, 산업대학원 원장, 

교무처장,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경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진주시 정책자문, 대한건축학회 회원, 대한건축학회 농어촌계획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 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영륜 교수 유해 곰팡이를 잡아먹는 천적미생물농약 개발 

 

세계의 농업이 대량 생산체제에서 이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친환경농업에 필수

적인 새로운 미생물 농약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미생물농약은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반면 유해식물병원균만을 골라서 잡아먹고 사는 천

적미생물(곰팡이)로 만들어졌으며 제조기술 또한 세계적이어서 합성농약 일색의 농약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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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미생물농약은 정영륜(생명과학부)교수가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으며, 올해 2월 제

일그린산업(대표 최태완·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055-533-4762)에서 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은‘토리(土利·TH459)’로 명명되고 있으며 정교

수가 채취한 5만 여종의 시료중 국내 퇴비에서 처음 분리한 ‘트리코델마 하지아눔

(Trichoderma harzianum)’이라는 곰팡이가 주성분이다. 정 교수는 7년간의 생산공정 개발

과 실제 농민에 의한 여러 차례의 포장 효과실험을 거쳐 개발, 국제특허도 출원중이다. 그러나 

아직 대량생산시설(내달중으로 발효조 등 완공)이 갖춰지지 않아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지

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정교수는 국내에서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지난 76년 미생물농약 연구에 뛰어들었으며 서울대, 

미 오하이오주립대, 화학연구소 등에서 토양미생물생태학과 식물병리학을 연구하고 92년부터 

우리 대학교에 재직중이다. 정교수는 이미 여러 건의 미생물농약 특허를 획득했고 또 다른 미

생물농약 연구를 진행중이며 논에서 자라는 잡초인 ‘벗풀’을 죽이는 미생물을 찾아내 미국

의 식물병 관련 세계적인 권위지인 ‘Plant disease’에 소개되는 등 연구실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런 미생물 농약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초기 단계이며 토리의 성능

과 생산기술은 세계적”이라며 “토리의 적용범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해 스

스로도 놀랄 정도”라고 밝혔다. 

 

조무제 교수 일본 식물생리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

 

  조무제(생명과학부) 교수는 일본 후코카 소재 큐슈산업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자(Plenary Speaker)로 초청되어 「식물생체방어 기전에서의 칼슘신호전달」이라

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일본식물생리학회에서 주관한 이 심포지엄은 「식물생리학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분자생물

학적 접근(New Approaches of Molecular Biology to Understand Plant Physiology」이

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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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래·김정옥 전현직 부부교수 바이오 벤처업체 설립 

 

  하영래(응용화학식품공학부) 교수는 버섯균을 이용한 신기능성(숙취 제거, 항암, 당뇨 치료, 

다이어트제) 물질을 도내 벤처기업의 선두주자인 (주)HK바이오텍(대표 김정옥)과 공동으로 

개발해 일부 제품은 시판에 들어갔다. 또 하교수가 직접 미국에서 개발한 항암물질인 CLA의 

활용을 위해 벤처업체인 (주)한국CLA를 창업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상황버섯이나 송이버섯 등 버섯 균사체를 특수한 방법으로 액체 배양한 뒤 배양물 

속에 함유돼 있는 베타-글루칸(-glucan)과 천연CLA 등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내는 핵심 기

술을 이용, 천연버섯향료나 항암성 다당체 등의 천연향(香)과 약품을 개발 중이다.

  또 버섯재배 및 임대사업이나 종균접종, 버섯음료사업, 생리활성물질인 CLA 관련 사업 등에

도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항암 및 면역증강 작용은 물론 간 기능 보호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버섯 진액 제품 등을 개발, 약국과 인터넷 주문판매 등을 통해 판매에 들어

간데 이어 대일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세계시장이 1000억 불에 이르는 CLA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재 기술개발과 같은 

모든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7년여 동안의 대학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지난 '96년 바이오 벤처업체를 설립한 김정옥 박사

는 버섯 성분 가운데 항암 성분이나 숙취해소 성분을 중점적으로 배양해 특수기능성 음료를 개

발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이들 음료는 주문이 밀려 공장을 완

전 가동해 만든 하루 200여 상자가 모자랄 지경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지에서 다이어트 보조

식품으로 인기를 끌어 1kg에 1000만원이나 가는 CLA 즉 항암성 지방산도 국내 연구용 소재

로 곧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업은 지난 96년 자본금 3억원으로 출발한 소규모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에 불과했으나 이

제 벤처기업의 최대 자산으로 꼽히는 기술력만큼은 해당 분야에서 가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공

인 받고 있다.

