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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 및 경조사
 

 

200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우리 대학교는 2003학년도에 3,895명을 모집하는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였다.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으로는 수시2에서 일반학생 572명, 특정영역우수자 7명, 농·임·어업

경영자 자녀 33명, 국가(독립)유공자 15명, 실업계고교 94명, 학교장추천자 78명, 특기자 34명, 농어

촌학생(정원외) 111명, 정시(가)군에서 2,278명, 정시(다)군에서 599명 등 총 3,895명이다.

2002학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대입전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학년도에는 교차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지원하

면 1,000점 만점에 4점이 감점된다.

둘째, 2002학년도에는 수시1, 수시2, 정시(가)군, 정시(다)군으로 모집하였던 것을 수시2, 정시(가)

군, 정시(다)군으로 모집한다. 

셋째, 수시2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시키지 않고, 최소자격기준만 반영한다.

넷째, 2002학년도의 13개 모집유형을 2003학년도에는 일반학생, 특기자, 실업계고교, 학교장추천자, 

특정영역우수자, 농·임·어업경영자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농어촌학생 등 8개로 축소되었다.

 

중국 사천대학 부총장 방문-양교 교류협력 방안 논의
 

중국 사천대학 Zhang Zhaoda 부총장, Wan Xuehong 외사처부처장이 3월 28일(목)∼4월 1일(월)까

지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중국 남서지방의 중심대학이고 국가 중점지원 대학인 사천대학은 29개 대학, 대학원 162개 석사과정, 

96개 박사과정, 교수 3,273명, 대학원생 7,237명, 학부학생 31,418명 규모로 중국에서 큰 대학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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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사천대학 부총장 일행은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후 박물관, 정보교육원, 공동실험실습관, 기숙사, 

의과대학, 경상대학교병원 등 학내시설을 견학하고, 거제 대우조선, 해금강, 외도, 부산 해운대 아쿠아

리움 등을 방문하였다. 

 

 

BK21 사업 큰 성과-박사학위 논문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려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BK21 대학원육성사업단) 박사과정 김민철(지도교수 조무제, BK21 사업단

장)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3월 28일자 발간되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되었다.

연구내용은 MLO라고 불리는 식물에서 광범위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병저

항성을 유도하는지에 관한 기전을 밝힌 것이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외부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받

으면 식물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의해 병원균 침입이 인지되고 병원균 침입 신호를 인지 받은 수

용체는 G-단백질이라 불리는 특수 단백질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 식물

의 면역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MLO에 의해 인지된 생체방어 신호전달 과정

은 G-단백질을 이용하지 않고 칼모듈린이라 불리는 칼슘 결합 단백질에 의해 매개된다는 새로운 사실

을 밝힌 것이다. 

식물생체방어 신호전달 과정 규명은 생명공학 기법으로 병저항성 작물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암

의 정복을 위해서는 먼저 암의 발병 기전을 밝혀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세계의 농약 소비량이 비

용으로 환산하여 년간 약 300억불, 우리 나라의 년간 농약 소비량만도 약 9000억원이나 되지만, 병충

해에 의한 농작물 손실량은 총 생산량의 약 30%에 달한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법에 의한 병충해 저항

성 작물개발 연구는 생명과학 연구분야 중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로 식물에서 새로운 병저

항성 신호전달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앞으로 유전공학 기법으로 병저항성 작물

을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학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응용생명과학부 (BK21 

대학원육성사업단)에서는 김민철 박사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을 미국 과학 아카데미회보(PNAS), 식

물 셀(Plant Cell), 엠보 저널(EMBO J.) 등 세계 최상위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 

업적들이 인정되어 미국 하바드, MIT, 스탠포드, 예일, 버클리 등 세계 최상위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Post-doc.)으로 미국 박사들과 동등한 대우로 초빙되어 연구 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결과

들은 1990년 우리 대학교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 조작 연구센터가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대표적인 연구지원 사업인 우수연구센터 (SRC/ERC)로 선정되어 9년간 연구 사업결과 가장 성공적

인 연구센터로 평가받는 등 우수연구센터 사업으로 확보된 연구능력이 교육부의 세계적 대학원 육성사

업인 BK21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 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이상휘 교수 논문이 최근 (2001년 12월 20일자) “네이처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5/215.htm (4 / 22)2009-12-29 오후 3:39:38



