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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종무식 및 2002년도 시무식

·200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일본 이와떼현립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연암공업대학, 항공기능대학 연계교육협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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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고시관 건립 사업 착수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해외장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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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교수 「새한철학회」 회장으로 피선

·백좌흠 교수 한국인도학회 제11차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이상업 명예교수 일본 천황 훈장 수상 

·이종석 교수 암 전문의 전국베스트 10위로 선정

·전시영 교수 대한비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좌용주 교수 발간도서 『가이아의 향기』 2001 우수과학도서 선정

·최병대 교수 벤처기업 ‘콘드로’ 콘드로이틴 화장품 및 비누 출시

·현재석 교수 Abbott 연구소 연구상 수상

학술신간

·남명학연구소 ‘남명집 번역본' 발간

 

동 문 동 정

 

·구본경 동문 과학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선정

·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천석 동문 선출

·총동문회 새 집행부 출범

·김천석 총동문회장 개척고시관건립기금 2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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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후원의 집 

 

공 지 사 항

 

·2002학년 1학기 편입생 모집요강

·문천각(도서관 한적자료실) 안내

·청향각(淸香閣)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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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종무식 및 2002년도 시무식

우리 대학교는 2001년 12월 31일(월) 11:00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식을, 2002년 1월 2일

(수) 10:00 남명학관 남명홀(203호)에서 2002년도 시무식을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교직

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이번 종·시무식에서는 2001년 한해를 회고 반성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새해에는 국가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업무수행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전교직원이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

었다. 종무식은 개식, 국민의례, 공무원윤리헌장 낭독, 우수·모범공무원 포상 전수 및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송년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 김상조, 학생기숙사 기능9급 사무원 박찬

• 우수공무원(국무총리표창) : 사무국 총무과 김갑수

• 퇴직국가공무원 : 이사관 최전일(홍조근정훈장), 농과대학 농업주사 최판도(옥조근정훈장), 농과대

학 농업주사 강준선(옥조근정훈장), 이사관 김정호(대통령표창), 해양과학대학 기능6급 기관장 최윤

형(부총리표창), 해양과학대학 기능7급 기관장 손영기(부총리표창), 해양과학대학 기능7급 기관장 유

세학(부총리표창)

• 국민교육유공자(부총리표창)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교육행정주사 김정원, 총무과 교육행정주사 

김대훈, 해양과학대학 선박주사 원석수

• 총장표창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 강홍래, 총무과 교육행정주사보 정명교, 학술정보운영과 사서주사

보 김성규,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김성균, 의과대학 의료기술서기 정우섭, 교무과 기능9급(사무원) 

신영숙, 경리과 기능9급(사무원) 박수철, 농·수의과대학 기능9급(사무원) 최성대, 사범대학 기능9급

(사무원) 이종갑, 교무과(대학원) 기성회직 유병길, 연구지원과 기성회직 박기용, 해양과학대학 기성

회직 권숙자, 부설중학교 교사 김무성, 부설고등학교 교사 최갑이,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조교 김동연

(이상 우수공무원), 공과대학 기성회직 조영순(견문보고 우수), (주)한국알에프 주차관리원 김춘식(특

별 표창)

 

ß 2002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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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2002년 새해가 열리고 우리는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년이 늘 건강하고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학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현실로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게 되는 데서 오는 정정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지원자의 대학 정원 미달 현상이 시작되는 2003년을 한 해 앞두고 사실상 대학간 경쟁의 와중으로 들

어선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정정(政情)의 불안이 그대로 대학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정정의 불안은 사회를 흔들고 

사회가 흔들리면 교육의 환경이 흔들리므로 대학 또한 상응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어느 시기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상황을 뛰어 넘는 진리와 본질에 봉

사하는 것이므로 국가 현실이 어려울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보루로서 중심에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

다.

대학은 사회가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사회 담론의 불을 밝혀야 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난제에 놓이

게 되면 국제 담론의 등불을 켜고 묵묵히 중심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2003년 곧 내년에 들어서면 대학 지원자가 대학 정원에 밑돌게 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려할 만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에 따라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

형도가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대학 구성원도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 ‘옆집까지 온 불’이라는 인식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외의 현실이 어려울 때 참다운 대학은 비평정신으로 깨어 있기 마련입니다. 시대나 상황의 위기에서 

비평정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여건과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들의 개척정신은 살아 꿈틀거리는 실

천 정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실천 정신의 고삐를 쥐고 금년 한 해 국제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구

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동아」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중점육성산업분야의 

고급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기초학문분야를 보호 육성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산학협동체제

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행정, 대학, 학과, 연구센터 등이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학내 시설의 꾸준한 확충도 확충

이지만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나 규정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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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 쓰이는 일이지만 인내를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21 센터’ 조성이나 사천연구 단지 조성이 그런 성질의 현안이지만 BK21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연계 사업으로서의 성질을 띄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일반 시설로는 자연대 4호관, 의대 교사동 개축, 공대 부속공장이 있고, 그리고 기숙사 6

동 및 야외공연장 등이 건축 중에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기숙사가 설계에 들어가고 개척고시관 건

립에 힘을 쏟게 됩니다. 개척고시관은 본교 발전후원회와 총동창회의 협조로 추진되는데 남명학관 건

립으로 지역속의 대학이라는 대학의 자리매김이 한층 고무되고 있는 터전에서 추진됨으로써 금년 내 

착공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지난 해 9월 국립 대학 발전 계획안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대학의 구조 조정은 대학 개혁의 청사진 아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최선의 지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

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작년에 좋은 성적으로 드러났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1차년도 평가 1위에다 산학연 컨소시엄 평가 1위에 오르는 

등 대학간 경쟁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의과대학 이상휘 교수가 이룩한 연구결과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등 교수님들의 개인적 업적이 

크게 두드러졌던 점을 떠올리면서 새해에 그 축적된 연구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인력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립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이수계획지도제가 보다 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정착

될 수 있게 지도와 지원을 최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탐구의 장을 새로이 여는 

외국 교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및 교류를 공세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과와 대학은 이에 맞추어 교류의 대상과 폭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

다.