회사 대표인 김씨는 경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 식품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08/208-4.html (8 / 11)2009-12-29 오후 4:32:30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뒤 부산 신라대(전 부산여대)에서 교수로 재직(90∼97년)한 천연향 분야의 권위자이다. 또 김

씨의 남편이면서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는 하영래 교수는 지난 87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식품

연구소 재직시 버섯을 이용한 CLA의 유도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관련 학계에 발표해 국내.

외에 CLA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가능토록 한 인물이다.

 

경남문화연구총서 발간 

경남문화 연구총서 1, 2권이 나왔다. 1권‘조선후기 단성 사족층 연구’2권‘근대사회 변동

과 양반’이다.‘경남문화연구총서’는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에서 경남지역 문화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하는 지역 관련 학술 도서이다.

경남문화총서 1권‘조선후기 단성 사족층 연구’는 역사교육과 김준형 교수가 집필한 책으로 

산청군 단성지역 사회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은 조선중기까지 단성에 들어온 유력 성씨들이 단성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사족가문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추적하였고, 2장은 조선후기 사회변화

에 따라 단성사족층의 정치적 입지와 향촌사회에 영향력은 약화되고, 반면에 평민층을 비롯한 

비사족층이 성장하면서 그 입지가 강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 또 3장은 조선후기 사회

변화에 따라 단성사촉층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정치적인 차원 향촌사회적 차원가문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단성사족들의 대응양상의 하나로 단성민란에서 사족

들의 역할과 민란의 성격을 살피고 있다.

김교수는 이 책에서 “조선후기 단성지역에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사족층의 대응양상이 다양

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단성지역 나름대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단성지역에서는 

사족층들이 정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 나갔다는 것이 그 중 하나”라고 했다.

2권 ‘근대사회 변동과 양반’은 사회학 역사학 한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수들

이 공동 집필한 6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경남지역의 가문(단성면 강루리 안동권씨, 신등면 법물리 상산김씨 등)을 실례로 들면

서 양반문화와 가문의식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중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정진상)’는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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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일제하까지 끈질기게 유지되어 오던 신분제 유제가 해방과 함께 뿌리째 흔들리기 시

작하여 한국전쟁으로 결정적인 해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현대사회

의 양반문화에 관한 연구:양반의식을 중심으로(지승종 박재흥)’는 경남지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양반문화의 잔영이 양반가문의식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규태 교수 작문의 길잡이 책발간 

조규태(국어교육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맞는 작문에 관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

식, 교재의 자료로 활용키 위해 지난 10여년간 학생들의 작문을 지도해오는 동안 학생들이 쓴 

글들을 골라‘작문의 길잡이’라는 책을 조구호 박사와 함께 공동 저술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작문의 이론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했

고 제2부에서는 강의하는 주별로 실제로 학생들이 쓴 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각 제재

별로 작문할 때의 유의점들을 알리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본보기가 될만한 글들을 싣고 있다.

이 책은 학생들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글을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는데, 제1부에 

있는 작문의 이론은 매시간 학생들이 쓴 글을 비평할 때 적절히 이용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자습하는데 이용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제3부에 있는 좋은 글들은 작문을 지도하는 동안 중간 중

간에 학생들에게 참고하게 하거나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직접적으로 대학생들의 작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필됐지만 글짓기나 글짓

기 지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장상환·정진상 교수 『한국의 사회운동』책 발간

 

장상환(경제통상학부)·정진상(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교양과목의 하나인 한국의 사회운동

