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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개교 54주년 기념행사

·재일교포 허영중 회장 한·일 근대사료 12만 5천여점 기증

·농업생명과학관 개관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 - 우리 대학교 사업 계속 유지

·수해피해 특별재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37회 공인회계사 1명, 제39회 세무사 5명 합격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제1회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제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우리 하나되어’개척대동한마당

·경제학과 ‘햇볕한줌' 「경남사회복지전진대회」에서 대학봉사상 수상

·경상대병원 독거노인에게 무료 건강 검진

 

초청강연 및 세미나

·서두칠 동문 CEO 초청강연회

·「동아시아 儒學史에서의 南冥學과 그 位相」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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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언어,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학술토론회

·「축산식품산업의 PL법 적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센터 초청세미나

·「미래형 섬유패션산업과 진주실크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2002 후반기 전문가 초청세미나

·제15회 한국철학자대회

·「한우산업 진단과 발전전략」에 관한 산학연 공동기획 심포지엄

 

총장동정

 

교직원동정

·신규임용 교수 

·전차수 교수 제3회 서울 울트라 마라톤대회 출전 100㎞마라톤 완주

·최석기 교수 경학관련 저술 3종 출간

·조규태 교수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

·조열제 교수 책 출판, 국제학술잡지 편집위원 선임

 

총동문회소식

·개교 54주년 기념 개척동문가족대잔치

·동문 벤처기업이 개발한 ‘버섯요구르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테스트 통과

 

 

공지사항

·2003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일정

 

인사발령 및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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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54주년 기념행사

 

우리 대학교는 10월 19일 사범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개교 54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번 개교기념행사에는 박충생 총장, 서영배 전임총장, 김천석 총동문회장, 하영철 기성회장과 500여

명의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학교연혁 소개, 장기근속자 표창, 총장 기념사, 총동문

회장 축사, 교가 제창,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 30년 장기근속상 수상자로 송진섭 교수(기초과학부), 신갑철 교수(기초과학부), 정

복남 교수(생활과학부), 김병길 교수(교육학과), 조창환 교수(해양생물이용학부) 등이 표창을 받았으

며, 10년 근속상 수상자로는 정영륜 교수(응용생명과학부) 외 67명이다.

우리 대학교는 1948년 10월 20일 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1953년 정규 4년제 대

학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1972년도에 「경상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1980년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99년 제6대 박충생 총장이 취임하여 두뇌한국21사업에서 ‘지방대학육성사업 수송기계분야' 및 

‘대학원육성사업 농업생명분야'가 선정되어 두뇌한국21사업에서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2개 분야

에 동시 선정되었으며, 현재 11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 23개 학부, 4개 학과군, 25개 학과 총 재적생

수 22,923명의 규모로 발전하였다.

 

재일교포 허영중 회장 한·일 근대사료 12만 5천여점 기증

 

일본 동경에 위치하고 있는 KKJ주식회사(Korean Knowledge Japan)에 소장 중이던 한·일 근대사 자

료 12만 5천여점이 우리 대학교내에 설치된 『허영중 연구장학재단』에 기증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10월 28일 도서관 3층 사회과학자료실에서 박충생 총장, 권기훈 도서관장 및 보직교수, 일본 거주 기

증자의 부인 金美佐子씨와 딸 허민혜씨, 문국(허영중연구장학재단 이사장), 다구치 유키오(일본 다구

치공업 회장), 사사야마 도시오(변호사), 문장규(극진회 무도관장), 안원태(현대사회경제연구원 원

장), 문백 전 진주시장 등이 참석해 자료 인수식을 가졌으며, 향후 체계적인 정리과정을 거쳐 우리 대학

교 중앙도서관내에 별도의 자료실을 설치 영구히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의 관련 학문연구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일간의 학문적 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가 입수되게 된 경위는 지난 8월26일 우리 대학교 허영중연구장학재단(이사장: 문국)이 일본

에 거주하는 실업가 허영중 회장(교포 2세)이 수집한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우리 대학교는 장학재단의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여 수증을 요청하는 총장서한을 전달하

였고, 이에 허영중 회장이 기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이어 KKJ 주식회사는 재일

본 동경 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0월 22일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국내외의 한일관계사 연구에 매우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한일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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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가치관과 자존심의 기치 아래 이 자료를 수집한 허영중(許永中) 회장은 경남 진주가 고향인 부

친 허정종(許正從)씨의 2남으로 1947년 오사카시에서 출생하여 일본내의 사업가로 성장한 재일 한국

인이다.

허 회장의 한국내 활동을 보면, 국제페리주식회사 사주(1983년), 부산동아대학교 재단이사(1987

년), 한국대학유도연맹 부회장(1988년), 신라투자금융주식회사 사주(1989년), 한국올림픽위원회 위

원(1989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1989년), 국립경상대학교 허영중연구장학재단 설립(1991

년) 등이다.