친애하는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2002년은 대학이 국가적 현실과 대학 지원자 감소라는 전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해이지

만 대학은 본질로서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합니다. 창의를 장려하되 합의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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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의를 존중하되 창의를 우선하는 것이 새해 개척인의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일

경상대학교 총장 박 충 생

  

200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우리 대학교는 2002학년도 신입생을 정시에서 ‘가’군과 2,092명, ‘다’군 1,173명으로 분할모집 

하였다. 지난해 5월 수시 1학기에서 33명, 2001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수시2학기에서 504명, 

정원외 농어촌 학생 69명을 포함해 총 3,802명을 모집하였다. 

2001년 11월 14일(수)부터 12월 13일까지 정시원서 교부를 시작해 200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

지 원서접수를 하였다. ‘가’군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는 2001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

으며, 12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군 면접 및 실기고사는 2002년 1월 24일 실시되며, 합

격자 발표는 2002년 1월 29일 예정이다.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교부는 2002년 1월 31일, 등

록은 2002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이다. 지원현황은 ‘가’군의 경우 2,092명 모집에 7,023명이 지

원해 3.36대 1, ‘다’군의 경우 1,173명 모집에 6,798명이 지원해 5.8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군의 사회복지·심리학과군이 21명 모집에 194명이 지원해 9.2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

록했고, 영어영문학과가 23명 모집에 206명이 지원해 8.96대 1, 해양생산학과가 31명 모집에 264명 

지원해 8.52대 1, 인문학부 8.4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해양과학대학은 평균 5.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지만 강한 일본 이와떼현립대학과 경남의 거점국립대학인 우리 대학교 학술교

류 협정체결

 

경남의 거점국립대학인 우리 대학교 박충생 총장은 2001년 12월 11일(화)∼14일(금)까지 일본 동북

지방에 있는 이와떼현립대학(니시자와 쥰이치 총장)을 방문하여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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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류협력의 기본 목표는 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통하여 교육·연구상의 협력 및 교류, 학생교류, 학술

자료, 간행물 및 학술정보의 교환,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국제화 역량을 키워 나감은 물론 대학의 

구조조정 등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

우리 대학교는 현재 국립대학교 중 최초로 대학의 전교육체계를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작업 추

진 및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행정구조개편 및 대학운영시스템 등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일본대학 중 가장 개혁적인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와떼현립대학의 개혁방향을 청취하고 의견

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대학교 내부혁신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와떼현립대학은 일본의 동북지방에 위치한 지방의 공립대학으로

서 이와떼현에서 1998년 설립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간호학부, 사회복지학부, 소프트웨어정보학부, 

종합정책학부의 4개 학부(우리나라의 단과대학), 2개의 단기대학(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소프트웨어

정보연구과와 종합정책연구과의 2개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수는 대학의 입학정원이 440명이

며, 2개의 단기대학이 200명, 2개 대학원 입학정원 50명이다.

설립한 지 채 5년이 안되는 대학이지만, 이와떼현립대학은 2002년도 일본 대학 682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종합평가 결과 대학총장평가부문에서 교육분야 15위, 연구분야 19위, 종합평가 21위라는 놀라

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고교의 평가부문에서 종합평가 20위, 신설대학부문평가에서 과학연구비조

성금 6위, 각기관평가부문에서 대학의 총장 평가 1위, 고교의 진로지도교사 평가의 1위를 받고 있다.

우리 대학교와 이와떼현립대학의 학생 교류는 이미 3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점차 교수교류와 각

종 연구과제의 교류도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작지만 강한 이와떼현립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는 그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암공업대학, 항공기능대학간 연계교육협정서 체결

우리 대학교는 2001년 11월 27일 11:00 상황실에서 연암공업대학과 28일 항공기능대학과 대학발전

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연계교육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양교는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효율적인 연계교육운영을 위하여 연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계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우리 대학교의 연계교육 관련 학부(학과)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별

도의 선발 기준에 의거 일정 범위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정보 및 정기간행물의 상호 교환, 산학협력체제의 공동구축,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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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연계교육협정서 체결은 전문대학 수업년한 단축,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입학기회 

확대, 전문대학 졸업자의 4년제 지방소재 대학 편입학 기회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및 시

행령 개정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마산해양청과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14일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새바다호에서 김광홍 

학장과 이인수 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청과 우리 대학간의 협력증진과 상호지원을 통해 경남지역 해양수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교수 및 학생의 현장연수, 취업에 대한 협력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느티나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경상대학교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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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히 올 겨울에는 우리 대학교의 교목으로 수십년간을 자라온 느티나무 100여그루에 송년트리 점

멸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번 송년트리 점멸 등은 학생들의 소청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를 기하여 지역사회와 친화적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대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획

되었다. 점멸 등은 정문에서부터 제2도서관 좌, 우측의 느티나무에 설치를 하였으며, 1월 중순까지 일

몰시부터 새벽 1시까지 유지 할 예정이다. 저녁시간이 되면 우리 대학교의 느티나무 야경이 진주시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진작가들의 작품사진 촬영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표지사진 

참조)

 

제43회 사법시험 1명, 군법무관 1명 최종합격,1차 합격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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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류기정, 박지근 동문이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류기정 동문(법학과 91학번)은 진주 명신고등학교 졸업, '98년 우리 

대학교 법학과, 2001년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다. 또 제15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박지근(법학

과 91학번) 동문은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 '95년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한편 제43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재학생 및 동문 7명이 합격했다.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장태영

(94학번) 학생을 비롯하여, 김영희(82학번), 문병삼(91학번), 김영찬(92학번), 김동현(92학번), 노

진환(93학번), 이행연(86학번) 동문 등이 나란히 합격하여 2002년 6월 2차 시험 응시준비를 하고 있

다.