의 교재로 『한국의 사회운동(경상대학교 출판부)/16,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1990년대는 사회운동의 썰물의 시기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

나 우리는 사회운동의 역사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 가장 첨예화된 암울한 시기에 민중의 저항

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썰물 후에는 언젠가 밀물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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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은 밀물일 때가 아니라 썰물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어떤 혁명가의 말을 되새길 필요

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중의 저항

운동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책은 서장과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운동을 서술하는 관점과 방법

을 명확하게 밝혔다. 1부에서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1987년 6월민주항쟁에 이르는 1세

기 간의 한국사회운동사를 개괄했다. 한국근대사의 기점으로서 갑오농민전쟁과 일제하 민족해

방운동사, 그리고 해방직후의 변혁적 사회운동과 한국전쟁은 오늘날의 사회운동의 전사로서 

다루었다.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운동은 약 10년을 주지고 한 폭발점, 즉 4월혁명, 광주민중항

쟁, 6월민주항쟁을 마디로 하여 서술하였다. 2부는 현재의 사회운동을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

생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단운동 등 각 부문별로 다루었다.

 

직원산악회 2001년도 시산제

 

  직원산악회(회장 김갑수)는 3월 25일 마천 삼정산(1,225m)에서 32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

운데 2001년도 시산제를 지냈다. 

  함양 마천 음정에서 영원사를 거쳐 삼정산 정상에 올라 백두대간의 남단 최고봉인 천왕봉을 

바라보며 준비해간 제물을 차려놓고, 올 한해도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축원했으며, 이

어 이수정 원로 회원의 선창에 따라 '야호' 3창을 끝으로 시산제를 마치고 산행일정에 따라 실

상사로 하산하여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직원산악회는 '92년도 발족하여 10년의 산행을 가진 직원동우회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산

행을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명산에 우리대학교 직원산악회의 리본을 달아 우리 대학교를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 할 것이다. 

  산악회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교직원도 산행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 산악회 산행계획 및 산행록이 가좌벌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산을 사랑하는 

교직원들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조언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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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동문 창군 첫 여성 군의관 탄생

  

김은진(경상대 의과대학 졸업) 중위와 김미랑(중앙대 의대졸) 중위가 4월 20일 경북 영천시 

육군 제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제31기 군의·치의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서 국내 첫 여

성 군의관으로 탄생했다.

군 최초의 여성 군의관이 된 두 김 중위는 “군인과 의사로서의 첫 출발선에 서 있지만 이 길

이 여성인력 활용에 초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진 중위는 “의대를 다니면서 남자들은 군의관이 될 수 있는 데 왜 여자는 될 수 없는지 의

아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두 여성 군의관과 함께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800여명은 의대와 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 및 전문의. 지난 8주간 3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날 육??해??공군의 

각급부대에 배치돼 군의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우리 대학교 허수경·김수영 동문 시집 문단 주목 

 

최근 우리 대학교 출신 시인의 시집 2권이 국내 문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한 허수경 시인의 시집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와 김수영 시인의 시집 『오랜밤 이야

기』가 그것이다.

허수경 시인은 1964년 진주에서 출생, 87년 경상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실천문학에 땡볕 등 4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해 지난 88년 첫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

랴’를 간행하고 92년 두번째 시집 ‘혼자가는 먼길’을 내기도 했다. 이해 독일로 가 마르브

르크대학에서 선사고고학을 공부하고 현재 뮌스터 대학 고대 동방 문헌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이다.

김수영 시인은 1967년 마산에서 출생, 경상대 국문과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남행시초’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96년 첫시집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며 술

을’간행하고 현재 ‘시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은 장갑차를 타고 국경을 지나 천막 수용소로 들어가고 할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노천화

장실로 들어간다 할미의 엉덩이를 빛은 어루만진다 죽은 아들을 낳을 때 처럼 할미는 몽롱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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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자는 문바깥에 서 있다 빛너머로 바람이 일어난다

허수경 시인의 시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첫부분이다. 소설가 신경숙씨는 “불안한 맑은 

물빛에 얼굴을 비춰보러 오는 여정동안 수경의 시는 전쟁을 치른 듯하다. 여기저기 피냄새가 

자욱하며 추억에서 조차 ‘공중변소’냄새가 나고 있다. 전쟁을 치른 후의 적막이 수경의 시 

속에 겹겹으로 쌓여있다”라고 평을 했다. 허 시인은 독일에 머물면서 이번 시집을 출간했다.