? 새소식

(Nature)"에 표지로 다루어지는 등 연속적으로 2편의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함으로서 국내 생명과

학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공과대학, 베트남 2개 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공과대학에서는 나날이 감소하는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베트남의 하노이 공과대학 및 칸토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협력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공과대학 마대영(전기전자공학부) 부학장과 산업대학원 변재현(산업시스템공학부) 부원장이 지난 2

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간 베트남을 방문하여 여러 대학을 순회하면서 2개 대학과 자매결연

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소재하고 있는 하노이 공과대학은 교수 700명, 재학생 40,000명 규모로 베트남

에서는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총인구 1천8백만명에 이르는 메콩 델타의 중심지 칸

토시에 위치한 칸토대학교는 8개 단과대학에 재학생 16,000여명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교로서 베트

남 남부의 명문대학교이다. 현재 하노이 공과대학은 국내의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칸토대학교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자매결연사업은 공과대학 발전후원회(공동회장 : 강신민 진주상공회의소, 서태수 사천상공회의

소 회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성과를 통하여 공과대학 교수들과 자매결연 대학간의 협력연

구를 위한 과제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베트남의 두 대학으로부터 잠재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유치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고영근 교수 도서기증
올 2월말로 정년 퇴임을 한 前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언어학(형태론)전공 고영근(高永

根) 교수가 3월 19일 우리 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소장 도서 4,000여권을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기증도서 인수시기는 자료가 정리되는 6월말 경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식

경영·행정대학원 제22기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식이 3월 8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65명이 입학하였다.

최고관리자과정은 경남에서 활동하는 여러 저명인사들의 교육적 열망과 폭넓은 인간관계 수립을 목적

으로 지난 '88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총 1,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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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농·수산업 경영자과정 입학식

제9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제8기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입학식이 3월 8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거

행되었다.

이날 입학식에는 조정래 농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김천석 총동문회장, 이인수 마산지방경찰

청장, 오원석 경남농수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박민호 외 84명, 최고 수산업경

영자과정 김현수 외 39명이 입학하였다.

 

 

▶ 도서관 온라인 수서시스템(B2B Solution) 운영 및 e-book 시범

서비스 이용 
 

도서관에서는 전공도서(서양서) 추천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3월부터 온라인 수서시스템(B2B 

Solution)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방법은 ①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snu.ac.kr/) B2B Solution을 클릭 ② Browse 

Subject 클릭 후 우측 상단 주제별 책 찾기에서 주제 선택 ③ 구입 희망도서를 클릭, 화면 하단에 Add 

to Cart를 클릭 ④ 대학별 추천서 클릭 ⑤ 경상대학교 학교로 직접 추천하기 클릭 ⑥ 경상대학교 인증

과정 란에 직번(예: 정난정 312006▶12006) 첫 자리 수 3을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수를 입력 Log on 

하면된다. 이 시스템은 구입희망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정 및 발주가 되며, 신간 서지사항

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도서관은 3월부터 한달 간 320종의 전자책(e-book)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e-book은 

별도의 viewer 설치가 필요 없는 html, pdf방식으로 원문을 볼 수 있으며, 색인보기, 목차보기, 책갈

피 기능과 전문검색 및 선택 도서의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내 어디서나 개인 PC 

에서 본문 읽기가 가능하다.

 

 

▶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2002 확장지원 사업자로 선정
우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청 선정 2002년도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 사업

자로 선정되어 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창업 초기의 기업에게 창업공간과 시설, 기자재를 

제공하고, 기술 및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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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졸업식
공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는 3월 30일 창업보육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입주기업 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충생 총장, 안인섭(재료공학부) 창업보육센터장, 2년 동안 현장기술지도와 경영전반

에 걸친 창업과정을 이수한 9개 업체 대표 및 직원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공동실험실습관 칠암캠퍼스 분관 개관식
3월 14일(목) 오후 4시 칠암동 의과대학 본관 3층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황영실(내과

학교실) 의과대학장, 홍성근(생리학교실) 칠암분관 준비위원장,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공동실험실습관 칠암분관 개관식을 가졌다.

