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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 교수 및 학생 일행 우리 대학교 방문
 

우리 대학교와 자매결연 대학인 미국 캔사스주 소재 피츠버그주립대학의 교수 3명과 학생 11명이 5

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4박5일 동안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피츠버그주립대학의 교수 및 학생을 초청하여 학교현황 소개 및 견학, 국내 우수 

산업시설 방문, 명승지 관광 등을 통하여 상호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양교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자매결연 교류 사업을 심화·확대하고 있다.

피츠버그주립대학 일행은 박충생 총장을 접견하고, 학교현황 소개 및 학내 주요시설 견학, 진주성 관

람, 정치행정학부 심흥수 교수의 특강, 광양제철 방문, 송광사·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 청학동 관람, 고

성향림 도자기 연구소 견학, 통영캠퍼스 해양과학대학 방문 및 실습선 승선, 한산도 관광, 삼성 조선 등

을 견학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피츠버그주립대학과 1991년 8월 1일 교수 학술연구 상호교류, 상호 학생 파견 등에 대

한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양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취업면접경연대회 개최 및 수상자 발표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센터장 김길수, 영어영문학과)에서 주최한 ‘2002년도 상반기 취업면접경연

대회'의 입상자 발표 및 시상식이 5월 28일 국제어학원 대강의실에서 있었다.

Ä이번 대회에서 조동욱(국제통상 3)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노정만(전자공학 4), 서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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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4), 박세희(영어영문 4) 학생이 우수상을, 이상화(경제 4) 학생 외 7명이 장려상을 차지하여, 

김길수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취업면접경연대회는 5월 21일 업종별·기업별 면접대비와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

난달 취업서류경시대회에 이어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신무림제지(주) 신종식 총무부장, 경남은행 조도제 인사차장, 브리스캔영 정유민 이사 등

이 초청되어 개별면접, 집단면접, 집단토의식 면접으로 나누어 치루어졌다.

 

 

▶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연구장학재단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3

천만원 지급

 

재단법인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연구장학재단(이사장 어정수 공인회계사)은 5

월 22일(수) 경영대학 최고관리자과정 강의실에서 교수 및 학생에게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3천만원

을 지급하였다.

이 재단은 1999년 경상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하였으며, 매년 우리 

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에게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들은 매년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더 많은 교수 및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

하여 계속적으로 기금을 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학술연구비는 교수 1인당 4백만원으로 최진현(경영학부), 안창모(경영학부), 김중섭

(사회학과), 김정남(심리학과) 교수등에게 지급되었으며, 학생 장학금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황보화

(경영학부 4) 학생 외 14명에게 지원하였다.

 

 

▶ 농과대학부속 동물사육장 2002학년도 축혼제

 

농과대학부속 동물사육장은 5월 31일(금) 금산면 동물사육장 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 250여명이 참석

하여 2002학년도 축혼제를 실시하였다.

이날 축혼제에서는 동물사육장장 이정규(축산과학부) 교수의 초헌을 시작으로 최성수 선생의 제문봉

송, 축산과학부장 안병홍(축산과학부) 교수의 아헌, 축산·낙농 학생대표의 종헌, 참석자 전원이 음복하

는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축혼제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 동물 즉,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교수연구 지원재로 희생되거나, 식용

을 위하여 희생된 동물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5월에 길일을 택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물이 인류를 

위해 봉헌하고 있는 실상을 실감토록 하고 동물 애호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축혼제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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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지리올림피아드 경남대회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학부장 손일)와 경남 중등 지리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제3회 지리올림피아드 

경남대회가 5월 18일(토) 교양학관에서 150여명의 도내지역 고등학생과 40여명의 지도교사가 참가

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상

호 협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우리 나라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능력을 육성함으

로써 지리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가 후원하고 대한지리학회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에서 주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문제는 중·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및 창의력을 측

정할 수 있는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으며, 입상자들은 6월 8일(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

회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본선대회에 참가한다.

 

 

▶ 한문학과 성년의 날 맞아 전통관례의식 거행

 

한문학과(학과장 허권수)는 5월 20일(월) 교양학관 광장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 진정한 성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전통관례식을 복원하여 거행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전국의 대학 중에서 관례를 맨 먼저 복원하여 매년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재작년에 

이어 여자들의 성년의식인 계례도 함께 시행하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관례는 동양사회에서 20세 되는 남자에게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아명을 버리고 자를 지어주는 의식으

로서 그 유래는 중국 전설시대의 황제때부터 있어왔고 주나라때에는 오늘날의 관례와 거의 같은 형식

이 정착되었으며 그 절차가 ‘의례'의 ‘사관례'편에 상세히 실려 있다. 