개척고시관 건립 사업 착수

우리 대학교 개척고시관 건립을 위하여 발전후원회 및 총동창회가 기금마련 사업에 착수하였다. 학생

기숙사 6동 옆 동편에 위치할 개척고시관은 지상 4층, 면적 1,500㎡, 50실, 수용인원 100명, 총 소요

예산 17억원 규모의 건물로 2002년 9월에 기공하여 2003년 말 완공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8일 동방호텔에서 열린 옺譯遮淪閨?발전후원회?제4기 발족식 및 제9차 총회에서 옺譯遮淪

閨?발전후원회?임원과 회원 등은 “개척고시관" 건립을 목표로 고시관 건립기금 확충에 전력하기로 적

극적인 참여 결의를 다졌다. 총회 이후 1인 1계좌 100,000원 이상 모금으로 1월 5일 현재 237명이 참

여하여 1억6천9십1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전국의 유수 대학들은 사법·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등 주요 국가 고시의 준비를 위해 고시반을 통

합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과감한 지원으로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는 지금까

지 개인중심의 공부와 열람실 수준의 지원만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의 대학은 물론이고 같

은 지방대학과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시지원 시

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에 처해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시지원 시스템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개척(통합)고시관 설립이다.

개척고시관의 설립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격자 수의 증

가만이 학생들의 자긍심은 물론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

해 우리 대학교는 경남지역의 행정·사법·경제 분야에 최고 수준의 전문인을 공급하는 지역 대학 본연

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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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해외장기 연수

수송기계공학부에서는 자매결연대학인 미국 피츠버그주립대(Pittsburg State University)에 2002년

도 우리 대학교 학생 8명을 한 학기동안 해외장기연수를 실시한다. 해외장기연수생들은 1학기 동안 미

국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2002년 5월 Milwaukee에서 열릴 예정인 SAE Mini-Baja(미국 

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할 자동차를 설계 제작하여,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국내 대학생 자작자동차경주대회에서 준우승 등 매년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는 우리 대학교 자동차동

아리인 모터라이저(지도교수: 송철기, 수송기계공학부, 회장: 장석동 수송기계공학부 3)를 주축으로 

하여 창작설계, CAD/CAM, computer, 영어회화 및 영어발표에 자신이 있는 엘리트학생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들은 2002년 1월 16일 - 6월 7일(18 weeks교육을 포함한 총 6개월간)까지 연수를 받는

다.

참가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항공료, 수업료, 실험실습료, 자동차제작비, 대회참가비 등을 BK 지역대학

육성사업단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기숙사비, 식비 등 체제비만을 부담하면 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

에서는 유일하게 학부 학생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이다.

한편 피츠버그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연수자는 본교의 최대 12학점으로 인정된다. 

 

국제어학원 동계 영어심화캠프 연수 실시

국제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와 24시간 합숙으로 진행하는 2001~2002년 동계 영어심화캠프 연수

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능력있고 경험있는 외국인 강사를 특별 초빙하여 단기 영어회화 집중과정

인 합숙 영어심화캠프를 개설하여 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지 않고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 구사능력을 

시킬 목적으로 마련한 특별 영어프로그램이다. 대학생반은 2001. 12. 31(월)~2002. 2. 9(토) 6주

(300시간) 동안 실시되며, 중고등학생반 및 초등학생반은 2001. 12. 31(월)~2002. 1. 26(토) 4주

(200시간)간 실시되며 각각 50명씩이다.

이들은 캠프기간 중 24시간 합숙을 하면서 영어만 사용해 집중 강좌, 10명 소 단위반 외국인강사 전담

지도, 교실, 야외활동, 게임, 영화,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수준별 반편성 및 정기적 

평가 실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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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원과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간 산학협약체결

정보교육원은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와 2001년 11월 23일(금) 본부 3층 상황실에서 산학협약체

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시험장 지정 및 센터 위탁 국비지원과정 우선 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연구 협의차 일본 시마네대학 교수 5명 우리 대학교 방문

일본 시마네대학 생물자원과학부 교수 야마모토 교수 외 4명의 교수가 2001년 12월 5일부터 7일까

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농과대학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농과대학과 시마네대학은 시마네대학이 추진하는 한일 공동연구프로젝트(SUBSEC)를 3년간씩 2회

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시마네

대학 교수들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시마네대학 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연구에 관심을 표명한 농

과대학 교수 14명과 연구동향과 관심분야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측 교

수들과의 공동연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일본 문부성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일본의 연구자

금을 지원 받아 우리대학 교수들과 일본 시마네대학 교수들간의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영정보학과 Promis팀 2001 정보통신부장관배 게임제작대회 장려상 수상

 

경영정보학과 Promis팀이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부장관배 게임제작대회 무선 

모바일게임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품은 2001년 11월 29일(목)부터 12월 2일(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 태평양관 1층

(SOFTEXPO/DCF2001 행사장의 온라인게임관내, 게임제작대회 입상작품 시연관)에서 시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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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2001년 12월 2일(일) 오후 4시 시상식을 가졌다.

Promis팀은 경영정보학과 4학년 최동진, 정진우, 3학년 최광호, 정영철, 2학년 박화식 학생으로 구성

된 팀으로 ‘말뚝박기' 게임 프로그램을 출품하였다. ‘말뚝박기'는 우리 어렸던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말뚝박기'를 응용한 게임이다. 진행은 퀴즈와 숫자, 타자 시합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원

래 말뚝박기처럼 가위, 바위, 보로 팀을 정하고 공격·수비로 전환하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미술교육과 졸업작품전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4년간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미술교육과 졸업작품전이 2001년 11월 20일

~24일까지 경남도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여덟번째를 맞이한 졸업작품전은 4년간 수학한 내용을 발표하고, 졸업생 각자가 활동하게 

될 작품의 성향을 미리 선보이는 장이였다. 또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 4개 분야에서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여 창작의 방향을 서로 확인해 보고 미술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찾아보

는 자리가 되었다.