김수영 시인의 시편들 속에서 독자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보면 된다고 평가를 한

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녀의 유년과 관계된 상징적 내면 공간인 물속에 들어가

기가 그것이다. 

구불구부란 어둠의 속을 통과한 / 저 물의 지옥이/내 마음속 이무기를 깨워놓았다(용소 부분) 

김수영 시인의 물에 대한 회귀는 여러 편의 시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녀

는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두 시인을 대학 시절 지도한 경상대 국문과 강희근 교수는 “두 시인 다 대학시절부터 삶에 대

한 책임 의식이 강했으며, 언어감각이 정서적으로 녹아있는 시적 특질로 주목을 받기도 했

다”고 말했다. 

 

정한섭 동문 진주서부농협조합장 선출

 

  정한섭(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동문이 제10대 진주서부농협 조합장으로 재 선출되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조합원들의 채찍으로 알고 조합원과 농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정조합장은 이번 임기동안 농민조합원이 필요한 판매·생산비용 대폭 지원,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상봉과수공판장 및 묘목판매장 활성으로 농가소득증대, 유통손실 보전자금을 적립해 농

산물의 가격하락시 손실보전, 특화작목개발을 위한 농업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정 조합장은 현재 진주지청 범죄예방보호관찰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진주시 

재향군인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영창 동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지구 총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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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 동문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지구 차기(제5대)총재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구총재라는 영광만큼이나 지

구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18년 동안 라이온스에 몸담아온 서 총재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변화하는 새로

운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온스의 모토인 ‘우리는 봉사한다’는 뜻을 깊이 새

기고 보수적인 사고, 천편일률적인 라이온스 운동에서 벗나 새로운 라이온스 운동이 전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물질위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사랑이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

해 나가기 위해 ‘새롭게 즐겁게 봉사하자’라는 주제를 채택, 변화된 봉사상을 정립한다는 계

획이다. 서총재는 “품위있는 변화된 모습의 라이온스 운동전개와 함께 지도력 개발과 지구간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투명성 있는 지구운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면서 

“특히 시력우선 봉사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환경보전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

업의 폭을 점차 넓혀나갈 것”라고 밝혔다.

신임 서영창총재는 부산고와 중앙대, 경상대대학원을 나와 지난 83년 라이온스에 입회한 이래 

활발한 활동으로 지구 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아 라이온스 활동에

서 중추역할을 맡아왔다. 현재 동명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범죄예방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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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학생 무용경연대회 요강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우리 대학교는 경남 최대의 국립종합대학으로서, 한국 춤의 앞날을 이어나갈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교의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무용예술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함으로

서, 우수한 인재의 발굴, 무용의 활성화 및 무용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올바른 우리 춤

의 교육과 문화기틀을 세우고자 제3회 전국 학생 무용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

은 참가를 바란다. 

 

   1. 대회일시 - 예선 : 2001. 5. 17(목) 09:00∼22:00(예정)

              - 본선 : 2001. 5. 18(금) 09:00∼20:00(예정)

 

   2. 장 소 :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 참가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접수기간 : 2001. 5. 7(월) ∼ 5. 14(월) 

 

   5. 접수장소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6. 연 락 처 : 전화 055-751-6201∼5, 팩스 055-751-6258 

 

   7. 참가신청 : 무용경연대회 요강을 숙지하여 참가신청서(소정양식)를 사용하거나 경상대학

교 홈페이지(www.gsnu.ac.kr)에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제2회 지리올림피아드 경남지역 예선대회

                     

  사회교육학부(지리전공)와 경남지리교육연구회 주관으로 5월 19일(토) 15:00 ∼17:00 개척

관에서 300여명의 경남지역 고등학생과 약 60여명의 지도교사가 참석하여 제2회 지리올림피

아드 경남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 대한지리학회 주최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중

요성 인식,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상호 협력 태도 함양,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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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 능력 육성, 지리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

양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대회 참가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500명 미만인 학교

는 3명, 500~1천명인 학교는 4명, 1천~1천500명인 학교는 5명, 1천500명 이상인 학교는 6

명까지로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4월 25일(수)부터 5월4일(금)까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사무실(☎ 

751-5595, FAX 751-6117)에서 받는다. 접수기간 동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

은 유효하다.