우리 나라에서 관례식은 고려, 조선시대의 선비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말 일제

의 침략으로 단발령이 강제로 내려지면서 관례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광복 후에는 거의 없어졌

다. 이 관례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절차 관습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 대학교에서 재현하는 관례는 순암 

안현복 선생의 관례작의의절을 토대로 삼고 주자가례의례, 사계 김장생 선생의 가례집람, 성호 이익선

생의 예설유편 등을 참작하여 의식절차를 정한 것이다.

관례는 먼저 좋은 날짜를 가려 擇日을 하고 관례일 3일전에 사당에 고하고 관례 준비를 한다. → 始加

禮(처음 관을 씌워줌) → 再加禮(건을 벗기고 초립을 씌워줌) → 三加禮(초립을 벗기고 유건을 씌워

줌) → 醮禮(술을 마시는 의례) → 字冠者禮(관례자에게 자를 지어준다)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여자들의 성년의식인 계례는 관례와 원칙적인 절차는 같고, 다만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모두 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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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자의 경우와 복장이 다르며, 관을 씌우는 의식을 한번만 한다는 점이 다르다. 남자의 경우 상투를 

틀고 여러 종류의 관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는 의례이나, 여자의 경우는 머리를 쪽지어 비녀를 꽂는 의

례이다. 계례의 절차는  加禮 → 醮禮 → 字禮의 순이다.

이번 관례에서 행례자로 執禮에 권영달(전 단성유도회)회장, 解說에 윤호진 교수(한문학과), 將冠者

(관례를 치르는 사람)에 김종현(한문학과 2) 학생, 主人(장관자의 아버지나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에 

이상필 교수(한문학과), 賓(관례를 주관하는 사람)에 황의열 교수(한문학과) 등이 맡았다. 또 계례 행

례자로 집례에 박금숙 강사, 해설에 최석기 교수(한문학과), 장계자에 정현정(한문학과 2) 학생, 賓에 

강정화 강사, 시자 전원영(한문학과 2) 학생 등이 맡았다.

 

 

▶ 민속무용학과 전통춤 발표회 및 재학생 발표회

 

민속무용학과(학과장 강인숙)는 제4회 한국 전통춤 발표회를 21일 오후 7시 창원성산아트홀 소공연

장에서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민속무용학과 학생 37명이 출연하여 통영승전무(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인 검무

와 북춤을 비롯해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한영숙류), 진주 교방굿거리춤(경남무형문화재 제21

호),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이매방류), 진주포구락무(도지방무형문화재 제12호) 등 다양

한 주제를 선보였다.

이번 민속춤발표회에서는 지역의 원로 중견 한국춤꾼들을 초빙해 1년 동안 익힌 경남 지역 고유의 민

속춤을 선보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민속무용학과 재학생들은 5월 29일(수) 중앙분수대 앞에서 제 9회 재학생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인간의 선과 악을 대비한 ‘Good & Bad’,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숨어우는 소

리’, 탈춤에 담긴 주술성과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탈놀음’, 일상에 대한 성찰 ‘여정’, 인생을 천

도하는 오신가무를 현대 춤기법과 혼합한 ‘오신의 춤’, 궁과 합으로 인간과 자연 관계를 탐색하는 

‘합(合)’등 모두 6개의 무대로 구성되었다.

 

 

▶ 의류학과 ‘Fashion & Passion’ 졸업작품 발표회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학과장 정복남) 4학년 학생들은 5월 23일 개척탑 앞에서 그 동안 열심히 갈

고 닦은 기량을 한껏 펼치며, 미래의 패션 산업 사회를 이끌어갈 준비의 일환으로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고장 진주는 예로부터 실크산업이 발달되어 왔으나 패션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부가가치가 높

은 의류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패션작품 발표회는 지역 산업시책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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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역 문화와 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 작품발표회에는 ‘남가람', ‘자연', ‘아테나의 반항', ‘오리엔탈', ‘동화나라', ‘그날의 꿈' 등

의 주제로 이미현 학생 외 37명의 졸업생들이 참여하였다.

박충생 총장은 “패션은 예술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창작이다. 많은 밤을 실험실습실에서 지

새우며 부단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훌륭한 결실에 끝없는 찬사를 보낸다"며 “첫 발을 내딛는 오늘처럼 

늘 겸허한 자세로 무한한 창의성을 키워가며 세계의 패션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개척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지역연구원 「21세기 중국의 변화」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수, 경제통상학부)에서는 5월 21일(화) 남명학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 

중국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학술회의에는 국외에서는 중국 상해에 소재한 복단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장 니스슝(倪世雄) 

교수와 중국 천진에 소재한 남개대학 법정학원장 주광레이(朱光磊) 교수 등이 발제자로 초청되었고, 

국내에서는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계희 교수, 우리 대학교 윤리교육과 김용대 교수 등 다수가 발

제 및 토론을 맡았다.