 

제2회 즐거운 역사만들기대회

우리 대학교와 전국 역사 교사모임은 2001년 11월 24일 교양학관에서 왊苡?숨쉬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왏繭遮?주제로 제2회 즐거운 역사만들기 경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창원중학교 2학년 임선우 학생 외 12명(지도교사 변광기)이 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창

의적인 내용으로 영상/극화 부문 대상인 즐거운 역사상(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또 진주 경해여고 김지윤 학생 외 12명이 고등부 동아리부문 즐거운 역사상을 받았다. 

사범대학장상에는 진주 삼현여중 김민지 학생 외 4명을 비롯한 3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 대회는 영상극화부문, 역사신문부문, 홈페이지부문, 동아리부문 등 4개 부문에 총12개팀이 참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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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학생 ‘공수도’ 국제 심판자격증 획득

강영훈(산림과학부 3) 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공수도 부문 국제심

판자격증을 획득했다.

공수도 동아리 ‘먼다' 회장을 맡고 있는 강영훈 학생은 국내심판자격증을 가진 6명의 한국 대표들과 

참가하여 유일하게 국제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강영훈 학생을 비롯한 ‘먼다' 동아리 회원 4명이 2001년 11월 25일 양산대학교에서 열린 2002

년 부산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하였다.

올해 정식으로 동아리 등록을 한 ‘먼다'는 그 동안 학내에서 5월제, 월경축제, 대동제 등을 통해 몇 차

례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2/212-2.htm (4 / 4)2009-12-29 오후 4:13:24



국제어학원 무료 공개강좌

국제어학원 무료 공개강좌

국제어학원에서는 11.23(금) 오후 2시 1층 종합강의실(27-110)에서 얝BS TV-영어 쉬워요?얝BS 

FM-Morning Special?얤BS-FM 이보영의 Yes, I can 생활영어 코너?얦BC 라디오 Driver's 

English? 얭BS Power English?진행자로 잘 알려진 “이보영 아카데미”의 이보영 원장 초청강연회

를 실시하였다.

또 2001년 11월 26일(월)~11월 28일(수) 오후 5시~7시 국제어학원 1층 종합강의실(27-110)에

서 미국 현지 방송 영어를 교재화하여 실제적인 영어 듣기능력을 증대시키고 속독 및 발음교정을 통하

여 종합 영어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주재현 JFKN" 무료 공개 강좌를 실시하였다.

 

충남대학교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기념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는 학술교류 협약교인 충남대학교와 2001년 11월 30일(금) 11:40∼18:00 충남대학교에

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박충생 총장, 충남대학교 이광진 총장, 대

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진주시장, 대전상공회의소장, 진주상공회의소장, 양 대학교 

학생·교직원, 양 지역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는 양 대학이 연계하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 지역의 시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21세기 ‘남명'과 ‘사계'의 새로운 만남」, 

「차세대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 「지역간 교류와 지역개발」 등의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

였다.

「21세기 ‘남명'과 ‘사계'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교 남명학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주관으로 역사적으로 영남과 충청을 대표하는 남명 조식과 사계 김장생의 한국철학사상적 

위상을 고찰하고 지역간 문화 교류는 물론 21세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문화 공황의 위기극복 방

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손병욱 교수, 충남대학교 남명진, 황의동, 한복룡 교수, 대진대학

교 권인호 교수가 발표하였다.

「차세대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교 농과대학과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

구소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주선태, 하영래, 박창석, 박중춘 교수가 

충남대학교에서는 임용표, 성창근, 이규승, 장동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하여, 경상도 및 충청도 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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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문화와 학문교류로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이 국내 동물자원 

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양 지역 농업 발전방향을 정립하였다.

「지역간 교류와 지역개발」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간 교류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역개발정책 자료를 제공하였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김경환, 이시원, 김영 교수가, 충남대학교 박재묵, 손병우, 강병수, 육동일, 박대식, 

신희권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5월 양 지역의 거점대학인 우리 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대학발전은 물론 양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술 교

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회과학연구원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 12월 7일(금) 13:00-18:00 남명학관 101호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

정과 노동체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

소 지원사업 연구과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변화: 1997-2001」의 일차적 성과로

서 연구 방향과 방법론의 정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성진(사회과학연구원장) 교수의 개회사, 「구조조정과 노동문제」라는 제1주제로 

사회 강수택(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정성진(경제학과),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의 전개과정과 성격/ 장상환(경제학과), 구조조정과 기업시스템의 구조 변화/ 주무현(사회과학연구

원),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성균(울산대 사회학과), 노동력 재생산 구조의 변화/ 김재훈(사

회과학연구원), 토론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황갑진(사회교육학부) 교수, 「구조조정과 노동운

동」 제2주제로 사회 이창호(법학과), 1987년 노동체제의 성격과 전환의 압박/ 임영일(경남대 사회과

학부),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노동정책의 성격/ 이종래(사회과학연구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 전

국적 수준의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정진상(사회학과), 작업장 수준의 교섭과 투쟁/ 이진동(사회과학연

구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 내부정치/ 조효래(창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이은진(경남대 사회과학

부)·최태룡(사회학과) 교수 등이다.

 

통일평화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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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인권센터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 주최, 남성문화재단 후원으로 2001년 12월 10일

(월) 오후1시30분-6시 남명학관에서 「지키는 인권,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

최하였다. 이번 2001 인권학술 행사는 제53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진주지역 사회운동단체

(NGO) 활동가들이 진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며 전망하는 학술대회였다.