  문제는 중·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선택형과 서

술형으로 출제된다.

  입상자는 5월 24일 발표되며 대상 1명과 금상 2명에게는 교육감상이, 은상 3명, 동상 10명

은 대한지리학회장상이 수여되며, 교사부분은 학교별 상위 득점자 3명의 성적을 합산해 해당학

교의 지도교사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한다.

  한편 본 대회는 6월9일(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다.

 

보건진료소 진료안내

 

  보건진료소에서는 3월 6일부터 6월 30일(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보건진료소 소

장실에서 대학병원의 협조로 의사가 파견되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1학기 중 진료과목으로 3월, 4월, 6월중에는 내과, 5월중에는 피부과 진료가 실시된다. 

 

 제2회 국토대장정

 

국토대장정 준비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박 15일간 자전거로 제2회 국토대장정

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쌀도 로열티를 줘야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위원 20명, 참가인원 50명이 참가한다.

  경유지는 진주→하동→구례→남원→임실→전주→삼례→익산→논산→공주→천안→평택→오

산→수원→안산→시흥→부천→고양→파주→문산→임진각→판문점→파주→의정부→남양주→

양평→여주→원주→제천→단양→영주→예천→문경→상주→칠곡→경산→청도→밀양→하남→

진영→마산→진동→고성→통영→고성→사천→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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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대장정 준비위원회는 국경이 없는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공산품에 대한 수입이 일반화되

고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쌀 수입도 수입개방의 안전지대

에 있을 수는 없다. 농산물의 대표이자 상징인 쌀의 자금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농산물 전

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기한다면 농업을 배우는 농대 학생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학교를 대외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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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출연현황
    (단위:원)

출연하여 주신분
출연일자 출연금액 출연용도

소 속 성명

㈜ 티지에스 2001/02/27 1,200,000 유전공학연구소

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 서두칠 2001/03/06
10,000,000 고이정한박사기념사업회

10,000,000 고시원건립지원

아미코젠주식회사 2001/03/09 2,400,000 유전공학연구소

구내사진관 마상철 2001/03/10 230,000 소비조합

경상대 응용생명과학부 김병호 2001/3/19 1,032,220 농과대학

DNA gellery(디엔에이 갤러리) 류수현 2001/03/21 1,200,000 유전공학연구소

양반연구팀(지승종,김준형,박재흥,허권수,정진상) 2001/03/26 1,000,000 경남문화연구소

경상대 구내 화장품 박금애 2001/03/27 2,000,000 소비조합

경상대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정경택 2001/03/27 25,200 기금모금저금통

국회의원 하순봉 2001/04/03 500,000 사회과학대학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홍길 2001/04/04 1,000,000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동문 이 항 2001/04/04 300,000 "

" 김중헌 2001/04/04 360,000 "

" 김은영 2001/04/04 200,000 "

수정동물병원 김현주 2001/04/04 100,000 "

수의대부산지역임상동문회일동 2001/04/04 2,700,000 "

경상대 구내잡화 다모아 신현섭 2001/04/06 1,500,000 소비조합

언어교육원(2001-1차)토익모의시험응시생 일동 2001/04/10 134,000 장학기금

경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규태 2001/04/17 6,000,000 중등교육연구소

경상대 응용생명과학부 박정동 2001/04/17 1,073,570 재단위임

부산교통 조옥환 2001/04/17 350,000,000 남명학관건립지원기금

경상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한인기 2001/04/20 516,220 사범대학

계(2001.2.26-2001.4.27)  393,471,210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대학교 후원의 집 현황(2차 지정업체)

