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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 식

·개교 제53주년 기념식

·남명학관 개관식

·중국 가목사대학 부교장 일행 방문

·새바다호 취항식 및 교수음악회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제2차년도 평가 결과 경남·울산지역에서 최우수대학

·한국학술진흥재단 19과제 및 한국과학재단 9과제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과대학 설립신청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상대학교의 교정 

·반송중학교 우리 대학교 견학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대  학  원]    

·이영란 대학원생 제2회 전국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지명국 대학원생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상 수상 

 

[단 과 대 학]   

·자작자동차 '2001 SAE Mini-BAJA Korea'에서 종합 5위, 최고속도상, 운전자편의상 수상 

·제2회 전국대학생 자작모형항공기 경진대회

·제8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민속무용학과 제2회 졸업작품 및 제8회 재학생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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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기 관]   

·정보교육원 정부지원 IT분야 국제공인자격과정 개설

·평생교육원 제4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

 

[경상대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오픈기념 음악회 

 

초청강연 및 세미나

 

[학 술 대 회]   

·노인건강연구센터 학술대회

·남명선생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하여」에 관한 제10회 국제학술대회 

·「인터넷과 국제평화」에 관한 학술대회

·한국열처리공학회 2001년도 추계임시총회, 학술발표대회, 워크숍 및 

  제8회 열처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

[심 포 지 엄]   

·나노기술심포지엄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문화 교류에 관한 심포지엄

·2001 광양만·진주광역권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제2회 한·일 대학생 국제공동심포지엄

 

[강  연  회]    

·법학연구소 저작권강연회

·사회과학연구원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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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중소기업 전문기술교육 및 정보화 인력양성 교육강좌

·「2001 벤처 CEO 도전과 비젼」 전국 대학 창·취업 순회 강연회

 

[세  미  나]    

·일본 持丸 義弘(동경공대) 박사 초청 세미나

·기초과학부 초청세미나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2001 후반기 전문가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교직원동정

·구경회 교수 제1회 닥터 스트라이커 수상자로 선정

·김상현 교수 과학기술부 주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에 선정

·임수근 교수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학술신간]      

·좌용주 교수 『가이아의 향기』

·문선모 교수 『인간학습-교육적 적용』

·서용득 교수 『영어드라마 활용의 이론과 실제』

 

동 문 동 정

·민속무용학과 동인단체 무천무용단 창단 공연

 

발 전 후 원 회

·발전후원회 소식

·발전후원회 개척고시원 건립 후원금 납입현황

·발전기금 출연현황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1/index.html (3 / 4)2009-12-29 오후 4:15:57



남명학관 개관식

·경상대학교 후원의 집

 

공 지 사 항

·2002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2002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2학년도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2학년도 산업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2학년도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2학년도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인사발령 및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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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관 개관식

우리 대학교는 10월 23일(화) 11:00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남명학관

건립추진위원회 김장하 위원장, 조옥환, 박유정 부위원장, 백승두 진주시장, 권순영 산청군수, 허권수 

남명학연구소장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및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남명 조식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고, 남명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및 인문사회

과학 연구의 본산이 될 남명학관은 부지 10,000㎡에 연건평 2,771㎡,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46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가미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층별 현황은 1층에 강의실, 소강의실, 3개의 세미나실, 회의실, 관리실이 있으며, 2층에는 남명홀, 도서

관 한적자료실, 연회실, 3층에는 남명학연구소, 소장실, 남명학후원회 사무실, 6개의 연구실, 국제지역

연구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학연구소, 지하층은 각종 기계실이 있다. 특히 남명홀은 295.46㎡의 면

적에 좌석수 246석으로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3

개 국어 동시통역시스템 설치로 국제회의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위한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다. 도서

관 한적자료실은 고서 및 한적 12,000여권과 영인본 13,000여권 등 총 2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남명학관은 '93년 6월 남명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 완공 후 우리 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여, 김장

하(남성당한약방) 선생과 박유정(한보종합 건설) 사장이 건립후원을 약정하였다. '96년 8월 예공건축

설계사무소(서울)가 설계용역을 맡고 한보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맡아 '9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

나, '98년 10월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2000년 4월까지 중단되었다. 2001년 4월 공사재개를 위

해 김장하 회장과 조옥환 부회장이 추가 지원을 하였고, 경상남도와 우리 대학교가 잔여사업비를 부담

하여  2001년 5월 금진건설 외 8개사가 공사를 재개, 2001년 9월 25일 준공하여, 10월 23일 개관식

을 가졌다.

개관식에 즈음하여 서예 4점, 그림 9점, 사진 1점, 조각부조 1점 등 교내·외 인사의 예술품 기증이 있었

고, 김장하 남명학관건립추진위원장, 조옥환, 박유정 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혁규 경남도지사, 이준호 남

명학관 건축공사현장책임자 등에게 총장의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남명학관 시설현황

1. 개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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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규모

  남명학관은 부지 10,000㎡(약3,300평)에 연건평 약 2,771㎡(약838평)이며, 전용면적은 1,739㎡

(약527평), 공용면적은 약 1,033㎡(약313평),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음.

 ● 층별 현황

  1층 : 강의실, 소강의실, 3개의 세미나실, 회의실, 관리실

  2층 : 남명홀, 도서관 한적자료실, 남명학관 연회실

  3층 : 남명학연구소, 소장실, 남명학후원회 사무실, 6개의 연구실, 국제지역연구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학연구소

  지하층 : 각종 기계실

 

2. 층별 안내

 ● 1층 : 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회의실

◆ 강의실

* 면적 114.72㎡(약35평), 좌석수 56석

* 주요시설 및 용도 : 액정프로젝트 및 전동 스크린, 앰프시스템 및 VTR, 무선마이크, 인

터넷을 할 수 있는 LAN시설 등이 있으며, 컴퓨터, 비디오영상, 인터넷 등 첨단 장비를 이

용한 멀티미디어 강좌용으로 사용

◆ 소강의실

* 면적 38.4㎡(약 12평), 좌석수 24석

* 일반적인 소규모 강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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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실 1

* 면적 각 42.21㎡(약13평), 좌석수(마루바닥) 20석

* 명상실

◆ 세미나실 2 , 세미나실 3

* 면적  각 42.21㎡(약13평) , 좌석수 각 20석

* 주요시설 및 용도 : 세미나용 테이블 및 의자, 휴대용 스크린 등이 있으며, 각종 학술 세

미나 또는 소규모 회의용으로 사용

◆ 회의실

* 면적 74.09㎡(약22평), 좌석수 32석

* 주요시설 및 용도 : 회의용 탁자 및 의자(4각 테이블)이 있으며, 각종 행사시 회의용으

로 사용

 

 ● 2층

◆ 남명학관 연회실

* 면적 229.95㎡(약70평), 좌석수 90석

* 주요시설 및 용도 : 식탁 23각, 의자 90각, 연사대 1각, 사회대 1각, 앰프 등 각종 음향장치가 

설비되어 있으며, 레스토랑, 다괴회 등 각종 연회장소로 이용 

◆ 도서관 한적자료실

* 면적 311.52m2(약94평)

* 보유도서 : 고서 및 한적 12,000여권과 영인본 13,000여권 등 총 25,000여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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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홀(203)

* 면적 295.46㎡(약120평) 좌석수 246석

* 주요시설 및 용도 

 - 멀티미디어 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DVD, 실물화상기, 컴퓨터, 비디오 등을 함께 사용하여 

발표할 수 있음.