21세기의 초입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지구촌화 물결 중에 가장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면서 13억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아직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나라는 이웃 나라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

고 대처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사회자 심흥수 교수(정치행정학부), 통역에 곽덕환 

교수(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중국 상해의 倪世雄(復旦大,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의 「동북아 안보와 중

미관계」, 김용대 교수(윤리교육과)의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와 전망」, 중국 천진의 朱光磊(南

開大, 법정학원) 원장의 「현대 중국 사회의 다원화」, 이지선 대학원생(국제관계학과)의 「중북관계

의 변화요인」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연이어 박종수 교수(경제통상학부)의 사회, 黃梅花 대학원생

(경영학과)의 통역으로 유응구(중어중문학과), 신 진(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이계희(충남대 정치외교

학과), 심흥수(정치행정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남명학연구소 「南冥과 동시대 大儒들」에 관한 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소장 허권수, 한문학과)는 5월 31일(금)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남명과 동시대 大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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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는 주제로 2002년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남명학연구소에서는 남명탄신 50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

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명학의 한국사상사 및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남명학연구소에

서는 남명학관의 준공을 계기로 보다 더 남명학에 대한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1년에 한 번 발행하던 

얖남명학연구얙를 연 2회 발행으로 늘였고, 전국 규모의 학술발표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치루기로 하였다.

이번 상반기 학술대회는 남명과 동시대의 대학자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남명과 퇴계는 

한 자리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남명과 동시대의 大儒들을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동환 교수(고려대)의 「조남명과 이회재와의 관계의 성격」, 금장태 교수(서울대)

의 「퇴계와 남명의 학풍과 학문체계」, 이종건 교수(수원대)의 「남명 조식과 동고 이준경 비교 고

찰」, 홍성욱 교수(원광대)의 「남명과 일재의 교육고」, 장원철 교수(경상대 한문학과)의 「은둔과 

자적의 미학 - 남명과 대곡」, 최석기 교수(경상대 한문학과)의 「남명과 갈천의 사상적 기저와 현실

대응 양상」 등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있었다.

 

 

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와 세계노동자계급의 대응」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 경제통상학부) 사회과학연구센터는 5월 17일(금) 남명학관 대강의실

(101호)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응(Workers' Responses to Neoliberalism : 

International Experiences)」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제1부「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미국 Martin Hart-Landsberg(Lewis and 

Clark College 경제학과) 교수의 「The Mexican Experience With Neoliberalism: Critical 

Lessons for Korea and Asia」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에 이내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가Ä참석하였다. 또 조효래(창원대 사회학과) 교수의 「Neoliberalism and the Dilemmas of 

Labor Movement in Brazil」이라는 주제발표 및Ä정진영(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

다. 

제2부 「독일,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종래 연구교수(사회과학연구원)의 「The Challenge of 

Neoliberalism and the Response of Labor Movement in Germany」,Ä일본 相田利雄(法政大學 社

會學部) 敎授의 「The Unemployment Problem and Trade Union Movement in Japan」,Ä이성균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의 「Neoliberal and Global Policies and the Working Class Movement: 

The Korean Case」Ä의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정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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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과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온다는 정부 및 기업의 주장

은 허구임을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다.

 

 

통일평화인권센터 『현상과 인식』 창간 25주년 기념학술대회

「문명의 만남 : 공존인가, 충돌인가?」 

 

통일평화인권센터(소장 김중섭, 사회학과)는 한국인문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5월 11일(토) 남명학관

에서 학술계간지 『현상과 인식』 창간 25주년을 맞이하여 「문명의 만남 : 공존인가, 충돌인가」라

는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 제1부 「문명의 충돌과 정치 사회 변화」에서는 백종국 교수(정치행정학부)의 「9.11

테러와 문명충돌」, 양참삼(한양대 경영학) 교수의 「문명충돌과 빈부충돌」, 심창학 교수(사회복지

학)의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 논쟁 :동양적 복지주의를 중심으로」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제2부 「문명의 만남 속에서 종교와 과학」에서는 김덕영(한국디지탈대학 사회학) 교수의 「과학