 ◎ 기준일 : 2001년 4월 24일

(진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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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종 주요메뉴 주  소 연락처

1  수  라 이순자 음식 한정식  진주시 평거동 202-7번지 055-748-7272

2  추사루 배꼭지 음식 한정식  진주시 중안동 119-5 055-745-2344

3  금강산가든 김쌍규 음식 갈비, 생고기  진주시 상대2동 197-13 055-758-0022

4  호수정 조희자 음식 한정식  진주시 중안동 162 055-745-7862

5  한우마을 김영숙 음식 생고기, 등심  진주시 하대2동 121-11 055-758-4107

6  다다미횟집 김석운 음식 생선회  진주시 칠암동 500-8 055-759-2422

7  황우장사 이용백 음식 스페셜, 생고기  진주시 평거동 784-14 들말한보106동앞 055-748-2188

8  삼오정갈비 배정란 음식 갈비  진주시 호탄동 615-5 055-762-4769

9  삼천포횟집 김종권 음식 생선회  진주시 신안동 442-11 055-745-3534

10  대어회초밥 홍덕윤 음식 초밥, 생선회  진주시 칠암동 512-1 055-758-5963

11  남해복집 김송자 음식 복어국, 복어매운탕  진주시 중안동 93-4 055-746-7779

12  (주)한국상사 이순갑 명패 기념품, 명패  진주시 봉곡동 473-16 055-746-2244

13  럭키정비공업사 홍순태 정비 자동차 경정비  진주시 하대동 123-2 055-758-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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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겸보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허권수 → 남명학연구소장(4. 10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문승한 → 출판부 간사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건기 → 출판부 출판위원회 위원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교수 안성진 → 출판부 출판위원회 위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안상국 → 출판부 출판위원회 위원(이상 4. 9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교수 안병곤 →일본문화연구소장(4.4)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석종환 →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부장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교수 김무상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백원영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4. 1)
수송기계공학부 교수 조태환 → 항공기계공학부장 겸 수송기계공학부장(3. 15)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교수 정보영 → 대학원 수산과학과 주임교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 노규진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장 직무대리(3.9)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상진 → 부속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김명옥 → 부속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3. 5)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이주희 → 대학원 식품영양학과장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이정숙 → 대학원 의류학과장겸 자연과학대학 생활과
학부장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이명숙 → 대학원 경영학과장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교수 고성룡 → 대학원 건축공학과장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교수 김 영 → 대학원 도시공학과장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조형래 → 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장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양영일 → 대학원 전자재료공학과장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상현 →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주임교수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김종회 → 법과대학 부속법학연구소장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황영실 → 부속 보건진료소장(이상3. 1)
 
승진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김정환 교수
인문대학 한문학과 부교수 윤호진 교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미생물학전공) 부교수 김재원 교수
공과대학 건설공학부(도시공학전공) 부교수 안재락 교수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부교수 안주현 교수
공과대학 재료공학부(금속재료공학전공) 부교수 김기원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부교수 조성걸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부교수 양영일 교수
농과대학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전공) 부교수 김의경 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화학전공) 부교수 박기민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한종우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황의기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정기현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김성호 교수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수산가공학전공) 부교수 최영준 교수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양식학전공) 부교수 김남길 교수
수송기계공학부(수송기계공학전공) 부교수 배명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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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정강원 부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강욱모 부교수
공과대학 건설공학부(도시공학전공) 조교수 문태헌 부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제어계측공학전공) 조교수 이정훈 부교수
농과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농생물학전공) 조교수 박정규 부교수
농과대학 농업공학부(농공학전공) 조교수 윤용철 부교수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남영호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조경제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정순택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윤태진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현재석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조중현 부교수
수송기계공학부(수송기계공학전공) 조교수 권진회 부교수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전임강사 장홍희 조교수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전임강사 강인숙 조교수
농과대학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전공) 전임강사 문현식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강상수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황수현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박형빈 조교수(이상 4. 1.자)
 
파견근무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송해룡 → 미국 멤피스대학(2001.4.25-6.25)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 조교수 이곤호 → 미국 하버드대학(2001.3.16-
8.31)
 