행사는 김장하(형평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의 환영사, 박충생 총장의 축사, 김중섭(통일평화인권센타) 

소장의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사회적 약

자의 인권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보호'라는 통제 속에 갇힌 학생들 / 권춘현(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

회), 재가보호아동의 생활과 인권 / 배익철(평거사회복지관), 진주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 강문순

(진주여성민우회), 장애인 차별과 인권 / 김재규·김현희(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  [현장보고] 간디

학교 사태와 교육권 /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 제2부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 살펴보기」라는 주

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 김재명(민주노총 진주시협의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 / 김정

곤·서지은(전국노점상 연합회 진주지역), 스스로 지키고 찾는 시민권 / 이기동(진주참여인권시민연

대), [현장보고] 진주한일병원 노동조합 설립, 그리고 1년/채옥희(진주한일병원 노조) 등에 관해 발표

하였다.

 

부설중·고등학교 제21회 교육연구세미나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는 2001년 11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남명학관에서 「세계화와 지

식정보사회에서의 변화하는 교육과정 지도성」에 관한 주제로 제21회 교육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 주관, 국립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연합회 주최, 교

육인적자원부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후진 양성과 국가교

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서 새로운 학교 교육 모습을 그려보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 변화와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하

고 특색 있는 교육 연구의 기회가 되었다.

11월 29일 국립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연합회 교장단 회의를 총장실에서 개최하고, 11월 30일 

남명학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대현(부산대학교) 교수의 「세계화와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교육과

정 지도성」에 관한 기조 강연, 이희복(공주대학교) 교수의 「정보화와 매체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 신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및 조남룡(공주사대부설중·고교) 교장의 논의, 강이철(경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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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수의 「개별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도명길(경북사대부설

중) 교장의 논의, 김회수(전남대학교) 교수의 「수업개선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 발

표 및 조청일(전남사대부설고) 교장의 논의, 연이어 화영복(경상사대부설중) 교장의 종합논의의 시간

을 가졌다.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에서는 2001년 12월 5일(수) 16:00-17:00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

연구센터 세미나실에서(33-407) 채호준(전남대 생물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Regulation of 

thioredoxin peroxidase activity by C-terminal truncation이라는 연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2001년 12월 13일(목) 33-407호 강의실에서 오석준(서울대 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 교수를 

초청하여 Bioinformatics for Biologists라는 연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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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명예교수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 특강

 

국제지역연구원 일본문화연구센터의 상주고문인 강동호 명예교수는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의 친목단

체인 고료우카이의 초청으로 12월 5일 구레시 소재 한큐호텔에서 「한일간의 지역교류에 대해서」라

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회는 오가사와라 구레시장 외 임직원과 구레시 유지 등 300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 강동호 명예교수는 오오사카 이즈미시의 인권문화센타의 초청으로 2002년 1월 10일 「지역으로부

터의 새로운 한일 교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박충생 총장 제3회 AUF 총장 회의 참석

박충생 총장은 2001년 11월 21일(수)∼24일(토)까지 태국 방콕의 UN-ESCAP(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UNESCO 아시아 본부에서 열리는 제3차 AUF(아시아 대학연합)총장 연례회의

에 참석하였다.

이번 아시아 대학연합 총장회의는 AUF, UN-ESCAP, WANGO(세계NGO)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유엔, 동아시아와 세계평화(The United Nations, East Asia, and World 

Peace in the Age of Global Governance)」라는 주제로 제1회 아시아 유엔국제학술회의도 함께 개

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의 대학총장 및 아시아 지역 UN학자, 전문가 약 120여명이 참가

하였다.

학술회의 주요내용으로 UN의 역할과 동아시아의 번영, UN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한국, 일

본, 중국, ASEAN 등, NGO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발표, 대학 지도자들의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각 대

학 총장 및 대표들을 위한 워크샵, 아시아 대학간의 협력 방안에 관한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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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교수, 얼굴형태 결정 물질 세계 첫규명- 네이쳐지 표지논문으로 실려

의학과 이상휘(치과학) 교수는 `노긴'(Noggin)이라는 골형성 단백질 억제제와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비타민A 대사물질이 얼굴의 광대뼈나 코뼈 발생에 관여하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처음으로 규

명해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과학 전문 잡지인 얧ature?12월20일자에 옾諭娥?레티노익 

애시드가 조류 얼굴돌기의 정체성을 바꾼다왃遮?제목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분화하기 시작한 닭의 배아에 노긴과 레티노익 애시드를 함께 투여한 결과, 얼굴 측

면부의 광대뼈로 분화하는 상악돌기가 얼굴 중앙부의 코뼈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변형되면서 두개의 윗

부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복잡한 발생 과정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던 얼

굴 형태를 결정하는 물질을 규명함으로써 얼굴 형성 연구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석원 교수 「새한철학회」 회장으로 피선

인문학부 배석원 교수는 2001년 11월 10일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2001년도 

「새한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새한철학회」는 봄, 가을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4회 『철학논총』을 간행하고 있으며, 이 

논문집은 2001년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어, 관련분야 우수학회로서의 면

모를 보이고 있다. 

 

백좌흠 교수 2001년 한국인도학회 제11차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인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학과 백좌흠 교수는 2001년 11월 24일(토) 09:30~17:00 한

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인도사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Ⅱ」이라는 주제로 2001년 

한국인도학회 제11차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사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두 번째 모임으로 지난 6월의 학술대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인도의 역사, 

철학 및 사회 부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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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업 명예교수 일본 정부 훈장 수상

이상업 명예교수는 2001년 11월 22일 11:30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일본 정부의 훈장 ‘勳四等旭日小

授章'(The Order of the Rising Sun, Gold Rays with Rosette)을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 호

리 타이조씨로부터 수상 받았다.

이상업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25년간 일본어·일본문화 강의와 저작활동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

에 기여해 왔으며, '84년 창립한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국내에서 일본어교육과 일

본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앞장섰다.