이냐 학문이냐?-서구근대과학의 한국적 수용과 변형과정에 대하여」, 유윤종(평택대 신학) 교수의 

「구약성서와 우가릿 사이의 문명 충돌연구」, 신현수(평택대 신학) 교수의 「21세기 기독교의 무슬

림과의 대화」, 이준 박사의 「문명의 풍토적 특성에 관한 고찰」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3부 「일상생활에서 문명의 만남」에서는 이정옥(위덕대 국문학)교수의 「내방가사 향유자들의 문

명인시과 표출양상」, 조명덕(경원전문대학 생활과학) 교수의 「문명의 만남에서 동화로 : 조기 유학

붐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 이철우(성균관대 법학) 교수의 「국민국가, 유럽, 세계-프

로축구와 정체성」, 박창호(경북대 사회학) 박사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윤리적 지배인가? 도덕적 지

배인가?」 등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생명과학연구소, 건강과학연구원, BK21 대학원육성사업단,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부산 경남지회 공

동주관으로 5월 24일(금) 의과대학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유전체 기능 연구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

제로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는 유전공학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88년도에 설립하였으며, 회원

이 4,000명이 넘는 전국규모의 학회이다. 농학, 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의학, 수의학 등 분자생물

학 및 세포학 관련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회로 BT연구의 중심적 학회이

다. 이 학회는 설립 당시부터 우리 대학교 교수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에도 중추적인 활동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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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유전체 기능연구」, 「식물에서의 신호전달」, 「생물학적 인자의 세포보호, 

세포발달 및 효소활성의 조절」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전국의 유전공학 연구자들이 참여

하였으며, 우리 대학교에서는 조무제 교수(응용생명과학부)가  Calmodulin-Mediated Signaling in 

Plants, 임채오 교수(응용생명과학부)가 Transcriptome Analysis of Chinese Cabbage during 

Vernalization, 이상휘 교수(의과대학)가 Facial Patterning : Experimental Study with Chicken 

Embryos 등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철학과 「인간공동체를 위한 사유문화」에 관한 학술대회

 

철학과(학과장 배석원)는 학과 설립 20주년을 맞아 2002년 5월 25일(토) 인문학관에서 「인간공동

체를 위한 사유문화」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대학교 철학과 주관, 대동철학회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대학교 철학과 오이환 교수의 

「동아시아적 사유구조」라는 논문발표를 비롯하여 양일모(한림대학교) 교수의 「J.S Mill과 근대중

국」, 서도식(경기대학교) 교수의 「Nicklas Luhmann에 있어 System과 인간」, 이재성(계명대학

교) 교수의 「이익사회의 기획으로서의 공동사회」등의 주제 발표 및 논평이 있었다.

 

 

영미어문학회 2002년 봄 학술발표회 및 총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유귀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미어문학회는 5월 25일(토) 국제어학원에서 

영미어문학회 2002년 봄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해성(영어영문학) 교수의 「Shakespeare의 자연인에 대한 교육관」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어학, 영문학, 문학분야로 구분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하였으며, 이어서 정

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영미어문학회는 영어학, 영문학을 전공하는 3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미나, 학술지, 저널

지, 학회 연구발표 등을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인협회 정책 토론회 겸 경남지회 창립총회

 

500만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코자 1999년 11월 

출범한 전국과학기술인협회(전과협)의 정책 토론회 겸 경남지회 창립총회가 5월 31일 우리 대학교 생

명과학연구동 2층 세미나실에서 20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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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과협 대구·경북 지부장인 경북대 박동수 박사가 「이공계 기피현상에 직면

한 우리 나라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경남미래산업 재단의 오정

배 박사와 바이오21센터 하영래 소장(경상대 응용화학식품공학부)의 「경남 기계산업 및 생물산업 발

전전략과 과학기술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전과협 경남지부 총회에서는 우리 대학 생명과학부 조무제 교수(BK21 대학원육성사업단장)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한국원예학회 2002년도 춘계정기총회 및 제79차 학술연구발표회 

 

우리 대학교는 5월 24일(금)부터 25일까지 농과대학(10동) 및 공동실험실습관에서 한국원예학회(회

장 정희돈, 영남대학교) 2002년도 춘계정기총회 및 제 79차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Richard H. 