 - 무대 스크린 : 전동스크린, 칠판, 화이트보드, 커버보드, 플랙보드, 플래카드보드 등 

 - 홀 천정 : 무대조명, 특수조명, 장내 카메라(4대)

 - 동시통역실 : 주조정장치(메트릭스), 비디오(녹화용, 재생용), 홀 카메라 모니터 4대, 실물화

상기 모니터 1대, 음향 조정 장치, 녹음 및 재생장치, 조명 및 특수조명 조정장치, 동시통역장치

 - 동시통역시스템 : 국제회의용 마이크 50개, 통역용 이어폰 50개, 3개국어 동시통역 장비

※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3개 국어 동시

통역시스템 설치로 국제회의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위한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진행 및 객석상황 등을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음.

 

 ● 3층

  ◆ 남명학연구소(310)

  ◆ 후원회사무실(311)

  ◆ 남명학연구소장실(312)

  ◆ 남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실(302)

  ◆ 남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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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지역연구원(304)

  ◆ 경남문화연구원(305)

  ◆ 인문학연구소(306)

  ◆ 남명학연구소 천왕실(301)

  ◆ 남명학연구소 산천실(307)

  ◆ 남명학연구소 뇌룡실(308)

  ◆ 남명학연구소 산해실(309)

 

남명학관 개관기념 서화(사진) 기증자현황

  

중국 가목사대학 부교장 일행 방문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중국 가목사 대학 맹상재 부교장, 진춘 처장, 김춘영 처장, 조영

부 원장, 이성일 부처장 등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다.

맹상재 부교장 일행은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현황 소개 및 박물관, 공동실험관, 정보교육원, 도서관, 경

상대병원 등을 견학하고, 상족암, 진주박물관, 촉석루, 진양호, 광양제철, 낙안읍성, 선암사 등 산업시

설 및 관광지를 방문하였다. 이는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양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가목사대학은 중국의 흑룡강변에 위치하

고 있으며, 12개 교육단과대학, 3개 의과대학, 성인교육대학, 교수 237명, 학생 11,000명 규모의 대학

이다.

 

새바다호 취항식 및 교수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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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대학에서는 해상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수·해양분야 교육효과 증대, 남해안 해양산업연구센

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실습·조사선을 신조하여 10월 10일(수) 11:00-13:30 통영시 항남동 통영

항 화물선부두에서 박충생 총장, 김광홍 해양과학대학장, 한나라당 김동욱 국회의원, 경상남도 도지

사, 통영시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교직원, 학생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실습·조사선 ‘새바다호'는 총 톤수 1000톤급에 전장 63.70m, 폭 12.30m, 깊

이 7.40m, 108명이 승선 할 수 있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총사업비는 약 150억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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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인재를 많이 배출했으며, 앞으로도 첨단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

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바다호에 구비된 첨단의 교육시설 및 장비는 최첨단 연구용 어탐기인 과

학어군탐지기, 수평과 수직으로 수중의 어군을 탐지할 수 있는 Sonar, 트롤 작업중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롤모니터링시스템, 양쪽 Warp 자동 pay out, in 기능의 윈치모니터링시스템, 해수의 흐

름을 측정하는 ADCP, 수온, 염분,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 등의 수질항목을 동시에 측정하는 CTD, 기

관성능분석장치, 집중제어감시시스템, 선박종합정보통신망 시스템, CCTV System 등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승선실습 중 학생 교육 및 어업 자원조사에 이용하고 연근해 및 원양 해양조사·관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새바다호는 해양생산학과(항해분야)40명, 수송기계학부(기관분야)40명이 실습선에

서 생활하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선실습과 타교과목도 수강하게 될 수 있는 기숙사의 역할도 하게 된

다.

한편 새바다호 취항 기념 교수음악회를 9일 오후 7시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교수음

악회에선 소프라노 조미숙, 설선영, 성정화, 양기영과 베이스 김홍진, 테너 장환영, 바리톤 신윤식 교수 

등이 한국가곡과 나폴리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 14곡을 들려주었다. 또 사공의 노래와 뱃노래를 음악

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불렀다.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및 TIC 평가결과 경남·울산지역에서 최우수대

학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제2차 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전국 대학 중 5위이며, 지역 산업체

가 부족한 지역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울산지역에서는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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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지역에서는 경상대와 창원대가 주관대학으로, 울산대, 경남대, 인재대가 참여대학으로 BK 

21 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지난 1차 년도에 이어 금번 2차 년도 평가에서도 경상대학교 수송기계공

학부가 경남·울산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지난 9월중에 발표되었던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등의 대학이 추진중인 경남지역 TIC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1차 년도 평가결과 경남도의 4개 대학 TIC 중 경상대학교 TIC가 1위하

여 정부지원금 7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 받았다.

이는 앞으로 전국 최고의 지방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19과제 및 한국과학재단 9과제 선정-13억3천8백52만

원 지원

 

우리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수연구 19과제 및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사업 9과제에 선정

되어 총 13억3천8백52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교수연구과제 선정에서 선도연구자 지원 9과제, 신진교수연구 5과제, 

중점연구소지원 2과제, 협동연구지원 2과제, 동서양 학술명저번역 1과제가 선정되어 7억4천2백52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 선정에서 특정기초연구 6과제, 선도과학자지원사업 

2과제, 우수여성과학자지원연구 1과제가 선정되어 5억9천6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과제

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ß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수연구 19과제 선정

■선도연구자 지원

▲오이환(인문학부)교수:[남명집] 중간본(重刊本)의 성립-1천190만원 ▲황병순(국어국문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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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시제 해석에 대한 연구-1천630만원 ▲최석기(한문학)교수:정산 이병휴의 [대학] 해석과 그 의