또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연구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우리 대학교

에서 고교 일본어교사 자격취득연수 및 일본어교육 교수법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는 등 고교 일본어교

사의 교육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상업 명예교수는 ’97년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우리 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일본문화연구센터 고문

으로 있다. 『일본인과 문화』, 『일본은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일본문화와 그 마음』 등의 저서를 

편찬했으며, 우리 대학 외국어교육과(일어)에서 편찬한 ‘고교 일본어' 교과서 공동집필에 참여하였

다.

  

이종석 교수 암 전문의 전국베스트 10위로 선정

의학과 이종석(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암 전문의 전국 베스트 10위 의사로 선정되었다.

이는 동아일보사가 전국 15개 의과대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 및 방사선과 교수 63명에게 △가

족 중 암환자가 있으면 맡기고 싶고, △치료 및 연구실적이 뛰어난 △50세 이하의 의사 5명씩을 추천 

받아 집계한 결과다.

  

전시영 교수 대한비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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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전시영(이비인후과) 교수가 Journal of Rhinology에 발표한 Enhancement of 

Microvascular Leakage in the Nasal Mucosa after Re-exposure to capsaicin in a Rat Model 

Challenged/Rechallenged with capsaicin 논문이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기여도가 인정되어 우수논문

상을 받았다.

 

 좌용주 교수 발간도서 2001우수과학도서에 선정

좌용주(기초과학부) 교수가 발간한 『가이아의 향기(출판사:황금북)』가 과학기술부·한국과학문화재

단·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1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되어 2001년 12월 11일(화) 오

후 3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카네이션룸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좌용주 교수는 지난 9월 지구를 딱딱한 과학적 논리로 풀어내기보다는 신화와 역사, 인간의 감수성을 

통해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는 과학 교양서적을 발간해 화제가 되었다.

『2001우수과학도서마크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제고 등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

작 과학도서의 발간을 장려하고 안정적 시장진입을 도와 과학도서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번 우수도서 선정에는 총 229종의 과학도서가 접수되어, 각 부문별심사와 종합심사의 2단계의 심사

를 거쳐 『가이아의 향기』가 중/고등 부문에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되었다.

한편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되면 최우수과학도서 저자에 대해 『대한민국과학문화상』시행 시 수상기회

를 부여하고, 신문잡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각급 학교 등에 우수과학도서 추천, 독후

감 공모시 대상도서로 추천 지원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최병대 교수 벤처기업 콘드로이틴 화장품 및 비누 출시

 

해양생물이용학부 최병대 교수의 벤처기업인 ㈜콘드로가 우렁쉥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무코다당인 

‘콘드로이틴 황산'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화장품(내추럴 마일드 팩)과 비누를 출시했다. 내추럴 마일

드 팩에는 콘드로이틴 황산을 주요성분으로 석류추출물, 상백피추출물, 비타민E 성분 등이 함유돼 과

잉 피지나 피부의 각질층 제거, 영양과 보습기능을 발휘해 피부의 탄력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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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는 최 교수가 해양오염의 주범인 우렁쉥이의 껍질에서 생리활성성분인 콘드로이틴 황산을 추

출하는데 성공해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기업이다. 특히 이번 화장품 출시는 경남도가 지원

하는 경남생명공학과제의 연구성과로 이루어졌다.

 

 현재석 교수 Abbott 연구소 연구상 수상

의학과 현재석(비뇨기과) 교수가 2001년 Abbott연구소에서 The Effect of Cavernous Neurotomy 

on Dopamine D1 Receptor in Rat Penile Tissues 연구로 연구상을 받았다.

 

학술신간

 

남명학연구소 『남명집 번역본』 발간

남명학연구소는 남명 조식(1501~1572)의 문집 『남명집』(한길사) 번역본을 냈다. 『남명집』 번역

본은 '80년에 이익성이 처음 냈고 '95년 남명학연구소에서 꼼꼼히 교감하여 다시 냈으나 절판됐다.

이번 번역본은 한문학과 허권수, 최석기, 윤호진, 장원철, 황의열, 이상필 교수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문

체를 더 평이하게 하여 오역을 바로잡고 주석을 보강해 거의 새로운 번역으로 냈다. 이 책은 시(詩) 부

(賦) 명(銘) 서(書) 기(記) 발(跋) 묘지(墓誌) 소(疏) 논(論) 잡저(雜著) 보유 410여쪽과 한문 원본 

‘교감남명집' 170여쪽, 총 590여 쪽이다. ‘남명집'의 글은 지난해 남명 탄생 500주년에 조선시대 실

천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던 남명의 육성을 더욱 실감나게 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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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경 동문 과학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선정

구본경(전자공학과 87학번, 주식회사 만도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동문이 과학재단의 이달의 과학기

술자상 12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본경 동문은 기계분야 중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의 자동차용 구동력 제어

장치(Traction Control System, TCS)를 개발하여 현재 국산 제조차량에 장착 이미 그 성능과 신뢰

성을 입증받았고, 첨단 자동차 부품의 전자화 기술에 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본경 동문이 개발한 TCS는 차량의 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차륜 속 센서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차량

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유압제어 장치의 모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여 바퀴의 불안정성을 해

제하고, 필요시 엔진의 출력을 제어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압 

제어장치와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자동차의 엔진룸에 장착되기 때문에 차량의 제어장치 중 최악의 환경

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특별한 설계와 시험이 필요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현지(스웨

덴, 뉴질랜드 등) 혹한기 개발을 통해 신뢰성 및 내구성을 확보했다.

구 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기술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핵심기술을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기존제품대비 제품원가 및 

개발비용을 절감했고, 아울러 차세대 자동차 제어기술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용 구동력 제어장치는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외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현재 국산제조차량에 장착되어 이미 그 성능과 신뢰성을 입

증 받았다. 구동력 제어장치는 현재까지 투스카니 및 산타페 등 국내의 4개 차종에 적용되어 연간 180

억원 이상의 외화절감효과를 보고 있고, 현재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이므로 이 장치의 개발에 따른 경제

적 효과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경 동문은 2000. 1월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10대 신기술 수상, 3월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

흥협회, "국산신기술인정서(KT마크)" 수상, 5월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IR52장영실

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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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천석 동문 선출

경상대학교 총동문회는 제25대 회장에 김천석(수의학과23·고려치과 원장) 동문을 선출했다.