Mattson(Kansas State Univ., USA) 교수의 The Dynamics and Evolution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Profession : Using Pla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회를 비롯하여, 채소분야에 「원예작물 육종의 현실」, 과수분야에 「과수 품질향상과 안정재배를 위

한 연구방향」, 화훼분야에 「고품질 화훼 및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으며, 채소분야 22편, 과수분야 10편, 화훼분야 23편의 논문 및 포스터 366편이 발표되었

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소분야 이수성(중앙대) 교수, 과수분야 이창후(고려대)교수, 화훼분야 송천영

(한국농업전문학교)박사 등에게 제25회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원예학회는 원예학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예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원예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에 창립하였으며 매

년 춘·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와 분야별 심포지엄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한국농촌건축학회는 5월 11일 공과대학 39동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촌마을 가꾸기」라는 주제로 한

국농촌건축학회 2002년 춘계학술발표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생산 연령층의 절대적 부족과 불량한 주거 환경 

등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고찰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가꾸기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외국의 농촌 사례 연구 발표 등의 실무 사례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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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소 초청 세미나 및 워크샵

 

기초과학연구소(소장 강신민, 수리과학부)와 과학교육학부(화학전공)에서는 5월 24일(금) 화학전공 

세미나실에서 정혜순(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기술이전 평가실) 연구원을 초청하여 「화학과 기술이전」

이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고에너지물리연구실과 공동으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물리학과 세미나실 및 고에너지물리연구

실에서 「이중 하이퍼핵물리학에 관한 워크샵」을 가졌다.

한편 지구환경과학전공과 공동으로 5월 30일(목)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김성훈(한국석유공사 

가스개발사업단장) 박사를 초청하여 「우리 나라 석유개발과 베트남 석유발견 성공사례」라는 주제

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BK21대학원육성사업단 초청세미나

 

BK21대학원육성사업단(단장 조무제, 생명과학부)은 5월 10일(금)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

구소 세미나실에서 권석윤(한국생명과학연구원) 박사를 초청하여 「항산화효소 유전자 도입에 의한 

스트레스 내성 식물체 개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5월 13일(월) 농과대학 세미나실에서 Gavin Ash(Sturt Univ., Australia) 박사를 초청하여 

Inundative biological control of rice weeds using fungi in Australia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한국산업사회학회·사회민주주의연구회 합동 학술대회

「사회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진보의 대안인가?」

 

사회학과(학과장 최태룡)는 5월 25일(토) 법학관 201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진보의 대안

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산업사회학회·사회민주주의연구회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Ä서관모(충북대 사회학) 교수와 박노영(충남대 사회학)교수가 사회를 맡아Ä윤

도현 교수의(현도사회복지대 사회학)Ä「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념적 특징과 복지국가 발전을 중

심으로]라는 주제발표 및Ä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와Ä 이종래 연구교수(사회과학연구원)가 토론

자로 참석하였다.Ä

발표2에서는Ä허상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의Ä「진보적 사회이론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한 주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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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Ä조효래 교수(창원대 사회학)와Ä정성진 교수(경상대 경제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표3에서는 주대환 위원장(민주노동당 마산지구당)의Ä「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가?: 민

주노동당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 및Ä정진상 교수(경상대, 사회학)와 최혁 부대표(사

회당)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표4에서는 유팔무 교수(한림대 사회학, 사민연 소장)의Ä「사회민주주의의 희망, 한국에서의 가능

성] 이라는 주제발표 및Ä김성국 교수(부산대 사회학, 아나키즘학회장)와Ä박진도 교수(충남대 경제

학)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

 

우리 대학교는 6월 1일 경영학관 및 법학관에서 2002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김광수, 영남대) 

춘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식용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박종철(순천대) 교수

의 「미나리과 식용식물의 기능성 및 이들의 플라보노이드 생리활성 성분해석」, 최재수(부경대) 교수

의 「해조류의 항노화효과와 활성성분」, 정하숙(덕성여대) 교수의 「식용식물의 기능성물질 분리와 

구조결정」, 류충호(경상대) 교수의 「3단 발효법에 의한 기능성 콩 발효식품의 개발」, 안봉전(경산

대) 교수의 「감과 카카오 폴리페놀의 생리기능과 산입화 활용」, Teruyoshi Yanagita(Saga 

University, Japan) 교수의 Food Factors and Prevention of Common Disoases 등에 관한 주제발

표, 영양학분야 8편, 식품학분야 9편의 논문발표 및 275편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1971년 창립되어 1,200여명의 정회원과 70여 도서관회원 및 단체회원이 가입

되어 있으며, 학문기술과 식생활개선을 통한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및 국민 식생활의 질적, 양적 향상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0 회 헤테로 고리화학 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화학과(학과장 신갑철)는 5월 31일(금)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BK21대학원육성사