허 회장은 부친이 어릴 때 자주 읽어준 논어에서 영향을 받아 『중용(中庸)』·『유항(有恒)』이란 말

을 별호(別號)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포부가 크고 원대한 꿈을 지닌 민족적 재일동포 실업가이다. 일찍

이 ‘안중근 의사처럼 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일본에서 해운업, 부동산업, 금융업에 투신하

여 재력을 쌓았고, 미술품 수집 애호가였다. 특히 일본의 스미모토 은행이 오사카시에 수집해 놓은 아

타카 컬렉션이 한국의 유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허영중 회장은 이 컬렉션을 모두 구입하여 자신

이 설립한 연구원에 기탁 한 바있다. 한국의 유물은 조국인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 중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한국 유묵화의 일부가 포함된 것으

로 알려졌다.

 

농업생명과학관 개관

 

우리 대학교는 10월 10일 농과대학 농업생명과학관(69동)에서 박충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송근

우 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박인열 농과대학 발전후원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명과학

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관하는 농업생명과학관은 농과대학 학술활동의 총체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농

림부 시설원예·한우특성화사업비를 비롯한 20여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469.66㎡, 철근콘크리트 3

층 건물로 2001년 1월 건축설계, 2001년 8월 착공, 2002년 9월 준공되었다.

농업생명과학관의 1층에는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대단위 계단강의실, 전산교육실, 농업정보119, 2층에

는 시설원예 특성화사업단, 한우 특성화사업단, 3층에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과대학 전시실이 있다.

입주기관 중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2001년 농과대학 5개 연구소를 통합하여 농업생명과학분야 기술

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 농업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각종 시험, 분석, 평가, 지도 등 외부로

부터 위탁받은 용역연구, 농업현장의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국제농업기술의 교류 및 협력, 농업의 생

산기술, 농업경제, 농장경영 등에 관한 정보수집, 관리 및 보급, 보고서의 발간,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의 개최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중점연구센터와 시설원예·한우특성화사업단을 

비롯한 5개의 특성화 연구센터 및 6개의 분석실을 갖추고 있어서 농업생명과학관 대표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994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과 농촌경제,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

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인을 1년 과정으로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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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119는 농림부의 농업기술, 경영정보의 네트워크 구성에 의한 농업인의 이용능력 제고를 위하

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과대학에서는 책임교수 1인과 10여명의 학생 서비스요원으로 년간 8회

의 교육과 1,000여회의 농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우리 대학교 사업 계속 유지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2002년 7월 두뇌한국(BK) 21사업(사업기간 7년, 4개 

분야 122개 사업단)단의 초기 3년간 실적을 중간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18일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 추진하는 두뇌한국21사업은 대학의 연구능력을 향상,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건국이래 최대의 교

육관련 국책사업이다.

위 여러 사업 중 우리 대학교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2개 사업단(농생명과학분야(단장 조무제), 지역대

학분야(단장 조태환))은 7년간 약 238억 원의 국고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리 대학교가 추진한 농생명과학사업단의 사업비가 20%삭감된다고 발표된 바 있으

나, 관계 당국에 실제 확인된 사업비는 연 12억6백만에서 12억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역

대학사업단은 당초와 같은 규모의 사업비(19억8천만 원)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농생명과학사업단은 1999년 지방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과학기

술분야의 주관사업단으로 선정된 이후 이번 평가에서도 그 연구능력을 인정받았다. 농생명사업단에서 

배출된 박사급연구원들이 세계 최상위 대학(MIT, 스탠포드, 예일 등)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들과 동등

한 대우를 받으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평가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

으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경우 국제대학간 교류활성화 등 주요 항목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어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부진한 4개 사업단(서울대2, 숭실대, 충남

대)은 내년부터 탈락시켰으며, 탈락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하위 평가를 받은 34개 사업단에 대하여

는 그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을 10-25%까지 삭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수해피해 특별재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리 대학교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사관

리규정 제171조 제1항 제7호 및 장학 81460-363호에 근거해 특별재해장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 재

원 장학금 중 사후장학금 예산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인문대학 4명, 사회과학대학 7명, 자연과학대학 18명, 경영대학 11

명, 공과대학 32명, 농과대학 28명, 사범대학 5명, 해양과학대학 10명 등 총 115명으로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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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5천7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자연재해로 많은 수재민이 실의에 빠져 있어, 수해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하였으나, 수해 발생 당시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후장학금 예산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제37회 공인회계사 1명, 제39회 세무사 5명 합격

 

경영대학 김윤숙(회계학과 96학번) 동문이 제37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며, 임찬주

(회계학과 80), 공용배(회계학과 90), 공영근(회계학과 90), 조경래(회계학과 90), 정주록(경영학과 

93) 동문이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0일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1,006명을 최종 합격 발표하였으며, 최종 합

격한 김윤숙 동문은 경상대 사대부설고 졸업, 2002년 경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9월 18일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에 699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최종 합격

한 임찬주 동문은 삼천포고 졸업, 회계학과 87년 졸업, 공용배 동문은 마산고 졸업, 회계학과 97년 졸

업, 공영근 동문은 통영고 졸업, 회계학과 97년 졸업, 조경래 동문은 동인고 졸업, 회계학과 96년 졸

업, 정주록 동문은 검정고시출신으로 2000년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들 합격자들은 경영대학의 고시실인 지평제에서 학업을 닦은 바 있다.