미-1천360만원 ▲김홍범(경제통상학부)교수: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재-1천300만원 ▲심창

학(사회복지학)교수: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1천450만원 ▲서미경(사회복지학)교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가족의 치료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의 비교분석-960만원 ▲서한극

(의대 약리학과)교수:암세포에 있어서의 Aldose Reductased의 새로운 작용-4천만원 ▲송해룡(의

대 정형외과)교수:가토의 경골결손시 성장호르몬의 신생골 형성에 대한 효과-1천950만원▲박기훈

(응용화학식품공학부)교수:당분분해효소 저해제인 Castanospermine 입체이성질체의 전합성-2천만

원

 

■신진교수연구

▲박래수(경영학부)교수:정보비대칭성과 기업의 선후순위채 사용-940만원 ▲안성훈(항공기계공학

부) 교수:인터넷 기반의 항공기 복합재의 보수-1천2백만원 ▲김필주(응용화학식품공학부)교수:규산

과 인산의 경쟁적 흡착관계를 이용한 난용성 인산의 가용호를 증대-1천1백만원 ▲김기범(토목환경공

학부)교수:양식종 굴에 있어서 다핵성방향 족탄화수소화합물에 의한 DNA손상 측정방법개발-1천50

만원 ▲김철환(산림과학부)교수:초장지의 발수 특성 평가를 위한 자동해석시스템 개발-1천만원

 

■중점연구소지원

▲장상환(경제통상학부) 교수: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1997-2001)1억7천762만원 

▲정성진(경제통상학부)교수: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억7천390만원

 

■협동연구지원

▲박진환(윤리교육과)교수:정보화시대의 도덕판단력교육 연구-5천842만원 ▲최용갑(수리과학부)교

수:종속 확률과정 및 가우스과정의 극한 이론과 응용-5천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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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정병훈(인문학부)교수 : 인간지성론-3천만원

 

ß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사업 9과제 선정

■특정기초연구

▲윤일중(항공기계공학부)교수:능동과 반능동 궤도차량 현가장치들의 예견제어-4천만원 ▲손영관

(기초과학부)교수:화산활동이 하성 및 해저 퇴적작용에 미치는 영향-7천2백만원 ▲정강원(생명과학

부)교수:식물유래 티올 특이성 산화환원 단백질의 특성과 구조분석에 의한 작용기작 규명과 형질전환 

식물체를 이용한 생체내 기능규명-4천6백만원 ▲강규영(응용화학식품공학부)교수:분지와 제4기화산

도의 사례, 벼의 내 재해성 관련 프로테움 연구-7천5백만원 ▲장정순(의대·내과학)교수 : 유방암에서 

항암약제 내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및 유전자의 다량분석 및 질병-단백질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7천5백만원 ▲정태성(수의학과)교수 : 프로테옴믹스를 적용한 어류의 연쇄 구균증에 대한 

백신개발-7천만원

 

■선도과학자지원사업

▲조무제(생명과학부)교수 : Calmodulin isoform에 의해 형성된 유전변이 자원 분석 및 이를 통한 벼

의 발생학적 주요기작에 대한 분자학적 연구-1억 ▲한창덕(대학원·분자생물학)교수 : 수도에서의 

transposon에 의해 형성된 유전변이 자원 분석 및 이를 통한 벼의 발생학적 주요기작에 대한 분자학

적 연구-1억

 

■우수여성과학자지원연구

▲강기련(의대·생화학) 교수 : Casein kinase 2로 인산화된 deoxyhy pusin synthase의 특성 규명-

1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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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과대학 설립신청

 

우리 대학교는 9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과대학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96년도와 '97년도의 2차례에 걸쳐 한의학과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관련분야의 교수들과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의료관련 학과 또는 대학은 설립인

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그 동안 한의학과 설치 신청을 못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개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의 추가 설립신청 공문을 접수한 후 학무회의

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신청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총재시절인 '96. 5. 22 우리 대학교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우리 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셨고, '97. 11. 25 발표한 제 15대 대선 공약에 ‘경상대학 한의학과 신설'이 

있다. 둘째 시·도 단위별로 대학에 한의학과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경남은 한의학과 설치 대학이 

없다. 세째 우리대학은 한방학 연구에 최적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저명한 한약재의 보고인 지

리산이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허준, 유의태 등 명의의 활동무대이며 한방학의 성지

인 산청과 인접하고 있다. 네째 민관학 연대체계 구축으로 LGCI는 경상대와 BT산업 육성을 위한 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시를 경남의 생명공학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키 위

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청군은 문화관광부, 경남도의 재정 지원하에 추진중인 전통한방 휴양관

광지 조성단지 내 우리 대학교에 한의학과를 위한 시설 부지 6만평 기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섯째, 

양한방 협진체제 완비로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할 때 내실 있는 연구·발전이 가능

하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상대학교의 교정

 

경상대학교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교일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교정으로도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

다. 특히 가을이 되면 경상대학교의 교목으로 수십년간을 자라온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단풍

이 우거지므로 가히 "가을의 동화"를 연출하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주말이 되면 유치원생을 비롯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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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가을의 정취에 대해 강희근(경상대 국어국문학과)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느티나무를 본다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늘어선 느티나무를 본다.

 

열 그루 느티나무에 열 가지 빛깔로

그림 그리고

스무 그루 느티나무에 스무 가지 잉크로 

글씨 쓰는 분

그 분이 느티나무 가지의 단풍으로 와

계심을 본다.

 

한 그루 나무에 한 빛깔 그림인가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 하나에 열 가지 그림, 스무 가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그 그림 그 글씨 다 달고도 한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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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어리 어리 서 있음을

본다.

고운동 단풍이 저리 아름다울까

뱀사골 단풍이 살져 있어 저리 

부풀까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느티나무 한 종으로 비경(秘景)을 본다.

 

비경으로 드는 이도 비경이 

되는 것을.

열 사람 들어가면 열 가지 빛깔이

되고,

스무 사람 들어가면 스무 가지 글씨가

되는 것을

 

아, 경상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어리 어리 본다.

하늘도 곁에 와 어리 어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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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중학교 우리 대학교 견학

반송중학교 1학년 8개반 340여명 및 1학년부장 신선로 외 12명의 지도교사들이 10월 11일(목) 

10:00∼15:00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2001학년도 1학년 가을철 현장학습 실시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예술관에

서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고 박물관, 학술정보관, 공동실험실습관 등을 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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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대학원생 전국여성창업경진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금속재료공학과 2년에 재학중인 이영란 대학원생(지도교수 안인섭, 재료공학부)이 제2회 전국여성창

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10월 10일(수) 과천 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에서 우수상 및 부상으

로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팀명은 PML(Powder Metallurgy Ltd.)이며, 「자기연마기용 자성지립

제조」라는 발표주제로 대학원에서 졸업논문 주제로 평소 연구하였다.