칠암분관은 인간생명과학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연구하는 28개 전공학과의 신속·정확을 요하는 연구특

성을 충족시키며, 인간중심의 생명과학 연구에 적합한 실험 기자재의 공동 구매 및 활용을 통하여 예산

의 효율적 집행과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관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1981년에 국립대학교 최

초로 공동실험실습관을 설립, 동종 실험기기의 중복·과다 구매 및 설치를 방지하고 활용도를 높여 예산

을 절감함으로써 고가 실험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107종의 88억 원 정도

의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 김태현 학생 SBS배 검도왕 대회 우승
김태현(사범대학 체육교육과 4) 학생이 3월 4일 SBS배 광평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검도왕대회 대학

부 개인전에서 손목치기로 손용희(대구대)를 1-0으로 꺾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태현 학생은 “당시의 컨디션이 좋았고 운이 따라주어 우승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김태현 학생은 

이미 작년 춘계 대학연맹전에서 개인부 우승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초청강연회
 

3월 7일 한국 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가 우리 대학교 본관 5층 대회의실에

서 교수 및 연구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학술진흥재단의 유정열 사무총장,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2002년도 학술진흥

재단의 주요 추진 목표, 학술연구지원사업 중점 추진 방향, 연구비 주요내용, 사업별 지원예산 현황, 

각 사업별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우리 대학교의 준비상황과 신청시 필요한 구체적 

정보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에 1,200억 원의 연구비가 신규로 지원되며, 우수연구

자, 공동연구, 우수학술단체, 보호학문분야, 지방대육성지원사업 등에 총 1,50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5/215.htm (7 / 22)2009-12-29 오후 3:39:38



? 새소식

된다.

 

 

진주농민항쟁 140주년기념 학술행사 및 답사

- 진주지역 농민운동의  역사적 조명 -
 

경남문화연구원과 진주농민항쟁기념사업회 는 공동으로 2002년 3월 29일 오후 남명학관 대회의장에

서 진주농민항쟁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30일 진주, 산청, 고성 일원의 농민항쟁

유적지 답사를 하였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1862년 진주농민항쟁에 관한 비디오 상영, 김준형 경남문화연구원장의 「1894

년 진주 인근에서의 동학군 봉기」, 송찬섭(한국방송대) 교수의 「1862년 농민항쟁과 진주」, 오미일

(부경대) 교수의 「1920년대 진주지역에서의 농민」, 장상환(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해방 직

후 진주지역에서의 농민운동」,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주지역 농민운동의 현단계」 등

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연이어 김선경(연세대), 박준성(역사학연구소), 홍순권(동아대), 최문

성(진주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학술행사에 이어 80여명이 참가하여 진주성→ 사천만 방수로→ 내평마을(나동면)→ 유계춘 묘역(대평

면)→ 수곡장터(수곡면)→ 수청가(산청)→ 덕산장(산청)→ 문산성당(문산면)→ 옥천사(고성) 등 진

주, 산청, 고성 일원의 농민항쟁유적지 답사를 하였다.

 

 

장비동 개관 기념 특별강연회 및 특화기술 워크샵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GTIC)는 5대사업(장비지원, 벤처창업,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유통) 의 

핵심이 되는 고가장비의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GTIC 장비1호관이 신축 완료되어 3월 22일 우리 

대학교 산학협동연구단지(사천 소재)에서 박충생 총장,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 권경석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백승두 진주시장, 김수영 사천시장과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GTIC)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비1호관 개관식을 가졌다.

GTIC 장비1호관은 대명공업(주)이 우리 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약 30억원 상당의 

고급 고가장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장비동은 서부경남 지역의 첨단부품산업 테크노빌 조성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의 실험실습장으로 공동활용함으로써 산학협력 촉진

과 현장 실무형 고급 기술자의 양성에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 이번 개관 기념 행사에서는 최근에 도입

된 GTIC 장비와 나라M&D가 기증한 정밀폐쇄다이세트를 이용한 헬리컬기어 단조품의 시험생산이 국

내 최초로 실시되었다. GTIC는 전국 유일의 기계부품 성형기술 분야를 특화로 하는 기술혁신센터로

서 이번 시험생산을 통하여 전문가들로부터 그 가능성을 확인 받았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15/215.htm (8 / 22)2009-12-29 오후 3:39:38