 

 

제1회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단(단장 이석순, 기계항공공학부)에서는 9일부터 10일까지 17동 127

호 강의실에서 제1회 Capstone Design(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은 2000년부터 5년간 약173억을 투자하여 지식 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수행된 Capstone Design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공학분야의 교육

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교육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 Capstone Design 수행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지물체를 안

전하게 잡는 원격제어 로봇」이라는 과제를 비롯하여 총 22과제가 수행되었다.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

양성사업단에서는 Capstone Design과제 수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부대 장비 및 설비를 구

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 제작, 가동한 작품을 전시하여 산·학·연 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한 

Capstone Design수행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또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인

력을 배출함으로서 학생 및 관련 산업체에 긍정적인 효과 및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토대로 2002년 12월에 있을 산업자원부 주관 전국대학생 Capstone Design 경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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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제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우리 대학교는 10월 30일 개척탑에서 고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상상력 개발, 그리고 창조적 표현능력

을 제고시키고 문학 활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9회 전국 고교생 백

일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9회 백일장에는 경남지역의 고교생을 비롯하여 서울 경복고, 울산 학성여고, 안양예술고, 부산 

대연정보고 등 50개교 366명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11월 5일 수상자를 홈페이지

(http://www.gsnu.ac.kr)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총장실에서 참방 이상 입상자 및 우수지도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산문부 장원에는 김순미(영일고 3) 학생, 운문부 장원에는 윤태진(안양예술고 1) 학생이 각각 차지하

였으며, 우수지도교사에는 이계연 교사(삼현여고)와 하재청 교사(진주제일여고)가 수상하였다.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입상자(참방이상)는 우리 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시 문학특기생 지원자격을 부여받는다.

 

【산문부】

장원 : 김순미(영일고 3)

차상 : 김소아(김해중앙여고 2), 김유경(마산가포고 2)

차하 : 서윤혜(김해가야고 2), 이지혜(마산가포고 2), 오화정(우신고 1)

참방 : 김진민(진주고 2), 장수빈(고성중앙고 1), 김정인(안양예술고 2), 노근화(부산정보과학

고3)

가작 : 김지영(진주제일여고 3), 진경원(김해여고 2), 박민정(마산가포고 2), 김은지(부산정보

과학고 2),

        전지혜(창원여고 1), 민은영(진주제일여고 2), 김보미(삼현여고 1), 김문정(남해제일고 

2),

        박선희(진주여고 2), 김은총(창원여고 2), 이미경(구미도개고 3), 배효정(창원명지여고 

3), 

        하소정(남해해성고 2), 박선아(김해중앙여고 1), 박선애(대구혜화고 2)

 

【운문부】

장원 : 윤태진(안양예술고 1) 

차상 : 하영미(삼현여고 2), 홍원진(부산동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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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 : 최성아(부산영상고 1), 김혜영(삼현여고 2), 이경희(마산무학여고 2)

참방 : 임영신(안양예술고 2), 안아라(안양예술고 1), 문효경(김해여고 2), 이정언(삼현여고 1)

가작 : 김자비(안양예술고 2), 이희윤(밀양세종고 2), 손은정(삼현여고 2), 이진우(진주고 2),

        박아연(남해해성고 1), 고은애(안양예술고 1), 김경석(남해제일고 2), 김수정(삼현여고 

1),

        강호문(진주제일여고 2), 홍나리(창원여고 2), 김종철(남해제일고 2), 진장원(김해중앙

여고 1), 

        이휘(구룡포종합고 2), 왕명희(산청여고 2)

 

【지도교사상】 

이계연(삼현여고), 하재청(진주제일여고)

 

 

‘우리 하나되어’개척대동한마당

 

우리 대학교는 2만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개척 대동한마당을 ‘우리 하나되

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개척대동한마당은 대학 문화를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서 진주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대동의 의미를 

살리는데 의의를 두었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람 중심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준비해 테마별로 

펼쳐졌다.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는 60팀 이상 참가를 신청한 진주시민학생한마당과 학과대

항 철인 5종경기, 골든벨, 춤 한마당, 영화상영 등이었다. 또한 최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등

의 소재로 반미의 내용을 담은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개척탑 주변에서 ‘여우여락'을 주제로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한 각종 상설행사가 마련되었으며, 17

동 교양학관에는 동아리 전시회가 열렸다.

첫째 날에는 길놀이, 메이크업 시술회, 초청가수 이은미와 함께 하는 전야제, 둘째 날에는 학과대항 철

인 5종경기, 마술공연, 진주시민학생 노래한마당, 미스터개척인 선발대회, 영화상영 등이 있었으며 셋

째 날에는 ‘책을 읽읍시다’골든벨,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극단 「현장」 초청공연, 무관제, 동아리 

빛소리 공연, 무예동아리 시연회, 춤 한마당, 영화상영 등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큰들」 문화센터

의 통일을 주제로 한 마당극 ‘닻을 올려라’를 공연하였다. 그리고 대동제 종야제와 경상방송국 주최

로 경상가요제가 대동제의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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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햇볕한줌’ 「경남사회복지전진대회」에서 대학봉사상 수상

 

경제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햇볕한줌'이 10월 28일 마산 MBC홀에서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

자 등 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2년 사회복지의날 기념 「경남사회복지전진대회」에서 대

학봉사상을 수상하여 상장 및 부상으로 금 10돈을 받았다.