지난 9월28일 서울 여성경제인 연합회 회관에서 본선에 오른 24개 팀의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와 발표

를 통해 창의적이고 기술성이 돋보이는 창업아이템을 최종 선발하였다.

 

지명국 대학원생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상 수상

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 열유체공학전공 석사과정(지도교수 정한식, 수송기계공학부) 지명국 대학원생

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01년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저 풍속 발전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여 160여 편의 포스트 발표논문 

중에서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으로 선정된 이 논문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인 환경오염과 대체에

너지의 개발에 발맞춰 풍력 에너지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주대학에서 열렸던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상”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 논문들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자작자동차 ‘2001 SAE Mini-BAJA Korea’에서 종합 5위, 최고속도

상, 운전자편의상 수상

 

‘2001 SAE Mini-BAJA Korea' 대회에서 수송기계공학부의 ‘개척 5호'가 정적심사에서 종합 1

위, 동적심사에서 종합 1위, 보고서심사 5위, 최고속도상 등을 수상하여 종합성적 5위를 달성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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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업시스템공학부의 ‘땅울림 2호'는 보고서심사 9위, 운전자편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99년도 

종합 2위에 이어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번 대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영남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학교 수송기계공학

부에서 2대(가좌캠퍼스, 통영캠퍼스), 농업시스템공학부에서 1대가 출전하였다. 한편 BK21 지역우수

대학육성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수송기계공학부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인 

2002 SAE Mini-BAJA 대회의 출전을 목표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농업시스템공학부에서

는 내년에 있을 무인자동차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무인자동차의 제작을 준비중이다.

 

제2회 전국대학생 자작모형항공기 경진대회 

우리 나라 항공산업의 본거지이며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에 위치한 우리 대학교는 제2회 전국대학

생 자작모형항공기 경진대회를 10월 26일(금)∼29일(월) 창원 성산 아트홀 및 공설 운동장에서 가졌

다.

26일 창녕 남지비상활주로에서 출품작 배치 및 비행, 창의성, 제작심사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 종

합 및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27일∼28일 창원시 성산아트홀에서 전시 및 비행동영상 상영을 하고, 29

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모형항공기제작반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우리 대학교 조나단팀

이 일반이·착륙 및 수직이·착륙 두개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교 항공공학특성화사업단,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BK21지역대학육성사업단

이 2001 경남과학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국의 항공을 지향하는 항공관련 13개 대학(경상대, 서울대, 건국대, 부산대, 세종대, 울산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대, 한양대, 항공기능대)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만들어온 

총 21개 작품이 선보인 제2회 대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각 학교와 동아리간의 상호 교류와 친목

을 도모하고 그 동안 연마한 항공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학술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

다. 이를 통해 젊은 항공학도들의 기술연마와 항공 마인드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속될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오래 전부터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항공공학특성화사업단, 항공기부품개발연

구센터 등을 운영해오면서 항공공학 발전과 후진양성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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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전국대학생 자작모형항공기 대회가 젊은 항공인들과 더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로 우주로 향하

는 꿈을 키우고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8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고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상상력 개발, 그리고 창조적 표현능력을 제고시키고 문학 활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10월 19일(금) 11:00 개척탑앞에서 안양 예술고, 서울 경복

고 등 전국의 44개교 481명(운문부 230, 산문부 251명)이 참가했으며, 시상식은 11월 5일(월) 

14:00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백일장에서 운문의 시제는 ‘탑 앞에서’, 산문의 시제는 ‘느티나무가 있는 길’이었으며, 운문

부의 장원은 명신고등학교 1학년 박천홍 학생, 산문부의 장원은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향남 

학생이 차지하였다. 또 진주제일여고 오영옥 교사와 김해중앙여고 성효민 교사가 우수지도교사상을 수

상하였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운 문 부

【장원】명신고 1 박천홍

【차상】삼현여고 3 장혜원, 안양예술고 3 배은별

【차하】덕산고 3 우지량, 삼현여고 3 김나영, 안양예술고 3 김은송

【참방】경해여고 1 황인주, 김해가야고 1 선민경, 마산제일고 1 정정민, 부산정보과학고 2 이

아영, 삼현여고 3 김미선, 진주고 3 김휘근

【가작】고성여고 2 김지현, 남해제일고 3 김은경, 마산삼진고 1 정영경, 마산여고 2 이유미, 마

산여고 2 윤희근, 사천여자정보고 2 강유정, 삼천포여고 3 고혜진, 삼천포중앙고 2 이민정, 성지

여고 2 정현정, 웅상고 1 김민정, 진주기계공고 2 김보현, 진주여고 3 한수진, 진주여고 3 한홍

주, 진주제일여고 1 임경미, 진주제일여고 1 황연옥, 창원대산고 2 유은경, 창원명지여고 2 최정

란, 창원중앙여고 2 한아름, 통영여고 1 정은지, 합포고 3 서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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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문 부

【장원】김해중앙여고 2 김향남

【차상】삼천포여고 3 정지운, 진주제일여고 1 강나리

【차하】경상대 부설고 2 이경미, 김해중앙여고 3 이수진, 정보산업고 2 윤계리

【참방】경해여고 1 최정희, 경해여고 2 신지나, 경해여고 1 김은정, 대곡고 2 최성이, 부산정보

과학고 2 노근화, 진주고 1 김진민

【가작】경북여고 1 김유진, 경해여고 1 이정민, 고성고 2 천경임, 김해가야고 2 제혜신, 김해중

앙자 2 주혜정, 남해제일고 1 박혜림, 남해제일고 1 임경희, 대곡고 2 김미라, 마산가포고 1 류

혜영, 마산삼진고 1 이수진, 부산정보과학고 2 전유리, 성지여고 2 송혜진, 안양예술고 3 김정

선, 용남고 2 김소진, 웅상고 1 김연정, 진주고 1 홍종주, 진주제일여고 3 공현단, 창원명지여고 

2 정유경, 함안대산고 3 김성숙, 합포고 2 김지혜

 

• 우수지도교사상

진주제일여고 교사 오영옥

김해중앙여고 교사 성효민

 

 

민속무용학과 제2회 졸업작품 및 제8회 재학생 발표회

민속무용학과는 10월 16일 오후 7시 30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롭게 시작될 문명

사적 대전환기인 21세기 민족문화를 이끌어갈 푸른 꿈들이 힘찬 도약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통과의식

으로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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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졸업작품 발표회에서는 이영경(우리들의 잃어버린 영웅), 배혜정(젊은날의 암연), 서준영(잿빛 

영혼의 노래) 등 졸업예정자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한편 11월 6일 오후 7시 창원 성산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8회 재학생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재학생 발표회에서는 이승과 연을 놓지 못한 채 떠도는 망자의 넋을 통해 인간 삶의 허와 실을 들

여다보는 ‘떠도는 영혼’과 논개의 숭고한 정신과 죽음을 빌어 오늘날 물질문명의 이기 속에 자신을 

던져버린 우리의 추악해진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무엇을 위해서 인가-논개의 죽음은’등 6편의 작

품이 무대에 올랐다.