업단 주최, 기초과학연구소 후원으로 헤테로 고리 화합물의 연구자 4분의 연사를 초청하여 제10회 헤

테로 고리 화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대학교의 이상경 교수(화학과)가 Synthesis of Heterocyclic Compounds 

by Using Modified  McMurry Reaction, 안세창 박사(LGCI 농약연구소)의 Synthesis of the 

substituted pyridine compound as  agrochemicals, 조진래 박사(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분자화

약의 발전 동향」, 염을균 교수(충남대학교 화학과)의 Synthesis of Azaheterocyles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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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adium-catalyzed Heteroannulation with  Akynes 등의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KBS-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 씨 특별강연회

 

국제어학원(원장 서용득, 외국어교육과)에서는 5월 31일(금) 국제어학원 1층 종합강의실에서 KBS-

FM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이며 월간 굿모닝 팝스 집필자인 이지영 씨를 초청하여 우리 대학교 재학

생을 비롯하여 외국어강좌 수강생, 지역 대학 학생 및 일반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

반기 영어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어학공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최되었

으며, 이지영 씨는 「영어정복-무엇이 정답인가?」라는 주제로 실용 영어능력 배양을 위한 살아있는 

영어학습법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총  장  동  정

(5월 13일~6월 15일)

 

◆ 5월 13일 동문골프대회 시상식 참가(진주 CC)

◆ 5월 15일 스승의 날 원로교수 초청간담회

◆ 5월 17일∼18일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충남대학교)

◆ 5월 20일 제13회 전통관례식 참석(교양학관 광장)

◆ 5월 21일 국제지역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참석(남명학관)

◆ 5월 23일 의류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참석(개척탑광장)

◆ 5월 24일 한국분자생물학회 참석(의과대학), 바이오 21센터 개관식 참석(문산)

        피츠버그주립대학 교수 및 학생 접견, 총동창회 통영지부 정기총회 참석(통영)

◆ 5월 27일 BK21 사업 중간평가단 접견

◆ 5월 28일 권농일 행사 참가(대곡농장)

◆ 5월 29일 부산·경남·울산·제주 총장협의회 참석(동아대학교)

◆ 5월 31일 전국과학기술인협회 정책토론회 경남지회 창립총회 참석(공동실험관)

◆ 6월  1일 한국식품영양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참석(경영학관)

◆ 6월 14일 예비군 훈련 부대 방문(문산)

◆ 6월 14일~15일 한국가축번식학회 참석(남명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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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생 총장 스승의 날 맞아 원로교수 초청

 

박충생 총장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원로 교수들을 초청, 대학 발전상을 소개하고 간담회

를 가졌다.

이날 박충생 총장은 우리 대학교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퇴직하신 원로 교수 30여명을 모시고, 이 분들

의 재직기간 동안 노고를 되새기면서 스승의 날을 기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강인석, 이상휘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강인석 교수와 의학과 치과학교실 이상휘 교수는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 12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강인석 교수는 SCI 학술지인 J.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ASCE)에 2001년

도에 게재한 Optimal Schedule Planning for Multiple, Repetitive Costruction Process라는 논문으

로 이번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Marquis Who's Who와 영국 IBC 등에 등재되어 있는 강인석 교수의 이

번 논문상 수상은 대한토목학회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추천되었으며, 대한토목학회에서는 학회회원의 

2001년도 국내외 논문발표실적으로 5인을 사전 선정한 후, 발표논문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최종추천 

논문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휘 교수는 ‘노긴(Noggin)’이라는 골형성 단백질 억제제와 ‘레티노익 애시드'라는 비타민A 대

사물질이 얼굴의 광대뼈나 코뼈 발생에 관여하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처음으로 규명해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과학전문 잡지인 「Nature」 12월 20일자에 「노긴과 레티노익 애시

드가 조류 얼굴돌기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어 이번 우수논문상을 수상

하였다.

해마다 개최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의 선정은 전년도 공인 학술지 및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각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을 종합 심사하여 과학기술협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강진홍 교수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 초청으로 평양 방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강진홍 교수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자격으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

간 평양을 방문하였다.

강진홍 교수의 이번 평양방문은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가 남한의 대한태권도협회를 초청하여 이루

어졌으며, 남북한 태권도, 체육분야 학술 및 경기 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21세기 남북한 태권도 발전방안 모색과 통합 추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개최 및 친선교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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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정조정 등이 거론되었다.

이번 방문은 6·15 공동선언 및 제 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안인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

업’에 의거해 체육분야의 교류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남북 학자간 협의 및 북측 체육계 고위급

과의 첫 만남으로 향후 남북간 태권도 및 체육교류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재현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산업시스템공학부 변재현 교수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Marquis Who's Who출판사가 발

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2년 개정판에 등재되

었다.