? 새소식

개관식에 이어 남명학관에서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등 내외 귀빈 350여명이 참가, 자동차부품산업 

기술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가 GTIC, BK21, METEC, PCTT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번 행사의 특별초대 연사인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방향」에 관하여 강연

하였다. 최근 진사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수년간 국가정책으로 머물러 있던 서부경남지역 첨

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화할 때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자원부 차관이 직접 참가한 이번 

특별강연은 서부경남의 첨단부품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임내규 차관의 특별강연에 이어,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영면 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부원

장, 현대자동차 이현순 부사장, 현대모비스 한규환 사장, 델파이코리아 이대운 사장, 니찌다이 다나까 

사장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

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강연하였다. 최근 농기계산업의 침체와 항공기부품산업 진출의 높은 장벽으

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서부경남지역 경제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시점이라 지역 업체들로부

터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경남미래산업재단의 오정배 박사의 기업생존을 위한 경남메카노21사업의 

전략적 활용 방안,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의 조광제 교수의 GTIC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

다.

한편 3월 23일(토) 09:00∼16:30 개최된 특화기술(소성가공 CAE기술) 워크샵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

로서 수송기계공학부 전만수, 제진수 교수의 진행으로 일본 니짜다이의 전문엔지니어 하마야와 소성관

련 주요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소성가공산업의 선진기술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소성가공 공정설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등에 관

한 내용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사회과학연구센터 제3차 노동문제 전문가 포럼
 

사회과학연구센터는 3월 28일(목) 사회과학관 2층 사회조사분석실(25동 220호)에서 이재인(민주노

총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장, 정창윤(민주노동당 울산 북구지구당) 위원장을 초청하여 「울산지역의 

노조운동과 실태: 지역 정치와 기업 내부 정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차 노동문제 전문가 포럼

을 개최하였다.

사회과학연구센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매월 노동문

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어학원 2002-1차 퀄로퀴움
국제어학원에서는 외국어강좌 수강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내·외국인 교수들의 상호 정보교환

을 위해 3월 28일(목) 27동 403호 강의실에서 퀄로퀴움(Colloquium)을 실시하였다.

이번 1차 퀄로퀴움에서는 Elizabeth McLeod (미국 Humbolt State University졸업) 국제어학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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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On English Pronunci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총 장 동 정(3월 11일∼4월 6일)
◆ 3월 11일 농업기술원 특강(농업기술원)

◆ 3월 12일 직업과 진로탐색 특강(국제어학원)

◆ 3월 14일 의대 공동실험관 개관식 참석

◆ 3월 16일 주요 국립대 총장 회의(천안)

◆ 3월 18일 신문방송사 기자 대표들과의 간담회

◆ 3월 19일 명예교수 추대장 교부

◆ 3월 20일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특강

◆ 3월 22일 산업자원부 차관과의 간담회 참석

        장비동 개관식 및 산학협동단지 방문

        자동차산업 발전 특별 강연회 참석

◆ 3월 23일 지봉장학금 전달식 참석(합천)

◆ 3월 25일 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 3월 26일 이와떼대학 교수 접견

◆ 3월 27일 인제대 총장, 국회전문위원 접견

◆ 3월 28일 신임교수 임용장 교부

        부산·경남지역 총장협의회 참석(부산)

 

◆ 3월 29일 중국 사천대학 부총장 접견

        진주 농민항쟁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가

◆ 3월 30일 식목일 행사 참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졸업식 참석

◆ 4월  1일 11군단 창설 기념일 행사 참석(창녕)    

◆ 4월  2일 대교협 107차 이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서울) 

◆ 4월  3일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청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교원대학교)

◆ 4월  4일 충북대학교 총장 이임식(충북대학교)

◆ 4월  6일 이정한 총장 기념사업회 1주년 기념식(수곡면)

 

 

강진홍 교수 태권도협회 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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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강진홍 교수가 지난 3월 1일 지방대학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대한 태권도협회 이

사로 취임했다. 