총동문회는 2001년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진주동방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동문을 만장일치

로 신임회장에 추대하여 개척동문의 단합과 화합의 잔치를 연출했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척동문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총동문회가 되고 경남 최고의 국립 종합

대학교인 모교의 위상에 걸 맞는 총동문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재임기간 중 

개척고시관 건립 모금운동의 마무리와 개척동문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력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개회사, 환영사에 이어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2002년 사업계획승인안, 

추가경정예산 의결권 및 임원보선권 이사회 위임안 등이 의결됐다.

회칙은 대폭적인 손실을 가해 직제개편, 회장단, 이사진 인원 확충,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조항 등을 주

요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정기총회 부대행사로 2001년 11월 9일 동문골프대회가 진주컨트리클럽에서 열렸으며, 바둑대회

가 10일 진주도동기원에서 개척기우회 창립총회와 함께 열렸다. 11일에는 테니스대회와 등반대회가 

각각 모교 테니스장과 함양 월봉산에서 있었다.

한편 자랑스런 경상인상에 서두칠(축산15)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42명의 동문이 특별공로

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총동문회 새 집행부 출범

총동문회(회장 김천석) 사무국은 2001년 12월 20일 새 집행부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

임 사무총장에는 성낙주(농화학22·자연과학대학장), 사무국장에 이성수(의학37·이성수안과 원장) 동

문을 선임하여 젊고 활기찬 집행부 운영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사무국장의 선임은 종합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총동문회 사무국장직에 보임돼 종합대학출

신 동문들이 총동문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단에는 총무 김병석(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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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무 김종환(영문38), 홍보1 하용무(건축38), 홍보2 김홍출(국문39), 홍보3 류용희(법학41), 

문화 김성욱(축산39), 편집 이정훈(행정40), 교직 신해균(독교30), 체육 이충헌(체육40), 상임간사

에 이은정(금속재료52) 동문이 새로 선임됐다. 

 

김천석 총동문회장 개척고시관건립기금 2000만원 기탁

김천석 총동문회장이 모교 개척고시관 건립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회장은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

해 이른시일내에 개척고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며 6만 개척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개척고시관은 지난해부터 총동문회, 학교, 발전후원회가 주축이 돼, 개척고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

성, 전 개척인과 발전후원회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양화가 정기만·권영석 동문 개인전

우리 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남중에 재직하고 있는 서양화가 정기만(미술교육과 81학번) 동문

이 창원과 진주에서 잇따라 개인작품전을 가졌다. 2001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제2전시실에서 작품을 선보인 뒤 12월2일부터 8일까지 진주 예림화랑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원형’이라는 주제와 초가집을 소재로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을 더듬고 있는 

작품 22점 등이다.

또 우리 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진주기계공고에 재직하고 있는 서양화가 권영석(미술교육과)

동문이 18일부터 27일까지 진주 예림화랑 초대로 일곱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굴껍데기를 재료로 한 독특한 작업으로 ‘굴껍데기 화가’로 널리 알려진 권영석 동문은  이번 전시회

에 100호 이상의 대작 5점을 비롯해 모두 23점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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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경 동문 과학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선정

홍광표 동문 청백봉사상 대상 수상

제25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받은 홍광표(경남도농업기술원 작물과 연구사) 동문은 ’94년 경상대 대

학원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말 연구사 생활을 시작해 줄곧 쌀만 연구해 온 `쌀박사’다. '94년 볍

씨 파종 뒤 부직포(不織布)를 덮어 20~25일 만에 어린 모를 생산하는 육묘기술을 처음 개발해 전국

에 보급시킨 주인공이다. 이 육묘법은 종전의 육묘법에 비해 노동력은 28%, 자재비는 48%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농법이며, 지난해 말 특허 출원돼 이미 경남도 논 98%에 보급돼 있는 등 국내 표준 재

배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 모를 모판에 기르지 않는 수경(水耕)재배법을 개발, 경남도에서만 연

간 모판 흙(床土)값 1백58억원을 절감케 했고, 논을 갈지 않고 볍씨를 뿌려 노동력 88%를 절감하는 

무경운(無耕耘)재배법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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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학년도 1학기 편입생(일반·학사) 모집 공고

 

□ 모집인원(학사) : 모집정원의 5%, 학부(과, 전공)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외로 188명이내 모집 

  

 

□ 지원자격

 - 일반 편입학

   1) 정규4년제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4개학기(2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 취득학점 70

학점 이상인 자(단, 법과대학, 사범대학은 75학점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기 해당자로서 계열불문 지원 가능함.

 - 학사 편입학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고 

있는 각종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의과대학 의학과는 TOEIC 또는 TEPS 성적 720점 이상, TOEFL(PBT)520점(CBT성적은 주

관사의 환산점수 적용)이상인 자

   4) 상기 해당자로서 계열불문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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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2. 1. 10(목)-1. 22(화) 본부당직실, 통영·칠암캠퍼스·지정교부처

 - 원서접수 및 장소 : 2002. 1. 21(월) - 1. 22(화), 종합민원행정실 

 - 예비소집 및 고사 : 2002. 1. 28(월) 09:00 ∼     

 - 합격자 발표 : 2002. 2.  5.(화) 16:00∼   

 

■ 시간제등록생 모집 : 2002. 2. 9일부터 원서 교부하며 모집인원은 학부(과, 전공)정원의 10%이내

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 또는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처 : 본교 교무처 교무과(입시) 전화(055)751-6231∼2.(인터넷 http://www.gsnu.ac.kr).

2002.     1.      .