 

 정보교육원 정부지원 IT분야 국제공인자격과정 개설

 

정보교육원에서는 정보통신부지원 IT전문교육지원사업 국제공인자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11월 12일부터 2002년 2월 22일(280시간)까지이며, 교과분야는 SCJP(썬자바과정)이

다. 교육대상은 2002년도 2월 졸업예정자(학부생) 중 미취업자 및 실업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는 우선선발) 40명이며, 교육비 182만원 중 정부지원금으로 11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는 정보교육원 홈페이지 http://info.gsnu.ac.kr ☎ 751-6565,6

 

제4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우리 대학교는 10월30일(화) 11:00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제4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35명의 수

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경상남도의 위탁으로 평생교육원이 교육을 맡았으며, 4

월 19일에 입학하여 6개월간 다양한 전문, 교양 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

성지도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된다.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대학이 위탁교육을 하는 이 과정은 내년에도 계속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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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

 

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학술진흥재단은 9월 29일, 2001학년도 대학부설연구소 중점과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우리 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원을 포함하여 사회과학계 연구소 4개를 중점연구소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사회과학연구원은 매년 1억 7500만원의 연구비를 6년간 지원 받게 되며, 전임 연구교수 4명

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과학연구원이 신청한 과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학술연구교

수 4명과 외국인 학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

다.

이번 사회과학원의 중점연구소 지정은 우리 대학교가 인문사회계 연구소 특별지원계획을 착실히 추진

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또한 동남해안공업벨트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노동문제' 연구를 특성화 과

제로 삼아 영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연구역량을 우리 대학교에 집결시킴으로써, 지방 소재대학의 어려

움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대학교는 재작년의 기초과학연구소, 작년의 생산기술연구소에 이어 이번 사회과학연구원의 중점

연구소 지정으로, 국립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중점연구소를 가지게 되었다.

 

종합건강증진센터 오픈기념 음악회

경상대학교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오픈 기념 가을음악회가 10월 26일 오후 7시 경상남도문화예술회

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우리 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들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는 경상대학교병원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첨단 의료기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우수한 의료진으로 하여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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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와 개인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더욱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곡과 오페라곡, 왈츠 등 다양한 곡들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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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연구센터 학술대회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는 2001년 10월 25일(목)~26일(금)에 「노인의 건강증진」

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병원 교육연구동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인관련 실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화에 따른 변화, 성공적 노화, 노인의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 자기건강관리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체가 발표되었다.

 

 

남명선생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에서는 10월 25일(목)~26일(금) 남명학관에서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韓國學術史上 南冥學의 位相」에 관한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南冥 曺植 선생과 退溪 李滉 선생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두 선현은 후대 星湖 李瀷 선생이 평하였듯이, 우리 나라의 文明을 極에 달하도록 끌어올리신 大賢이

다. 

주로 경상우도 지역에서 활동하신 남명선생은 성리학이 발달하던 시기에 철저한 심성수양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도덕성을 함양하였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지리산 천왕봉을 우러르며 드높은 정신

세계를 추구하였다. 선생은 자신의 수양론적 성리사상을 敬과 義로 요약하여 자기 몸에 돌이켜 실천하

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으며, 자신의 떳떳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의에도 당당하게 대처하

였다. 또한 士禍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암울하던 시기에 끝까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재야에서 학

문에 잠심하여 出處의 大節을 보였다. 이런 선생의 학문정신은 문인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성리설만

을 空談하지 않고 실천적인 자기 수양에 힘을 쏟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난

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日本 土田健次郞 교수의 ?學記類編}을 통해 본 南冥 性理學의 特色?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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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jtmanek Milan 교수의 왨趨?精神의 歷史的 意義? 日本 재일교포인 朴鴻圭 선생의 왨趨•?山崎闇齋

의 學問性向 比較硏究?등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학자들이 남명사상을 고찰함으로써 남명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보았으며, 남명학파 주요 인물들의 사상을 아울러 검토하여 남명학이 우리 유

학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남명학은 인조반정으로 鄭仁弘 정권이 몰락한 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현대 유학사에서도 정당

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 있다. 남명선생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

대회가 한국유학사에서 남명학의 위상을 올바르게 조명하여 우리 학술사를 보다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일본문화연구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하여」에 관한 제10회 국제학

술대회

 

일본문화연구소는 10월 5일(금) 오후 2시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나나미 히로아끼(쯔쿠바대학) 교수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에 보이

는 일본인의 감성」, 후루따 에쯔조(동경예술대학) 교수의 「조선반도에 있어서 일본인 어민의 출어 

과정」, 아라이 히로시(전 일본금속공업) 상무이사의 「한국의 옛 잣대로 만들어진 법륭사」, 노성환

(울산대학교) 교수의 「대마도 영역의식을 통한 한일관계」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인터넷과 국제평화」에 관한 학술대회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인권센터는 11월 2일 13:30-17:30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25-310

호)에서 「인터넷과 국제평화」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1/211-3.html (2 / 11)2009-12-29 오후 4:18:27



노인건강연구센터 학술대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홍영환(사회교육학부) 교수의 사회로 윤성이(정치행정학부) 교수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제3세계 민주화」, 유석진(서강대) 교수의 「인터넷과 평화」에 관한 주제발표와 김

지화(창원대) 교수와 장원철(한문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재영(정치행정학부) 교수

의 「인터넷과 국제기구」, 김유향(국회) 박사의 「북한의 IT Shift와 김정일의 전략」에 관한 주제발

표와 최태룡(사회학과) 교수와 김용대(국민윤리교육과) 교수의 토론, 연이어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

다.