강진홍 교수는 현재 국민생활체육 진주시태권도연합 회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 세계 태권도학

회 부회장 등을 맡아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진홍 교수는 “앞으로 한국 태권도의 위상제고와 남북 태권도 교류 및 세계 태권도 학술 발표회에 심

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병원장 박철수 교수 발령
경상대학교병원 이사회는  3월 25일 오후 4시 동방호텔 11층 소회의실에서 제25차 임시 이사회를 열

고 하우송 병원장 후임에 진료처장인 박철수(정신과)교수를 신임 병원장으로 추대해 4월 4일 교육부

장관의 발령을 받았다.

신임 병원장 박철수 교수는 지난 '86년 4월1일 경상대병원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한 후 '90년  보건

진료소장, 정신과 과장, 기획실장, 진료처장등을 역임했다.

 

 

이근후 교수 한국농공학회부회장 일본 국제회의 참석
농업시스템공학부 이근후(한국농공학회 부회장) 교수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제1

회 아시아논농사지역의 APEC 기술자교환프로그램 및 농공학 교육 인증제에 대한 국제회의와 제3차 

물포럼 프리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일본 교토 헤이안회관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 국제회의는 아시아 20여 개국의 농공학 양성교

육 질 향상과 기술자격의 동등한 교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WTO이후 세계 각국의 기술교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아 논농사지역 나름의 기술교육체계 독특성

을 세계에 알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각국의 농공기술 발전 및 교육체계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근후 교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 내년에 있을 제3차 세계물포럼을 대비한 프리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나라의 물정책과 농공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이상호 교수 부산·울산·경남흉부외과학회 회장 피선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상호 교수가 2002년 2월 16일 경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강당에서 열

린 부산·울산·경남 흉부외과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흉부외과학회는 전국에 부산·울산·경남지역 학회를 비롯하여 호남, 중부, 대구경북 등 네 개의 지회가 

있으며, 금년에 5회의 학술집회와 특별학술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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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교수 2002년도 일본물리학회 논문상 수상
 

기초과학부 물리학전공 송진섭 교수가 2002년도 일본물리학회(JPS)의 최고논문상(best paper 

prize)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 논문은 송진섭 교수의 연구실에서 수행하였던 한·일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이중 기묘핵

(double strange nuclei)의 발견」에 관한 논문으로 Progress of Theoretical Physics(1991년)에 

Direct observation of sequential weak decay of a double, hypernucleus 라는 제목으로 실렸었

다. 

송진섭 교수는 한국측 공동저자의 대표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26일 교토 비와꼬

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 참석하였으며, 일본 立命館대학에서 열리는 일본물리학회 제57회 연차대회에

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토대학과 현재 진행중인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허보영 교수 SANKEN 국제심포지엄 초청 강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허보영 교수가 제5회 SANKEN (Sangyo Kagaku Kenkyusho) 국제심포지엄

에 참가하여 초청 강연을 하였다. 

1939년에 설립된 SANKEN은 일본대학에 속한 규모있는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재료화학, 생명과학, 

정보학 등을 연구한다.

일본의 교육부, 과학부, 체육부, 문화부의 지도자 지원기금으로 후원되어지며, 매년 개최되는 

SANKEN 국제심포지엄은 친환경재료분야, 생명과학분야, 발포금속분야의 세계최고의 권위자가 참석

하여 지난 3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에 걸쳐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허보영 교수는 The Sound Absorption and Thermal Conduction Properties of Sandwich panel 

Made by Aluminum Foam Sheet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신규임용 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김학주(70년생, 남)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사업학과(문학사)

Columbia Univ.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Washington. Univ.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보조연구원 

Washington. Univ. 정보기술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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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전임강사 윤지영(70년생, 여)

성신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이학사, 가정학석사)

Oregon State Univ. 가정대학(이학박사),  T. A  

(주)참배나무골 연구부 연구위원 

숙명여대, 상명대, 숭의여대, 부천대학 시간강사

 

농과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 농학전공 조교수 심상인(66년생, 남)

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농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학과(농학석사, 농학박사)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생명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덴마크RisØ 국립연구소 연구원(post-doc.) 