신규임용
의과대학 의학과 기금조교수 전은실
의과대학 의학과 기금조교수 서성욱
의과대학 의학과 기금조교수 박찬후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아라이 히로시(2001. 4.10-2003. 4.9)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전상배(2001.4.1∼2003.3.31)
부속 농업자원이용연구소 텐 레오니드 초빙교수(2001.4.1∼12.31) 
유전공학연구소 최유리
기획연구실 연구지원담당관실 조교 노기현
부속 생산기술연구소 선임연수연구원 최진삼(이상 4. 1)
 
의원면직 
기획연구실 연구지원담당관실 조교 안종훈(3. 1)
 

일반직인사
 
승진 
사무국 경리과장 서기관(복) 조국제 → 과장직위승진, 교무처 교무과장(4. 9)
사무국 경리과 교육행정주사 김재기 5급(교육행정사무관)대우
기획담당관실 교육행정주사 진영권 5급(교육행정사무관)대우
사무국 총무과 교육행정주사보 이제괄 6급(교육행정주사)대우
연구지원담당관실 교육행정주사보 정대화 6급(교육행정주사)대우
도서관 수서과 사서주사보 류영질 6급(사서주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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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실습과 선원(8) 강이근 기능7급(선장)대우
사무국 총무과 운전원(9) 손보현 기능8급(운전원)대우
사무국 총무과 운전원(9) 이창규 기능8급(운전원)대우
사무국 총무과 운전원(9) 전종환 기능8급(운전원)대우
해양대 실습과 선원(9) 전철수 기능8급(선원)대우
장학담당관실 사무원(9) 박  찬 기능8급(사무원)대우(이상 4. 1자)
 
전출
사무국 총무과장 부이사관  최효정 →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장
도서관 열람과장 사서사무관  정훈규 → 순천대학교(3. 16)
 
전입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복) 어정길 → 학생처 학생·후생과장 직무대리(4. 9)
목포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용안 → 도서관 정리과장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상태 → 도서관 열람과장(3.19)
 
전보
학생처 학생과장 서기관 김진규 → 사무국 총무과장
학생처 학생과장 서기관 김남현 → 사무국 경리과장
사무국 경리과장 서기관 이대열 → 학생처 학생과장(4. 9)
도서관 수서과장 교육행정사무관 전제상 → 기획연구실 기획담당관(3. 19)
사무국 경리과 기능9급(사무원) 김부경 →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언어교육원 기능9급(사무원) 김필금 → 교무처 학적과
교무처 학적과 기성회직 정난희 → 사무국 경리과
도서관 수서과 기성회직 김홍숙 → 언어교육원(이상 4.20자)
도서관 열람과 기성회직 유희정 → 대학원 행정실(3. 10)
 
겸임 및 직무대리
수의과대학 행정실장 직무대리 별정6급상당 구청회 → 예비군 연대장(4. 12)
도서관 수서과 교육행정주사 정승한 →도서관 수서과장 직무대리(3.27)
 
의원면직
교무처 교무과 서기관 김봉회(4. 9)
        
 

경조사 
 
결혼
경영대학 경영학부 송석훈 교수 장녀 결혼(4. 29)
학생처 후생과 진영인 선생 장녀 결혼(4. 22)
교무처 학적과 류진원 과장 장녀 결혼(4.14)
인문대학 행정실 한귀애 선생 장녀 결혼(3. 17)
 
조사
경상대병원 교육연구실 정민규 선생 모친 별세(4. 11)
인문대학 인문학부 정현재 교수 모친 별세(4. 9)
도서관 수서과 이강욱 선생 부친 별세(3. 24)

페이지 3 / 4인사발령

2009-12-29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08/208-8.html



 

 

 

페이지 4 / 4인사발령

2009-12-29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08/208-8.html


	208.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1.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2.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3.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4.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5.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6.pdf
	nongae.gsnu.ac.kr
	한국화가 조정희씨 개인전


	208-7.pdf
	nongae.gsnu.ac.kr
	208호 기금


	208-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