한편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인권센터는 사회학과와 공동으로 10월 24일(수) 15:00~17:00 사회

과학관 멀티미디어실(25동 310호)에서 조효제(성공회대학교 NGO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인권발전

과 국제NGO의 역할」에 관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노기술심포지엄

공학연구원은 10월 17일 15:00 공대 35동 멀티미디어실에서 나노테크놀로지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경남지역 나노기술의 저변확대와 기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학연구원에서 마련

한 이번 행사는 국내의 저명한 나노 기술과학자를 초청하여 최근 연구동향과 산업현장에의 응용성 등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양대 이재성 교수의 「기능성 나노 입자재료기술」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원자력

연구소 이창규 박사의 「나노 금속분말제조 및 응용기술」, KIST 박종구 박사의 「나노기술과 나노소

재」, 한국기계연구원 김병기 박사의 「나노 분말기술」, 우리 대학교 재료공학부 안인섭 교수의 「나

노기술의 산업화」등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한국열처리공학회 2001년도 추계 임시총회, 학술발표대회,열처리 워크숍 

및 제 8회 열처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

 

우리 대학교는 10월 19일(금)-20일(토) 공과대학 공학 2동(35동 214호)에서 2001년도 추계 한국

열처리공학회 임시총회, 학술발표대회, 열처리 워크숍 및 제8회 열처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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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1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여 학술논문 18편이 발표되었고 국내외

의 저명한 열처리 전문가의 기술강좌 4건이 발표되었다. 특히 현 일본 열처리공학회 회장인 일본 나고

야대학 오끼 교수의 「일본의 열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강연은 열처리분야 선진국인 일본의 열처

리산업 현주소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제 8회 열처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열려,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국열처리공학회는 국내 열처리공학을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열처리산업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87

년 설립되어, 현재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열처리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약 500여명

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에는 농기계 및 자동차부품 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 이들 부품을 

열처리하는 전문 열처리업체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번 한국열처리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워크

숍 및 열처리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열처리산업의 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경진

<금형열처리부문>

국 무 총 리 상  :       대    상(열처리기술의 탑)       대한진공열처리  대    표 표 문 기

산업자원부장관상        :       금    상        대창종합열처리  대    표 김 상 진

기술표준원장상  :       은    상        (주)동지하이테크대표이사 강 순 동

(사)한국열처리공학회장상:       동    상        (주)삼락열처리  대표이사 신 호 강

<침탄열처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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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 총 리 상  :       대    상(열처리기술의 탑)       (주)동미금속    대표이사 이 양 호

산업자원부장관상        :       금    상        (주)광림 C&T  대표이사 김 상 수

기술표준원장상  :       은    상        (주)금강종합열처리      대표이사 염 재 웅

(사)한국열처리공학회장상:       동    상        (주)형진열처리  대표이사 황 형 기

 

 개인 경진 

<금형열처리 부문>

노 동 부 장 관 상       :       금    상        대한진공열처리  과    장 박 성 환

기술표준원장상  :       은    상        대창종합열처리  과    장 이 준 현

(사)한국열처리공학회장상:       동    상        새한진공금형열처리      부    장 이 상 일

<침탄열처리 부문>

노 동 부 장 관 상       :       금    상        (주)동미금속    이    사 양 태 옥

기술표준원장상  :       은    상        영재공업(주)    부    장 임 태 선

(사)한국열처리공학회장상:       동    상        대동열처리      부    장 정 창 기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문화 교류

박물관은 10월 16일(화)∼17일(수) 양일간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

대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한·중·일 고대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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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중·일의 교류차원에서 1997년에는 日本國 山口縣에서 1999년에는 中國의 山

東省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 주최로 우리 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고 중국 

산동성 및 일본국 산구현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고대시대부터 늑도는 해상 교역지로서 많은 문물이 드나들었던 곳으로 그 유적은 삼한시기 남해안의 

최대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까지 시기의 주거지·분묘·패총·수혈유구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데, 이는 이 시기 우리 나라 최대의 취락 유적으로 알려져 이 시대의 역사·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

한 단서가 되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일본의 야요이토기, 중국의 화폐인 반량전 등이 출토되어 당시 한·중·일 사이의 빈번

했던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늑도 유적은 지금도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조사보고서도 1989년도의 것 이외에는 간

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면에서 늑도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간을 가진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

가 크다.

 

 

2001 광양만·진주광역권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는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8일(목) 

13:00∼18:00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01 광양만·진주광역권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

다.

우리 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광양만·진주광역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광양만·진주광역

권이 21세기 지역간 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주춧돌이 되고자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광양만·진주 광역권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두 지역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지역간 협력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교통계획과 광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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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광역권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부일정으로 박충생 총장의 개회사와 백승두 진주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동규(건설교통부) 국

토정책국장의 「국토계획상의 광양만·진주광역권 개발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제

1부에서는 우리 대학교 김영(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장) 교수의 사회로 박시익 박

사의 「풍수지리에서 본 광양만·진주광역권」에 관한 주제발표 및 진주오광대, 진주검무 공연을 하였

다. 제2부에서는 김명수(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장) 교수의 사회로 김경환(건설공학부) 교수의 「광양

만·진주광역권 교통계획」, 정순관(순천대) 교수의 「광역행정과 광역권관리」에 관한 주제발표와 최

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재순 전남기획관리실장, 김웅렬 경남기획관리실장, 강순행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강세민 진주상공회의소 소장, 성태현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송언종 광주전

남발전연구원 원장, 윤동원 KBS 순천방송국장, 김덕현 진주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열

띤 토론을 하였다.

 

제2회 한·일 대학생 국제공동심포지엄

국제지역연구원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명학관 회의실에서 제2회 한·일대학생 국제공동심포지

엄 및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9일(월) 14:00 심흥수(정치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일본 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13명과 우

리 대학교 경제학과 7명, 정치행정학부 6명의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한·일 경제」라는 주제

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일 대학생 심포지엄에서 한·일 IT산업, 일본의 농업정책, 한국의 경

제위기와 구조조정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30일(화) 11:00 박종수(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일본 호세이대학교 Hideki Esho(경제학

부) 교수의 How to find out the poor?라는 주제로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법학연구소 저작권강연회

법학연구소는 10월 9일(화) 16:00-19:00 법학관 23동 201호에서 대학생들과 경남지역 문예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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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회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 문제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강연회의 질의 응답시간에는 저작권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평소 가

졌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강연회에서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연구실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학생활에

서의 저작권」, 오병철(법과대학)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해설」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연구원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사회과학연구원은 9월 19일(수) 오전 9시30분~12시 30분 사회과학관(25동 310호)에서 Gerard 

Dumenil(프랑스 파리 제10대학, 경제학) 교수와 Peter Gowan(영국 북런던대학, 정치학) 교수를 초

청하여 「신자유주의 질서의 강제 - 네 개의 역사적 조건 (미국, 유럽, 일본 및 한국)」, 「미국의 호황

을 설명한다 - 지구화와 미국의 세계적 권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에 초청한 제랄드 뒤메닐 교수와 피터 고완 교수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로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미국 제국주의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들로 알려

져 있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모순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

한편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센터는 연구발표회를 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25동 310호)에

서 매주 활발한 연구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2일 이혜경(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왒仄

맬??사회복지? 11월 6일 김덕현(사회교육학부) 교수의 왒平聆?역사경관 : 재현 개념을 중심으로왂楮?