‘햇볕한줌' 동아리는 경제학과 학생들의 소모임으로 1995년부터 남해 자애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과

의 결연을 시작으로 매달 1번씩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햇볕한줌'은 방학기간 중에는 여름캠프를 통하여, 밭일, 학습지도, 원내 청소, 벽화그리기, 식사준비, 

농장일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시설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진주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결손가정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사랑의 수화 배우기 활동도 하고 있다.

햇볕한줌의 소모임장을 맡고 있는 양정은 학생(경제2)은 “자애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크게 한 일이 없

는 것 같고, 사실 배우고 얻은 것이 많은데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상대병원 독거노인에게 무료 건강 검진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음지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마산시 거주 독거 노인 79명을 초청하여 건강 

검진 및 병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독거노인들은 병원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고 간단한 혈압, 혈당측정을 한 후 독감예방접종을 받고, 의과

대학 강영실 교수의 「노인건강 관리」에 관한 특강 및 병원 견학을 하였다. 

초청된 독거노인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대접과 건강관리에 좋은 의료상식을 들을 수 있

도록 해준 박철수 병원장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에 초청된 독거노인들은 경남도의회 백상원(교육사회전문위원장) 의원의 주선으로 병원측

과 교섭하여 이루어졌다.

 

 

서두칠 동문 CEO 초청강연회 - 선배와의 만남 -

 

우리 대학교는 10월 30일 국제어학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전도사"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서두칠 대

표이사(동원그룹 이스텔시스템즈주식회사, 축산학과 61학번)를 초청하여 「경영혁신과 리더십」이라

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이번 초청강연회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국 최고의 CEO 인기 연사인 

동문선배 초청강연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취업활성화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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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고자 하였다.

서두칠 동문은 경영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위기의식의 공감대 형성, 

혁신의 추진, 비전 제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열린 경영, 솔선 수범하는 리더십 발휘, 일하는 조

직문화 창출, 기업가 정신의 실현 등의 내용으로 강연회를 하였다.

서두칠 동문은 우리 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

으며 대우전자주식회사 부사장,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을 역임, 현재 동원그룹 이스텔시스템즈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 제9회 다산 경영상(2000, 한국경제 신문사), 올해의 CEO 선정(2002, 한경 비즈니스, 타워스페

린), 우리 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취득, 올해의 훌륭한 기업가 대상(2001,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생산부문 大賞(2001, 신산업경영대상 위원회)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좌절과 혁신 그리고 도약(1999)』,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2001)』등이 있다.

 

 

「동아시아 儒學史에서의 南冥學과 그 位相」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남명학연구소(소장 허권수, 한문학과)에서는 10월 18일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의 남명학과 그 위상」이라는 주제로 2002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남명학연구소는 남명학 연구의 진작을 위해 금년부터 전국규모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하여 지

난 5월에는 「南冥과 동시대 大儒들」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학술회의를 마친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는 『學記類編?번역 출판을 기념하여, 「동아시아 儒學史에서의 南冥學과 그 位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학기류편왏? 南冥先生이 『性理大全?등을 읽으면서 요점을 적어 놓은 讀書記로, 南冥思想이 깊이 배

여 있는 책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유학사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

론, 주변 학문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석기 교수(한문학과)의 사회로 허권수 교수(한문학과)의 개회사, 박충생 총장

의 환영사, 유혜숙 국장(경상남도 문화관광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姜信杓 교수(인제대)의 「神明舍

圖·銘의 새로운 理解」에 관한 기조강연, 李相弼 교수(경상대)의 「南冥의 理氣心性論」, 李紀祥 교수

(중화민국)의 「『學記類編?與師門傳述」, 全聖佑 교수(한양대)의 「막스 베버의<신교윤리와 자본주

의 정신>- 기독교적 금욕주의와 남명의 금욕주의」, 雄禮 교수(중국)의 「南冥 文論 傾向論」, 片岡

龍 교수(일본)의 「江戶시대에 있어서 朝鮮儒學 수용의 한 국면- 大塚退野를 중심으로」등에 관한 주

제 발표가 있었다.