 

농과대학 농업시스템공학부 농공학전공 전임강사 유찬(67년생, 남)

 

용산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농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공학과(농학석사, 농학박사)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 도로부 사원

인덕대학, 건국대학교 시간강사

Cornell Univ. 박사후 연수 

농업기반공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수의해부학) 조교수 원청길(61년생, 남)

 

울산공업고등학교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수의학사, 수의학석사)

한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생리학)(의학박사)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기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BK21 의과학사업단 연구조교수

Univ. of Alabama Pos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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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수의학과(수의공중보건학) 전임강사 이후장(61년생, 남)

인천부평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수의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보건학석사, 수의학박사)

대한신약

녹십자 수의약품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수연구원 

Univ. of California Post-Doc. 

 

의과대학 의학과(해부학) 조교수 석경호(67년생, 남)

대구 성광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과(이학사)

Univ. of California at Davis 면역학(면역학박사)

미국 Yale Univ. Post-Doc.  

서울대학교  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삼성전자 생명과학연구소 위촉연구원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연구조교수 

 

관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유전공학과(이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분자생물학과(이학석사, 이학박사)

서울대 벤쳐 기업 뉴로제넥스 연구소 연구원

 

의과대학 의학과(미생물학) 조교수 백승철(63년생, 남)

영신고등학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학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석사, 의학박사) 

해군의학적성훈련원 군의관(해군소령)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의과대학 의학과(이비인후과학) 조교수 김진평(66년생, 남)

 

창원고등학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학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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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병원 인턴, 레지던트(이비인후과)

경상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해양과학대학 토목환경공학부 해양환경공학전공 조교수 김무찬(63년생, 남)

부산동고등학교

부산수산대학교 해양학과(이학사)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학과(이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일본 京都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수산학전공(농학박사)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수송기계공학부(정밀기계공학) 전임강사 최병근(67년생, 남)

부산동인고등학교

부산수산대학교 박용기계공학과(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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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조교,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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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조교수 김달곤(65년생, 남)

동성고등학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교

경민전문대학 시간강사

경인여자대학 조교수

 

동문 11명으로 구성된 ㈜바이오허브

‘당뇨병환자용 버섯 요구르트’개발, 일본 학회 발표
우리 대학교 식품공, 낙농, 농생물, 임산공, 농화학, 화학, 컴퓨터과학과 출신 동문 11명으로 구성된 ㈜

바이오허브(대표이사 김범규, 고문 김희규 교수)가 당뇨병 환자를 위해 버섯 요구르트를 개발해 시판

을 시작하였으며, 3월 27일∼29일 일본 센다이 농예화학회에서 발표하였다. 

‘바이오허브 100'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강하 고기능성 건강보조식품으로 천연버섯 추출물과 유

용물질을 섞어 만든 유산균 발효유다. 바이오허브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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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부담이 없다"며, “국내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인슐린의 비의존형 치료에 큰 효과가 있

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품 영업허가를 얻어 판매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2주 동안의 무료 시

음 기회를 주었으며, 복용해 본 환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진 결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김범규 대표는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지만, 현재 1백 50여명이 시험 복용중이며, 100

여명이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바이오허브는 제품제조방법과 관련 국내외에 7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시판 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험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와 혈당관리에 실질적인 약리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혈당수치, 인슐린 주사 사용여부, 약 복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허브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나가사키대학, 가고시마대학 등 유

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모여 2000년 5월 자본금 4억6천 만원으로 우리 대학교 유전공

학연구소 내에 바이오벤처를 설립했다.

주로 해조류를 이용하여 항암,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저하, 미용효과 등 탁월한 고기능성 다당체의 생

산과 이를 통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사업 등이 이들의 전문분야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01년 9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2억6천 만원을 지원받았다.

2001년 11월 건강보조식품 “식물추출물발효유(당뇨병환자용 버섯요구르트)"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2년 2월 변비개선 버섯요구르트 제품 영업허가를 받았다.

2002년 3월 27일 일본 센다이 농예화학회 「2형당뇨(NIDDM)에 대한 효과적인 신기능성 식품개

발」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 의령에 있는 수협사료와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양식어류 및 축산동물 면역강화제를 연구 개발 중

에 있으며 2002년 6월 1일 예정된 동경수산대학에서 「해조류(김)의 프로테움 해석」에 관한 주제의 

발표 및 공동연구도 협의 중이다.