관한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도 중소기업 전문기술교육 및 정보화 인력양성 교육강좌

공학연구원은 10월 15일(월)∼11월 16일(금) 2001년도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기술교

육 및 정보화 인력양성 교육강좌를 실시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기술산업국으로 도약하는데는 신기술의 보유가 절대절명의 명제이

다. 이에 공학연구원에서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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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 및 정보화인력양성 교육강좌를 마련하였다.

전문기술 및 정보화인력양성 교육강좌는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우수한 고급인력과 실습기자재를 활용

하여 선진화된 전문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강좌기관으로 

지정 받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자 및 기술개발 담당자를 초청하여 강의 및 실습을 마련하였다.

 

「2001 벤처 CEO 도전과 비젼」전국 대학 창·취업 순회 강연회

 

벤처창업동아리 프론티어는 10월 5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척관(국제어학원)에서 아이러브 

스쿨의 김상민 대표, 잡코리아 김화수 대표, 우리 대학교 윤한성(경영정보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성

공벤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는 김상민(아이러브스쿨) 대표의 「한국 닷컴의 희망 ‘커뮤니티'」, 윤한성(경영정보학

과) 교수의 「벤처기업의 전망과 운영과정」, 김화수(잡코리아) 대표의 「정보화시대의 대졸산업 취업

시장변화」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일본 持丸 義弘(동경공대) 박사 초청 세미나

수송기계공학부는 10월 22일 10:00∼12:00 공과대학 36동(수송기계공학부 세미나실) 321호실에서 

수송기계공학부 학부생 및 기계설계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NS방정식의 해에 대한 시도(A 

Trial for Solution of Navier-Stokes Equations)」에 관한 주제로 일본 동경공대 持丸 義弘(모치마

루 요시히로)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持丸 교수는 컴퓨터에 의한 계산방법의 하나인 스펙트럴 차분법(Spectral Finite Difference 

Scheme)을 맨 처음 개발한 전산유체역학(CFD)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97년부터 매년 2학기 

중에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교 배명환(수송기계공학과) 교수와 공동연구 결과인 “Numerical Analysis of Heat 

and Fluid Flow, Using a Family of Jacobian Elliptic Functions”이라는 논문을 올 8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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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Differential Equations and Applications에 투고하였으며, “Application 

of a Spectral Finite Difference Scheme for Thermal - Fluid Numerical Simulation(열유체 수

치 시뮬레이션에 대한 스펙트럴 차분법의 응용)”이라는 과제를 한일국제공동연구로써 수행 중에 있

다.

 

기초과학부 초청세미나

기초과학부는 10월 26일(금) 16:00 물리학과 세미나실(32-114)에서 권해웅(부경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영구자석용 재료의 제조기술 개발동향」이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2001 후반기 전문가 초청세미나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는 항공공학특성화사업단, 한·러항공재료기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과학

재단, 경상남도, 교육인적자원부 후원으로 공과대학 37동 302호 강의실에서 2001 후반기 전문가 초

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2일 이재명(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2공장) - 터보 프롭 항공기 개발 사례 및 향후 전

망

·11월 9일 이대열(국방과학연구소 제3연구개발본부) - 저속통제기의 개발기술과 발전방향

·11월 16일 서이수(동아대학교 교수) - 자성유체의 제법과 물리적성질 및 항공기부품으로서

의 응용

·11월 23일 김영갑(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이사) -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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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은 10월 19일(금) 15:00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세미나실

(33-407)에서 김진철(한국화학연구소) 박사를 초청하여 Pathogenicity and phytotoxin 

production of Curvularia inaequails and Nigrospora sphaerica isolated from zoysia grass에 관

한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진철 박사는 잔디의 새로운 병원 곰팡이인 Curvularia inaequails와 Nigrospora 

sphaerica가 생성하는 이차대사산물을 곰팡이 배양액으로부터 순수 분리하여 화학구조를 결정한 결

과 Pyrenocine A, B 그리고 phomalactone으로 밝혀졌다. 이들 독소가 식물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들 화합물이 다른 병원곰팡이를 억제하는 활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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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 교수 제1회 닥터 스트라이커 수상자로 선정

 

의과대학 정형외과 구경회 교수가 `제1회 닥터 스트라이커 수상자'로 선정돼 10월 19일 서울 힐튼호텔

에서 열린 제45차 대한정형외과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세계적인 의료기구회사인 스트라이커사에서 후원하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으

로 지난 3년간 국제학술지검증기관인 SCI(과학인용지수)에 등재된 해외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

표한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구 교수는 국제무혈성괴사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16편

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정형외과 학술지의 하나

인 「임상정형외과학과 관련연구(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의 고관절 분야 

심사위원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 위촉됐다. 

 

김상현 교수 과학기술부 주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에 선정

 

김상현(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의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과제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핵심과제에 선정된 김상

현 교수는 2001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단계로 3년간 「극저온 전기 절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김상현 교수는 현재 한국 초전도 저온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미국전기학회, 일본전기학회, 한

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학회, 미국저온학회 등 전기관련 주요학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기관련 학술지에 100여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기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

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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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근 교수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임수근 소장(공과대학 재료공학부)은 10월 16일∼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 개막식에서 한국항공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자원부 장

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임수근 교수는 항공기부품기술심포지엄, 항공기술관련 국제심포지엄, 산학공동연구, 산학컨소시엄 등

을 통하여 항공우주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 동안 새로운 항공기용 Al 합금 제조 기술개발로 우리 

나라 항공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좌용주 교수 『가이아의 향기』

지구를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는 좌용주(자연대·지구환경) 교수가  책『가이아의 향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구를 딱딱한 과학적 논리로 풀어내기보다는 신화와 역사, 인간의 감수성을 통해 풀어내었기 

때문에 더없이 훌륭한 교양서적, 혹은 과학에 대한 좋은 텍스트이다.

 『가이아의 향기』는 과거 문명속에 묻혀진 진실을 지구의 역동적인 삶에 견주어 파헤쳐 나간다. 지구

를 사랑했던 여러 사람들의 감춰진 발자취를 일화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과거, 현재, 미

래를 마치 우리의 일상적인 에피소드인냥 아주 쉽게 풀이하고 있어 학생들이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

게 지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별을 이해 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선모 교수 『인간학습-교육적 적용』

 

문선모(교육학과) 교수는 교육학과와 대학원의 교육심리 전공에서 학습심리학 또는 학습이론 강좌에 

대한 적절한 교재를 발간하였다.