연이어 좌장 宋載 교수(성균관대)의 진행으로 김낙진 교수(진주교대), 허권수 교수(경상대), 이동철 

교수(용인대), 안대회 교수(영남대), 장원철 교수(경상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를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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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언어,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학술토론회

 

인문학연구소(소장 이영석, 독어독문학과)에서는 10월 29일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인터넷 통신언

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차 쟁점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쟁점학술토론회에서는 이정복 교수(대구대 국어국문학과)의 「인터넷 통신언어의 긍정적 기능

을 찾아서」, 임규홍 교수(국어국문학과)의 「인터넷 통신언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연

이어 종합토론시간에는 정경택 교수의 사회로 곽재용 교수(진주교대 국어교육과)와 최태룡 교수(사회

학과)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축산식품산업의 PL법 적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우리 대학교 박구부 교수(축산과학부)가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나라의 축산식품을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축산식품학회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남명학관에서 「축산식품산업의 PL법 적용과 활용방안」

이라는 주제로 300여명의 관련 학계 및 업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0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축산식품업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

하고 있어 이러한 때에 한국축산식품학회가 축산식품의 PL법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축산식품학회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축산식품산업체들의 총합적 위기 관리능력을 함양시켰

다. 즉 축산식품의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재의 적용사례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PL법의 System Management, 환경 Management에 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축산식품산업계에 

전달하였다. 또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결함을 제도화하기 위한 PL의 전략구축과 PL법의 대처 

및 HACCP의 관계의 이해를 통해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재완 교수(고려대)의 「PL법의 해석과 법적측면에서의 업계 대응방안」, 신

형식 위원(한국표준협회)의 「국외에서의 PL법 사례와 식품업계의 대응방안」, 강창경 박사(한국소비

자보호원)의 「국내외에서의 PL법 판례동향」, 고병인 위원(한국PL연구원)의 「축산식품 유통과정에

서의 PL 대응방안」, 윤호경 위원(한국PL연구원)의 「축산식품 제조과정에서의 PL 대응방안」, 이무

하 교수(서울대)의 「최근 식육분야의 국제 연구동향」 등에 관한 주제 발표 및Ä怠뵀행 발표가 있었

다.

 

사회과학연구센터 초청세미나

 

사회과학연구센터는 10월 24일 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양동휴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를 초청하여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동규 교수는 세계적

인 미국 경제사가로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2000)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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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월 6일 남명학관 101호에서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초청하여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

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래형 섬유패션산업과 진주실크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미래형 섬유패션산업과 진주실크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이 경영경제연구소(센터장 김홍범, 

경제통상학부)와 한국견직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남명학관에서 10월 11일 열렸다. 

이번에 경영경제연구센터의 심포지엄은 섬유패션산업의 세계적인 변화 가운데서 지역상공인들의 우

리 섬유패션 산업과 실크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이 국가의 섬유패션산업 미래

발전 전략의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교, 산업자원부, 섬유산업연합회, 한국견직연구원 그리고 기업인 등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유관단체가 전국 실크생산의 80%를 점하는 특산지 진주에 모여 진주 실크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동섭 과장(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의 「섬유패션산업의 미래발전전략」, 

조상호 이사(섬유산업연합회)의 「섬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책: 실크산업을 중심으로」, 이정숙 교

수(생활과학부)의 「실크소재의 패션화 전략」, 김학수 교수(경영학부)의 「미국 섬유패션산업의 

Lean-Retailing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김상대 교수(경제통상학부), 김영수 회장(부산패션협회), 

진영길 교수(생활과학부)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2002 후반기 전문가 초청세미나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센터장 임수근, 재료공학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16:00 공과대학 37동 멀티미디어실에서 2002 후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02 후반기

에 초청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 및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0월 4일 한경섭 교수(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및 금속-섬유적

층판의 파괴거동

▶ 10월11일 염찬홍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부)의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개발

▶ 10월18일 하종률 교수(동아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의 LIS 광계측에 의한 연소해석

(항공기용 가스터빈 연소기 적용예)

▶ 11월 1일 임희천 박사(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의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동향

▶ 11월 8일 고상휘 대리(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전자비행제어팀)의 초음속 훈련기 제어법

칙에 대한 민감도 해석

▶ 11월22일 조형호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노소재팀)의 AI 합금의 정형 정밀 압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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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9일 이상철 박사(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우주 Embedded 

System 개발기법

 

제15회 한국철학자대회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인문대학 및 남명학관에서 제15회 한국철학자대회가 개최되었

다.

인문학부 배석원 교수(새한철학회 회장)는 6개철학회(새한철학회, 대한철학회, 범한철학회, 철학연구

회, 한국동서철학회, 한국철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철학자들의 연합학술대회인 「제15회 한국철

학자대회」를 주관(새한철학회와 경상대학교가 공동주관)하고 이 학술대회의 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대회보의 발행을 지원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남명학연구

원이 대회진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규모학술대회이다.

공동주제는 「보편윤리와 전통문화」이고, 기조발표 제1부 「보편윤리와 종교문화」에서는 김충렬 교

수(선문대)가 「유교문화와 유교윤리」, 목정배 총장(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 「불교의 보편윤

리」, 김영한 원장(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이 「보편윤리와 기독교문화」, 김영경 교수(서강대 BK연

구교수)가 「이슬람인권사상과 카이로인권선언」을 발표하였고, 기조발표 제2부 「보편윤리와 현대문

화」에서는 황경식 교수(서울대)가 「문화다원주의와 보편윤리의 양립가능성」, 소흥렬 교수(포항공

대)가 「보편윤리의 문화적 조건」을 발표하였다.