또 유산균을 이용한 뱀장어 양식사료 첨가제 개발, 해양 미생물 자원을 이용한 고급어패류 초기사료 개

발, 유전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폐지의 재활용을 위한 효소제재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연구인력 소개

 

김범규 (CEO,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79학번, 일본 나가사키대학 해양미생물 박사)

신갑균 (CTO, 경상대학교 임산공학과 85학번, 일본 가고시마대학 식용균이학 박사)

전병삼 (CTO,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85학번, 일본 동경대학 응용생명공학 박사)

차재영 (CTO,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81학번, 일본 가고시마대학 임상영양생리학 박사)

배동원 (CTO, 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86학번, 경상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박정원 (연구원, 경상대학교 화학과 90학번, 경상대학교 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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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기 (연구원, 경상대학교 농화학과 93학번, 경상대학교 석사)

류진수 (연구원, 경상대학교 낙농학 94학번, 경상대학교 석사)

강현화 (연구원, 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 98학번)

정석수 (생산관리, 경상대학교 낙농학과 95학번)

심유봉 (연구원, 경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96학번)

 

 

리창근 시인 문학상 수상 작품집 출간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리창근 시조시인이 제1회 노천명 문학상 시조부문 본상 

작품집 『수레바퀴 그자국』과 제1회 한하운 문학상 우수상 작품집인 『꽃밭에 앉아』를 한국시연구

협회와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출간했다.

시집 『꽃밭에 앉아』는 1부 기다림 또는 사랑, 2부 풀잎편지, 3부 가슴앓이, 4부 고성 상족암에서 등 

4부로 총 72편의 시를 싣고 있는데, 이중 ‘꽃밭에 앉아’‘기다림 3’‘겨레의 빛 그대위에’‘풀잎

편지’‘가슴앓이’ ‘고성 상족암에서’‘회상’ 등 7편이 1998년 한하운 문학상 수상작이다.

시조집 『수레바퀴 그 자국』은 1부 역사의 수레바퀴, 2부 마음의 물결, 3부 교정을 바라보며, 4부 계

절의 여울목에서 등 62편의 시조가 실려있다.

리 시인은 ‘한국문학도서관(http://www.kll.co.kr)'과 ‘문학의 즐거움(http://www.poet.or.kr)' 싸

이트에 700여 편의 시, 시조, 동시, 동화, 수필, 칼럼 등 새 작품들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저서로는 

『저 강물 흘러서』, 『접어둔 그리움으로』 등 다수가 있다.

 

경남문화연구원 『경남방언연구』책 발간
경남문화연구원은 지난해 6월 9일(토) 경영학관 4층 대학원강의실에서 「경남 방언 연구 - 현황과 전

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다.

방언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국어학의 시작과 더불어 탄생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각 방언들을 연구해 

오고 있으나, 경남방언 연구에서 처럼 연구사, 음운, 성조, 어휘, 문법, 방언구획, 사전편찬 등 모든 분야

에서 탁월한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책은 방언연구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매우 값진 길라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방언의 연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지남

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단지 경남 방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통어와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들이 들어 있다.

 

 

2002학년도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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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설치 목적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들의 교과선택, 생활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진로선택 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과정 및 모집인원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초, 중등) : 각 30명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60%(경력 및 학사과정 성적으로 평가)

     (석·박사 학위 수료자 및 소지자 가산점 부여)

  나. 면접고사 : 40%(상담과정에 대한 기본적 자질 및 소양 등)

4. 지원자격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초·중등) : 초·중등학교 2급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교육전문직 포

함)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원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운영형태

  가. 계절제 1년 과정(2학기)

     ·여름학기 : 2002.  7. 22(월) ∼ 2002. 8. 23(금) 

     ·겨울학기 : 2002. 12. 23(월) ∼ 2003. 1. 21(화) 

  나. 성적처리방법 : 교원연수 성적처리 방법에 의한 점수 부여

6. 자격증 수여 : 초·중등 이수과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수여.