『인간학습:교육적 적용』이라는 이 책은 그 동안 교육이 원서나 번역서에 의존해서 이뤄짐으로서 이

론적이고 순수 심리학적이었던 문제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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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저자는 학습의 개념을 의미와 학습의 단계, 수행 그리고 학습의 중요성과 교육적 적용에서 

찾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알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연구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

다. 또 학습연구의 최근의 주요경향을 중심으로 학습연구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서용득 교수 『영어드라마 활용의 이론과 실제』

서용득(외국어교육과)교수가 『영어 드라마 활용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영어 드라마를 영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영어드라마와 의사소통중심교수법

에 중점을 두어 학교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학습

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학생들이 쉽고 단계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영어드라마를 제안하고 있으며 고사들이 어떻게 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얘

기를 하고 있다.

 

민속무용학과 동인단체 무천무용단 창단 공연

 

경남에서 최초로 결성되어진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의 동인 춤패인 ‘舞天’이 

10월 19일 오후 7시30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공연을 가졌다.

이번에 창단 공연을 갖는 ‘舞天’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전통을 재창조하여 한국 춤의 세계

화에 일익을 담당코자 결성되었으며, 우리 춤 만들기와 한국 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젊은 춤꾼들이 새

로운 아이디어와 패기로서 의기투합한 한국 동인 춤패이다. 한편 이번 진주에서의 창단공연에 이어 10

월 26일 오후 7시30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도 무대를 마련하여 공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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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 소식

 

지난 8월 18일 동방호텔에서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 제4기 발족식 및 제9차 총회를 개최하여 각계각

층의 지도층 인사 및 총동창회 임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발전후원회장에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상임고문에 박충생 경상

대학교총장, 고문에 김장하 전 발전후원회장 외 8명, 자문위원에 강석정 합천군수 외 49명, 부회장에 

김동욱 의원 외 14명, 3개 분과위원회(재정지원, 취업지도, 정책개발위원회)에 56명의 이사가 선임되

었고, 감사에 김재경, 성낙주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발전후원회 정관개정 및 향후사업에 대한 토

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제4기 발전후원회의 사업 목표는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계

기의 일환이 될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의 전용 면학시설인 “개척고시관" 건립을 목표로 하여 고시관 건

립기금 확충에 전력하기로 임원 및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 결의를 다졌다.

 

▣ 발전후원회 진행일지

1. 2001.08.18. 제4기 발전후원회 발족식 및 9차 총회 개최

2. 2001.08.31. 제4기 발전후원회 총회 참석인사 감사장 발송

3. 2001.10.08. 발전후원회 가입 안내문 발송(대상:우리대학교 전 동문 및 지역 가입희망자)

4. 2001.11.12. 후원회 후원금 납입영수증, 개척고시관 건립 팜프렛 및 감사장 발송

 

 

발전후원회 개척고시원 건립 후원금 납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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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ß 승진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정영륜 → 교수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임동빈 → 교수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물리학전공) 부교수 김현수 → 교수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부교수 김용기 → 교수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부교수 박영철 →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제어계측공학전공) 부교수 국금환 → 교수

·공과대학 재료공학부(금속재료공학전공) 부교수 임수근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박종문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이우곤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손운목 → 교수

·해양과학대학 해양생산학과 부교수 김용해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이순애 → 부교수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전임강사 손대영 → 조교수(이상 10.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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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보직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전용기 →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장(9.13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석종환 → 국제어학원 외국어교육부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임규홍 →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육부장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교수 고성룡 → 국제어학원 교육매체부장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김영석 → 국제어학원 국제교류부장(이상 10. 8자)

 

ß 겸임교원, 학술연구교수, 계약교수

 

·경영대학 경영학부 겸임부교수 유형재

·부속기초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유미자

·부속공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윤희

·부속공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정성욱

·부속공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신동철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계약교수 정성택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계약교수 전영홍(이상 1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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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휴직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이정훈(9.24자)

 

                    일 반 직 인 사

ß 승  진

 

·기획과 교육행정사무관 전제상 → 서기관(복)(9. 17자)

 

ß 전  입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 김수진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10.8자)

 

ß 전  보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 정순규 → 의과대학 행정실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 김현규 →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학생처 학생지원과 교육행정주사 최천학 → 사무국 경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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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장학복지과 교육행정주사 최성규 → 도서관 학술운영지원과

·기획연구처 기획과 교육행정주사 진영권 → 교무처 교무과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교육행정주사 권영부 → 사무국 경리과

·사무국 경리과 교육행정주사 심도섭 → 인문대학 행정실

·사무국 경리과 교육행정주사 김재기 → 법·경·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 직무대리

·인문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안영균 → 기획연구처 기획과

·법·경·사회과학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하중곤 → 학생처 학생지원과 

·의과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박봉현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김수득 → 학생처 장학복지과

·도서관 학술운영지원과 교육행정주사 정승한 → 교무처 교무과(대학원)(이상 10.1자)

·사무국 경리과 기계주사보 하용국 → 사무국 시설과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박수철 → 사무국 경리과(이상 10.8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축산연구사 정기화 → 농과대학 부속동물사육장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기능9급(사무원) 신철홍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총무과 기성회직(경비원) 송례수 → 박물관

·박물관 기성회직(경비원) 유병길 → 기성회직(보조원), 교무처 교무과(이상 9.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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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   사

 

ß 결   혼

 

·해양과학대학 선박기계공학과 이광영 교수 차녀 결혼(11.4)

·농과대학 현미경실 유애희 조교 본인 결혼(10.27) 

·사범대학 행정실 이삼순 선생 장남 결혼(10.7)

·법과대학 법학과 임희정 조교 본인 결혼(10.6)

·농과대학 농공학과 류시창 교수 차남 결혼(9.16)

·경영대학 회계학과 김세한 교수 장녀 결혼(9.16)

·해양과학대학 실습선운영관리센터 강현주 선생 차남 결혼(9.16)

 

ß 조   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종욱 교수 부친 별세(10.24)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최종만 교수 모친 별세(10.22)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정미화 선생 시부 별세(10.18)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지홍 교수 부친 별세(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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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문병태 교수 부친 별세(9.22)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박금산 교감 선생 부친 별세(9.22)

·사무국 시설과 구연봉 선생 모친 별세(9. 5)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이석호 교수 모친 별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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