발표 마지막 순서로 다산기념 철학강좌에서는 캐나다의 저명한 정치철학교수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다원주의와 현대종교」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발표자가 60여명

에 이르렀고, 남명학 분과를 비롯하여 14개 분과별로 발표 및 논평이 진행되었다.

 

「한우산업 진단과 발전전략」에 관한 산학연 공동기획 심포지엄

 

우리 대학교는 11월 7일 공동실험실습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진단과 발전전략」에 관한 산

학연 공동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대학교와 농협안성교육원이 산학협동 차

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농협경남지역본부와 경남농업기술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정규 교수(축산과학부)의 사회로 채수운 원장(농협안성교육원)의 개회사, 박충생 총장의 환영사, 하

을권 본부장(농협경남지역본부)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이재용 과장(농림부)의 「최근 한우

산업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손삼규 지소장(축산연)의 「한우 생산원가 반으로 줄이는 기술과 전

략」, 한성일 교수(건국대)의 「한우브랜드 성공전략」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좌장 고영두 교수(축산과학부)의 진행으로 정희식 과장(경남도청), 신철교 지부장(종축

개량협회), 임경철 지부장(한우협회), 원유석 단장(농협 한우사업단), 서영문 차장(농협 경남지역본

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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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농림부, 도 한우정책책임자, 전문교수, 종축개량협회, 한우농가와 교육참석자 등 산학

관이 함께 한우 산업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장  동  정

10월9일~11월3일

◆ 10월  9일    국립대학 발전계획 평가단 접견

◆ 10월 10일    농업생명과학관 개관식 참석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접견

◆ 10월 12일    주요 국립대 총장협의회 참석(경상대)

◆ 10월 16일    지방대 육성사업 현장실사단 접견

◆ 10월 17일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조사단 접견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군산대)

◆ 10월 18일    총장협의회 및 순천대학교 총장 이임식 참석(순천대)

◆ 10월 19일    제54주년 개교기념식 참석

◆ 10월 25일    2002년 경남과학대전 참석(창원시)

◆ 10월 26일    대학병원 체육대회 참석

◆ 10월 27일    최고관리자과정 총동창회 총회 참석

◆ 10월 28일    허영중회장 기증 자료 인수식 참석

◆ 10월 30일    제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참석

        서두칠 사장 접견

◆ 10월 31일    광양만·진주광역권 심포지엄 참석(광양시)

        한국가축번식학회 참석(서울)

◆ 11월  3일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신규임용 교수

 

◆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임강사 고성룡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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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박사)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 연구보조원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연수연구원

단국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시간강사

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전차수 교수 제3회 서울 울트라 마라톤대회 출전 100㎞마라톤 완주

 

전차수 교수(산업시스템공학부)가 11월 3일 42.195㎞ 마라톤 풀코스의 2.5배에 달하는 100㎞를 달

리는 제3회 서울 울트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3시간 18분만에 완주, 철인의 힘을 보여주었다.

전차수 교수는 “걷지도 못할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부닥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코스를 한 발자국

씩 가다보니 어느새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 교수는 우리 대학 학생들과 함께 산업시스템공학부 마라톤클럽을 창립해 지난 '99년 5월 진주시민

마라톤대회를 창설하는 등 지역 마라톤의 선구자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풀뿌리 마라톤의 메신저로 널

리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뉴욕·호놀룰루·춘천마라톤 등 공식대회 풀코스 완주만 해도 11회가 되는 아마

추어 마라토너로서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전 교수는 순전히 호기심에서 울트라마라톤에 참가했다고 한다. “100㎞를 뛰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

고,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과 극한 상황에서의 인내력도 테스트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30㎞부터 몸이 무거워지면서 47㎞ 이후에는 무릎이 아파 도저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80㎞에

서는 참을만 하면 다시 고비가 오고, 또다시 고비가 계속되는 등 두번 다시 도전하기 싫을 정도였다고 

당시의 힘든 상황을 돌이켰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감과 60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웃옷을 입지 않고 달리

는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을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

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월드컵 당시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와 자원봉사자가 

하나같이 “히~ㅁ”하고 구호를 외칠 때는 전율까지 느꼈다는 것.

전 교수가 ’99년 시작한 진주시민마라톤대회는 오는 12월1일 벌써 14회째를 맞는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면서 규모가 커져 이제는 참여시민연대와 함께 개최할 정도이다.

전 교수는 “우연히 학생들과 시작한 운동과 등산, 조깅이 마라톤으로 이어졌고, 대회 참가로 마라톤

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면서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는 마라톤을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

람에서 마라톤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기 교수 경학관련 저술 3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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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 교수(한문학과)가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집필한 경학 관련 저술 『中國經學家事典』, 『中國

歷代人名大辭典-한글 音順 索引』, 『儒敎經典과 經學』등 3종을 출간(출판사 경인문화사)하였다.

이 중 『중국경학가사전』은 경학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1998년 최석기 교수가 만든 『한국경학가사

전』의 후속 작품이며, 2천5백30명의 중국 경학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한문학과 대학원생 강독 모임인 ‘두류고전연구회'가 편찬한 『중국역대인명대사전-한

글 음순 색인』은 한글로 된 중국인명 사전이 없어 중국에서 출간된 사전류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의 실정에서 5만4천4백90명의 중국인 인명을 한글 음순으로 재정렬하여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

이다.