변재현 교수는 1997년부터 미국 산업공학회지인 IIE Transactions on Quality and Reliability 

Engineering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을 맡고 있으며, 1998년 대한산업공학회 백암 최우수논문

상을 수상하였다. 또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포항제철 등과 산학협동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2000

년 삼성종합기술원으로부터 ‘임직원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전파한 공

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양 교수 진주시 검도대회 개인전 장년부 우승

 

심리학과 이 양 교수가 5월 26일(일)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3백여 명, 12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

린 ‘제 15회 회장기 진주시검도대회'에서 개인전 장년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 양 교수는 지난 ’88년 대회이래 수 차례 개인전 장년부 우승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심리

학과 검도소모임 ‘심검회'의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이 양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진주시 검도대회에 참가해 우승했지만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기량

을 갈고 닦아 계속 도전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검도소모임 심검회와 검도동아리 정도회가 출전해 단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황소부 교수 현대영미어문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회 개최

 

현대영미어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학 영어영문학과 황소부 교수는 5월 11일(토) 창원전문대

학 9호관 4층에서 현대영미어문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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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영미어문학회는 영어학·영문학을 전공하는 300여명의 회원들의 모임으로 세미나, 저널지 및 학회 

연구발표 등의 학술활동 및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학회이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우리 대학교 박성만 박사의 「‘오델로'에 재현된 전복적 담론에 대한 분석」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영어영문학과 송석만 교수, 김두식 교수, 김길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천석 총동문회장 경로위안잔치

 

김천석 총동문회장은 노인복지시설에 경로위안잔치를 열어 훈훈한 인정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진주 문산에 있는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6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게 식사 대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시설을 둘러본 후 “입소해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그만한 정성이나마 전해주게 된 

것에 대해 기쁘다"며 “가장 즐겁고 보람있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김회장의 회갑이었으나, 회갑연을 하지 않고 회갑연 비용을 노인복지시설에 기탁하였다. 뒤늦

게 이사실을 안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김 회장의 회갑축하 케익을 마련하고 축

하곡과 박수로서 감사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경로잔치에 100만원과 요양원에서 실시한 ‘어르신 봄나들이'에도 30만원을 지원하였다.

 

 

6.13 지방선거 동문들 대거 출마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개척동문들이 대거 출마하고 있다.

진주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출마자를 대상으로 총동문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김혁규(명예 경영

학박사)씨가 도지사에 출마했고, 기초단체장에 8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42명 등이 도전장을 내

밀었다.

단체장 출마자를 보면 진주시장에 강갑중(농화학과), 강대승(최고관리자과정 7기), 이인상(최고관리

자과정 19기), 진종석(법학 박사) 동문, 통영시장에 강부근(수의학과), 산청군수에 권철현(임업경영경

제학 박사), 남해군수에 하영제(행정대학원), 함안군수에 진석규(농화학과)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

다.

광역의원은 진주 6명, 통영 1명, 사천 1명, 산청 2명, 하동 2명, 합천 1명, 기초의원은 진주에 27명이 

입후보한 것을 비롯해 사천, 산청, 함안, 하동, 합천 등에서 총 42명의 동문이 선거에 임했다.

 

 

동문회 통영지부 정기총회 및 개척인의 밤 “개척인의 긍지를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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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통영지부(회장 이종욱) 제13회 정기총회 및 개척인의 밤 행사가 지난 24일 통영 비치호텔에

서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석 총동문회장, 박충생 총장, 강부근 직전회장(한나라당 통영시장 공천자) 등과 김

동욱 국회의원, 김명주·김윤근 경남도의원 한나라당 공천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종

욱 회장은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개척인들이 이제는 경상인들이 자부심을 가져 개척정신

의 의미를 가다듬고 개척인의 하나됨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강부근 직전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상인들이 통영지역에서 주요요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잡

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2002학년도(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Ⅰ. 모집학과 및 인원

1. 석사과정 : 일반계열 1개학부, 68개학과 130명, 협동과정 9개학과 59명

2. 박사과정 : 학연산협동과정 4개학과 4명

 

Ⅱ. 지원자격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200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2002년 8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학과(부)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동일계통이어야 함. 단, 동일계통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학과(부) 전공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 가능함

3. 공통사항

  가.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만 지원 가능

함

  나. 학연산 협동과정은 협약체결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함

  다. 우리 대학교 교직원(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은 지원할 수 없음.