7.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2. 4. 6(토)∼4. 16(화), 09:00-18:00, 교육대학원 행정실

  나. 수험표교부 : 2002. 4. 20(토) 13:00, 교육대학원 행정실(접수증 지참)

  다. 면 접 고 사 : 2002. 4. 20(토) 14:00, 수험표 교부시 통보(수험표 지참)

  라. 합격자발표 : 2002. 4. 24(수) 홈페이지 게재예정

8.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교육대학원 소정양식)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대학원 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재직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상담관련 연구실적물 및 관련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 학교장 추천서 1부.

9. 전 형 료 : 없음

10. 연수경비 : 연수경비 학기당 750,000원(예정)

11. 유의사항

   가. 지원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 지지 아니함.

   나. 지원서(구비서류 포함)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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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교 및 타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기 취득자는 지원 불가.

**문의처 :교육대학원 행정실(☎ 055-751-5094, 5095), http://nongae.gsnu.ac.kr./∼gradedu

 

 

교  원  인  사
ß 보  직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정대율 → 대학원 경영정보학과장(4.1)

·인문대학 한문학과 부교수 장원철 → 대학원 회계학과장 직무대리(3.22)

·수송기계공학부 조교수 박찬우 → 부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부소장(3.11)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조교수 강인숙 → 민속무용학과장, 대학원 민속무용학과장 직무대리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순영 →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주임교수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교수 김건호 → 대학원 물리학과장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교수 정우건 →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양식어업 전공주임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부교수 김진수 →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수산가공 전공주임(3.1)

 

ß 연구년제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박중춘(2002.3.1-2003.2.28)

ß 파  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송자 → 대구 카톨릭대학교(2002.3.13-2002.8.31)

ß 특별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속생명과학연구소 김은희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하리하라크리시난 비자라그헤이븐

·부속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 김민철

·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태홍(4.1)

ß 휴  직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전영옥(2002.3.13-2002.5.12)

ß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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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한문학과 부교수 황의열 → 교수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부교수 백종국 → 교수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화학전공 부교수 김진은 → 교수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홍종찬 → 교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부교수 임상규 → 교수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부교수 서양곤 →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부교수 최재석 →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부교수 김정규 → 교수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부교수 강철기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이헌근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정진명 →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김장락 → 교수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조교수 조원호 → 부교수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조교수 김미숙 → 부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명신 → 부교수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조교수 정대율 → 부교수

·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조교수 박상규 → 부교수

·수송기계공학부 수송기계공학전공 조교수 윤일중 → 부교수

·수송기계공학부 수송기계공학전공 조교수 류성기 → 부교수

·수송기계공학부 수송기계공학전공 조교수 박찬우 → 부교수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허무룡 → 부교수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이종갑 → 부교수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전공 조교수 김경모 → 부교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유태명 →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강기련 →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권오영 →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나재범 → 부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우향옥 → 부교수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조교수 강일권 → 부교수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조교수 김재동 → 부교수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전임강사 안주경 → 조교수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전임강사 박래수 → 조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임강사 김갑순 →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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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대학 산림과학부 임산공학전공 전임강사 김철환 → 조교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전임강사 한인기 →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최원준 → 조교수

 

 

일 반 직 인 사

ß 신규임용

·교무처 교무과 기성회직 손봉철 → 국제어학원 기능 10급(전기원)시보(4.1) 

 

ß 대우발령

·인문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심도섭 → 5급(교육행정사무관) 대우

·의과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정순규 → 5급(교육행정사무관) 대우

·사무국 총무과 교육행정주사보 박인 → 6급(교육행정주사) 대우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김성균 → 6급(전산주사) 대우

·학생처 장학복지과 식품위생주사보 채난희 → 6급(식품위생주사) 대우

·의과대학 행정실 의료기술서기 정우섭 → 7급(의료기술주사보) 대우

·사무국 시설과 기능7급(기계장) 전재부 → 6급(기계장) 대우(4.1)

 

경    조    사
ß 결  혼

·공과대학 행정실 강진중 행정실장 장녀 결혼(4.14)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 행정실 김미경 선생 본인 결혼(4.14)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배대온 교수 차남 결혼(4.13)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법학분관 윤원희 계장 차남 결혼(4.7)

 

ß 조  사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최규황 교수 본인 별세(4.4)

·사무국 시설과 갈승준 부친 별세(4.3)

·사무국 총무과 구청회 예비군연대장 모친 별세(3.22)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김진석 교수 부친 별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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