또 『유교경전과 경학』은 어렵고 복잡한 경학의 내용을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것으로 경

학을 공부하는 초급 과정의 학생들도 읽을 만한 책이다.

崔錫起 교수는 1989년부터 우리 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족문화추친회 전문위원을 역

임하고 있으며, 주요 저술로 『星湖 李瀷의 學問精神과 詩經學』, 『韓國經學家事典』등이 있다.

 

조규태 교수(한글학회지회장)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이름 선정’

 

조규태(국어교육과) 교수가 진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글학회에서는 문화관광부·한국 문화예술진흥원

과 함께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운동의 하나로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선정하여, 10월 12일 진주 

교대 중강당에서 열린 한글학회 진주지회 월례학술발표회 때 상을 주고 출입문 옆에 “아름다운 우리

말 가게이름" 보람(상징 현판)을 걸어 주는 행사를 가졌다. 

금년 10월에는 진주시에 있는 가게 이름 하나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가게 이름은 ‘에나 만나’(간

이음식점, 진주시 가호동 경상대학교 후문, ☎ 055-755-5654)이다.

이 가게를 선정한 까닭은, ‘정말' 이란 뜻을 가진 정감나는 말로 진주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에 ‘에

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앞세웠고, 거기에다 ‘맛나'에서 온 ‘만나', ‘만나다'에서 온 ‘만나', 

‘맞다'에서 온 ‘만나'를 아울러 나타내는 ‘만나'라는 말을 결합해서 만든 가게 이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열제 교수 책 출판, 국제학술잡지 편집위원 선임

 

I. 책 출판:

최근 조열제 교수(수학교육과)는 자연대 수학과 최용갑 교수, 강신민 교수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책들

을 미국 Nova Science Publishers(New York)에서 출판하였다.

(1) Iterative Methods for Solutions of Nonlinear Operator Equations in Banach Spaces 

(Authors: Shih-sen Chang, Yeol Je Cho, Haiyun Zhou),

(2)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Vol. 3 (Editors: Yeol Je Cho, Jong Kyu Kim, Shin 

Mi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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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fferential Equations and Applications, Vol. 2 (Editors: Yeol Je Cho, Jong Kyu Kim, Ki 

Sik Ha),

(4) Stochastic Analysis and Applications, Vol. 2 (Editors: Yeol Je Cho, Jong Kyu Kim, Yong 

Kab Choi).

 

1893년 Picard 수렴정리와 1922년 Banach 부동점정리 이후 많은 학자들이 비선형 작용소 방정식의 

해 존재성과 특히 Banach 부동점정리를 이용하여 미분방정식의 해 존재성을 보이는 연구를 하여왔다. 

(1)번 책에서는 이들 두 정리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비선형 방정식 및 변분

부등식에 관한 연구 결과들과 최근에 본 책의 저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많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편집

하였다. 이 책은 비선형 해석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경상대와 경남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비선형 함수해석학과 응용"에 관한 국제학

술회의(조직위원장: 조열제(경상대), 김종규(경남대))가 2000년 9월1일부터 5일까지 경상대와, 경남

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우수한 논문들과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을 특

별히 투고받아 엄격한 심사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2), (3), (4)의 책으로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이

들 책에 발표된 논문들은 미국 수학회에서 Review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8월6일부터 5일간 개최

된 “제7회 비선형 함수해석학과 응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의 Proceedings도 5권의 책으로 Nova 

Science Publishers에서 곧 출판될 예정이며 “제8회 비선형 함수해석학과 응용"에 관한 국제학술회

의는 2003년 8월경에 경상대와 경남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I. 국제학술잡지 편집위원:

한편 조열제 교수는 2002년 7월 국제학술잡지인 “Journal of Concrete and Applicable 

Mathematics" (Editor-in-Chief: George A. Anastassiou, The University of Memphis, USA)

의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들을 심사 및 추천하게 된다. 조열제 교수는 이 학

술잡지 외에도 현재 국제학술잡지인 “Nonlinear Analysis Forum", “Nonlinear Functional 

Analysis and Applications", “PanAmerican Mathematical Journal", “Advances in Nonlinear 

Variational Inequalities", “Journal of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의 편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Zentralblat fur Mathematik" (Springer-Verlag)의 Reviewer로서 많은 논문집에 발표

한 논문을 평가하고 있다.

 

개교 54주년 기념 개척동문가족대잔치

 

경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천석, 고려치과원장)는 개교54주년 기념 200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와 

동문가족대잔치를 11월 3일 모교 예술관 및 국제어학원 등 모교 교정에서 성대하게 펼쳤다.

6만 5000개척동문들의 대동단결과 화합 한마당이 될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행사규모를 대폭 확대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마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개척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가좌벌을 뜨겁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21/221.htm (17 / 21)2009-12-29 오후 3:21:16



새소식

게 달구었다.