 

Ⅲ.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단, 실기고사는 미술·민속무용·음악학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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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가. 기간 : 2002. 6. 24(월)∼7. 6.(토) 09:00∼18:00(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장소 : 대학원 행정실(대학본부 2층), 해양과학대학 수위실(통영)

2. 원서접수

  가. 기간 : 2002. 7. 3(수)∼7. 6.(토) 09:00∼18:00(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장소 : 대학원 행정실(대학본부 2층)

3. 전형일시 및 장소

  가. 면접(구술고사) : 2002.  7.  13.(토)  09:30∼ (각 학과 사무실)

  나. 실기고사 : 2002. 7. 13.(토) 면접 고사 종료 후 (해당학과 지정장소)

4. 합격자 발표 : 2002. 7. 24.(수) 예정

 

※특별장학생 모집

   1. BK21 농생명과학분야 특별장학생 : 응용생명과학부 11개 전공(석사과정) 약간명

   2.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관련 특별장학생 : 의학과,신경생물학과(석사과정) 약간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나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http://nongae.gsnu.ac.kr/~daewon/)

  -전화 : (055) 751-5088, 5089.  FAX : (055) 751-6128

 

  

교수초빙 공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대  학 : 영미희곡(셰익스피어 포함), 기능 유전학(Functional genomics), 인지, 생물정보학,  경영정

보시스템,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디지털제어공학, 컴퓨터 통신학, 나노금속공정, 고분자 나노재료, 항공

구조응용역학, 동물유전공학, 영어교육학, 응집물리이론, 컴퓨터 교과교육학, 수의임상병리학, 임상약

리학, 소아·청소년 정신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세균유전학, 해부학, 모성간호학 각 1명

·연구소 : 식물분자생물학, 식물분자유전학 각 1명

 

■ 임용예정시기 : 2002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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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연구소별 세부공고내용 게시

   지원자격, 제출서류, 지원기간 등 세부공고내용은 단과대학, 연구소별로 아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

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교수채용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일자 : 2002. 5. 29(수)

    단, 일부 단과대학, 연구소의 세부공고내용 게시는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교무처 교무과

    전 화 : (055)751-5014, 5015

    주 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우편번호 : 660-701)

 

 

국제어학원 얖2002-하계 영어심화캠프얙 참가자 모집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어학 연수를 떠나시렵니까?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는 외

국인과의 24시간 합숙 영어심화캠프를 운영합니다. 대학생, 일반인은 물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참

여할 수 있습니다.

 

■ 캠프기간 :   ▶ 대학생 및 일반인반 : 2002. 7. 15(월) ~ 8. 24(토)(6주/ 240시간) 

                - 비합숙(2주) : 2002. 7. 15(월) ~ 7. 26(금)<40시간>

                - 합  숙(4주) : 2002. 7. 29(월) ~ 8. 24(토)<200시간>

        ▶ 중·고등학생반 : 2002. 7. 29(월) ~ 8. 24(4주/ 200시간)

        ▶ 초등학생반 : 2002. 7. 29(월) ~ 8. 24(4주/ 200시간)

■ 캠프장소 : 경상대학교 기숙사

■ 수 강 료 :   ▶ 대학생 및 일반인반: 1,440,000원

        ▶ 중·고등학생반: 1,375,000원

        ▶ 초등학생반: 1,395,000원

■ 모집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초등학생(3-6학년)

■ 모집인원 : 총 230명(- 대학생반: 120명)

        1. 경상대학교 각 학과(전공) 추천 장학생(90명)

        2. 경상대학교 지역육성사업단 추천학생(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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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상대학교 재학생, 타대학생 및 일반인(20명)

                - 중·고등학생반 : 50명, 초등학생반 : 60명

■ 모집기간 : 2002. 5. 27(월) ~ 6. 8(토) <수강료 납부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행정실

■ 문의전화 : 055-751-6170, FAX : 055-751-6160

■ 홈페이지 : http://english.gsnu.ac.kr

 

 

 

교  원  인  사

 

■ 보  직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부교수 윤강구 → 대학원 일본학과 주임교수(5.1)

 

■ 초빙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텐 레오니드(2002.6.1~2003.2.28)

 

■ 겸임교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임영재(2002.6.1~2004.5.31)

 

■ 선임연구원

·건강과학연구원 강영진

·기초과학연구소 이종덕

 

■ 파견연장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한재희 →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2002.6.1~2002.11.30)

 

 

일 반 직 인 사

 

■ 전  출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 사서서기 최호선 → 국가인권위원회 전출(5.17)

 

 

경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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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혼￦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병렬 교장 차녀 결혼(5.12)

 

 

■ 조  사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임중빈 교수 부친 별세(5.29)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이주희 교수 시모 별세(5.24)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박윤배 교수 부친 별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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