경    상    대    학    교

 

문천각(도서관 한적자료실)안내

 

“우리지역 학자들의 문집이 숨쉬고 있는 곳!!”

‘문천각(文泉閣)'은 문장이 샘처럼 솟아나는 집이란 의미이다. 문천각은 중앙도서관 5층에 보관·관리

되어 오던 고서와 한적을 남명학 및 지역학의 효율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명학관 개관과 함께 

남명학관 2층으로 옮겨 새롭게 개관한 곳이다. 이곳에는 고서 및 고문서 1만 3천여권과 영인본 한적 1

만 3천여권 등 총 2만 6천여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남명선생문집·단성호적대장 등 귀

중한 자료가 많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2/212-6.htm (2 / 4)2009-12-29 오후 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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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도서관에 한적실이 설치된 것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배달말학회가 합천 해인사 소장 목판본 유가문집(儒家文集) 100책 3질을 인쇄하여 그 중 1질을 

 기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처음으로 고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또 1989년 삼현여자

고등학교 최문석 교장이 선친 최재호 선생이 소장한 고서 3천3백14책을 기증하여 한적실을 별도로 설

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고서의 기증이 이어졌다. 1991년에는 곽종석 선생의 문중에서 377종의 고서를, 1995년에

는 이명길 박사의 유족이 118종의 고서와 고문서를, 전 진주고등학교 한주 교장이 선친 한유 선생이 

소장한 고서 및 고문서 328종 1천여책을 기증하였다. 1996년에는 김상조 선생이 개인 소장 2천3백여

책의 고서와 고문서를, 권극유 선생의 종손 권영복씨가 760책의 고서를 차례로 기증하여 기증문고가 6

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6년에는 우리 대학교 도서관 고서 종합목록인 『한적목록(漢籍目錄)』을 발행하였고, 전

국 국립대학 중 최초로 고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처음 100책으로 시작된 한적실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우리 대학의 학문연구

를 위해 대대로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고서를 선뜻 기증해 주신 이 지역 문중과 독지가들의 과감한 결

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주지역은 조선시대 경상우도 학문의 핵심지역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고문헌이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우리 대학 문천각에 이 지역 학자의 문집을 대부분 소장하게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자랑거리인  것이다.

앞으로 지역 문집의 지속적인 수집 및 기증 의뢰와 남명학 및 지역학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

여 명실상부한 경상우도의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자료의 보고(寶庫)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

라, 고서 평가 작업을 시행하여 귀중본을 선별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상우도 지역 문집해제도 아울러 출간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문천각 입구 개인 사물함에 개인 사물을 보관하고 필기구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영인본 한

적은 자유롭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서 및 고문서는 자료의 특성상 열람만 가능하고, 복

사 및 대출은 금하고 있다.

ß 위치: 남명학관 2층(인문대학과 기숙사 중간)

ß 안내: 전화 751-5162, 전송 75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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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향각(淸香閣) 운영

우리 대학교 남명학관 2층에 중앙식당 2관 (청향각(淸香閣))을 12월 24일(월)부터 아늑하게 단장하

여 운영하고 있다.

 

◆ 위치 : 남명학관 2층(청향각)

◆ 메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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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관 개관식

 

교  원  인  사

ß 보  직

·농과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 부교수 박정규 → 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

·수송기계공학부 교수 정용길 → 대학원 정밀기계공학과장(12.1)

ß 파견근무

·농과대학 농업공학부 조교수 송대빈 →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2001.12.27-2002.12.26)

·수송기계공학부 부교수 정한식 → 일본 동경대학(2002.1.3-6.30)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부교수 하석운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2002. 2.1-2003.1.31)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강대성 →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2002.2.1-2003.1.31)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교수 배종순 → 미국 Oregon State Univ.(2002.3.1-2003.2.28)

ß 초빙교수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 찬드라칸트 칼리가(1.1)

ß 복  직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이정훈(12.1자)

 

일 반 직 인 사

ß 신규임용(특별채용)

·기획연구처 기획과 기능10급(기계원) 시보 윤창희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및 실습선운영관리센터 조윤형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및 실습선운영관리센터 박지태(11.13)자

·사무국 시설과 기능10급(기계원)시설 유진호(12.7자)

ß 전  보

·학생기숙사 기능7급(기계장) 이환규 → 사무국 시설과

ß 겸  무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기능9급(사무원) 제영삼 → 사회과학연구원 겸무(12.7자)

ß 직무대리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교육행정주사 최성규 → 학술정보지원과장 직무대리(1.1자)

ß 정년퇴직

·농과대학 농업주사 강준선

·농과대학 농업주사 최판도

·해양과학대학 기능6급(기관장) 최윤형

·해양과학대학 기능7급(기관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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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대학 기능7급(기관장) 유세학

·사무국 총무과 기성회직(청사관리원) 윤정례(12.31자)

ß 공로연수 파견근무

·도서관 사서사무관 김용안

·해양과학대학 실습선관리센터 기능7급(기관장) 조봉환

·농과대학 농장 기능9급(농림원) 박종육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강지건(1.1자)

 

경   조   사

ß 결   혼

·교무처 교무과 조국제 과장 차남결혼(1.12)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세한 교수 차녀결혼(1.6)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변은혜 선생 본인결혼(12.23)

·기획연구처 기획과 전제상 과장 장녀결혼(12.16)

·국제어학원 행정실 조재현 실장 차녀결혼(12.16)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강지건 선생 장녀결혼(12.15)

ß 조   사

·경영대학 강영규 선생 부친별세(1.3)

·보건진료소 강인순 선생 시모별세(1.3)

·총무과 구청회 연대장 부친별세(12.24)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최용부 교수 모친별세(12.18)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안동준 교수 모친별세 (12.10)

·부설중학교 송미선 선생 시부별세(12.11)

·해양과학대학 양식학과 정우건 교수 빙부별세(12.7)

·농과대학 축산과학부 이병현 교수 부친별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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