정기총회에서는 동문회 활성화 방안, 내년 예산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되었고 체계적인 동문회 

활동을 위한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모토로 11월 3일 오전 9시에 경상대학교 예술관에서 이사회와 정

기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에서는 테니스대회, 바둑대회, 배구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대회를 병행하여 진

행하였다.

개척동문 가족대찬치의 세부 내용을 보면 크게 체육행사와 이벤트행사, 동호회행사로 나눌 수 있다.

체육부문은 배구, 족구, 발야구, 여자축구 등으로 각 종목별로 지역, 직능, 단체동문회가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이벤트행사는 총동문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문으로 개척동문 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

공연이 있었고, 여성부에서는 맥주마시기, 막춤대회, 일일찻집 등의 행사를 가졌다. 초청 연예인으로

는 뽀빠이 이상룡, 가수 김혜연, 박경희 강진주 등이 출연하였다.

동호회 행사로는 동문골프회가 11월 4일 진주컨트리에서 개척동문골프대회를 가졌고, 테니스회는 11

월 3일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대회를 펼쳤다. 산악회는 11월 10일 전체 개척동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행을 실시할 예정이고 바둑대회는 11월 3일 모교에서 동문,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가하는 바

둑대회를 가졌다.

총동문회는 이번 2002년 개척동문가족대잔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공동위원장 2명 준

비위원 8명으로 한 행사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근경, 이성수)를 구성하여 기획, 홍보, 여성 등 각 분

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준비하였다.

 

동문 벤처기업이 개발한 버섯요구르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테스트 통과

 

우리 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의 벤처업체인 바이오허브㈜(대표이사 김범규, 식품공학과 79학번)는  당

뇨병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버섯요구르트의 FDA에 안전성 테스트에 통과하였다.

버섯요구르트는 국내 환자뿐 아니라 비만에서 오는 서구형 당뇨타입인 제2형 당뇨병의 모델동물 실험

에서도 혈당 수치가 30% 이상 떨어지는 등 효과가 입증돼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시장 수출도 가능하

게 되었다. `바이오허브100'이라 불리는 버섯요구르트는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혈당강하 고기능성 건강

보조식품으로 천연버섯 추출물과 유용물질을 섞어 만든 유산균발효유로 이미 국내·외에서 7건의 특허

를 받았다.

이 회사는 혈당수치와 인슐린주사 사용여부, 약 복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유형별로 맞는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는데 일본 메이지유업이 그 효능을 인정해 기술제휴를 추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시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2002년 경남과학대전'의 바이오

제품 전시회에 참가해 버섯요구르트의 효과를 직접 알리기도 하였다. 

바이오허브는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 11명이 자본금 4억

6천만원으로 우리 대학 유전공학연구소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버섯요구르트 개발에 이어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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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항암과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저하 등 고기능성 다당체의 생산과 이를 통한 기능성식품의 개

발사업을 벌이고 있다.(문의처 바이오허브㈜ ☎ 055-754-8796)

 

 

◆ 2003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일정 ◆

 

■ 원서교부

수시 2 : 2002. 10. 14(월)∼11.15(금)

정시「가」군 : 2002. 11. 11(월)∼12. 13(금)

정시「다」군 : 2002. 11. 11(월)∼12. 13(금)

 

■ 원서접수

수시 2 : 2002. 11. 13(수)∼11.15(금)

정시「가」군 : 2002. 12. 11(수)∼12. 13(금)

정시「다」군 : 2002. 12. 11(수)∼12. 13(금)

 

■ 실기고사(민속무용학과 및 예·체능계)

정시「가」군 : 2002. 12. 27(금)

정시「다」군 : 2003.행 1. 21(화)

 

■ 면접고사

수시 2 : 2002. 11. 26(화)

정시「가」군 : 2002. 12. 26(목)

정시「다」군 : 2003.행 1. 21(화)

 

■ 합격자 발표(예정)

수시 2 : 2002. 12.행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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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가」군 : 2003.행 1.행 7(화)

정시「다」군 : 2003.행 1. 28(화)

 

■ 문의처 : 본교 교무처 교무과(입시)

055)751-6231∼2ÄÄ - 인터넷 http://www.gsnu.ac.kr

 

교   원   인   사

파견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김석현 → 미국 코넬대학교(2002.11. 1. - 2003. 8.31.)

 

신규임용

·전자계산소 조교 배병진(11.1)

 

의원면직

·전자계산소 조교 김창민(11.1)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박성근(10.21)

 

일 반 직  인 사

 

휴직

·평생교육원 기성회직 김명애(2002. 10. 7 - 2003. 4. 6)

 

경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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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송석만 교수 장남 결혼(11.16)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장호상 선생 장녀 결혼(11.10)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김인호 교수 장녀 결혼(10.26)

 

조 사

·해양과학대학 김남옥 선생 시부 별세(11.6)

·해양과학대학 토목환경공학부 권성현 교수 부친 별세(11.1)

·박물관 류창환 선생 부친 별세(10.31)

·농과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 박정규 교수 모친 별세(10.24)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신휘범 교수 모친 별세(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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