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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02년도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2년도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선정에 본교 영남지역 1위

·200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생명환경대학원 신설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왇見?가보는 대학?공개 프로그램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해양과학대학 입시홍보를 위한 선상연찬회

·2002년 2차 취업면접 경연대회

 

초청강연 및 세미나

·제1회 「화학연구장학회」 사업 기념 초청강연회

·조순 박사 초청강연회

·충남대학교와 공동학술세미나

·「영남지역의 노동 실태」에 관한 2002년 추계학술대회

·통일평화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 기념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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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일 항공우주기술심포지엄

·「환경생명화학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학술심포지엄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에 관한 쟁점학술토론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2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2002년 IIR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 제17차 집행위원회

 

총장동정

 

교직원동정

·신규임용 교수

·강인석 교수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자 선정

·유귀열 교수 영미어문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 개최

·배석원 교수 새한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백좌흠 교수 한국인도학회 제13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황두환 교수 한국윤리교육학회 개최

·허종화 교수 한국키틴·키토산학회 회장 선임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지명국 조교 대한설비공학회 학회상 수상

 

공지사항

·교수초빙 공고

 

인사발령 및 경조사

 

 

「2002년도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대학 선정

 

우리 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에서 교수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18억7천만원의 특별재정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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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8일 일반대학(24개 대학), 산업대 및 방송대(9개 대학), 교육대(11개 대학)

를 대상으로 한 「2002년도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평가」 결과 7개 영역에서 각 1개씩의 우

수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1차 심사에서 교수부문과 연구부문 개혁실적이 우수하여 지난 10월 9일 2차 심사인 현

장실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일반국립대학 중 교수부문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 대학교는 교수임용의 공정성·객관성,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및 우수연구/교

육교수 장려 실적으로 구분된 교수부문평가에서 교수임용의 공정성, 우수연구/교육 교수 인센티브제 

시행, 업적평가결과의 학과평가제 활용과 기여 마일리지제 시행 등 세부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대학 선정은 우리 대학교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

은 것이다.

 

「2002년도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8억5

천만원의 특별재정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8일 「2002년도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수도권을 제외한 4

년제 대학 1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40개 지원대학을 선정 발표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경상대학교 산학연구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인정받고, 지난 10월 16일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대학교 산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 산학협동 전용 공간의 확보 및 경상대 

산학협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천소재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단지의 확충

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대학교가 기계부문 산학협동의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곽영훈)과 지질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긴밀한 상호협력

과 교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지질학 전반에 관한 학술교류 협력 ▶ 지질표품의 보관, 전시에 관한 정보의 교류 ▶ 기타 

상호협력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기초과학부 지구환경과

학전공(전공주임 조현구)은 지질학의 교양 및 전공 교육은 물론 지질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지질

표품관을 운영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지질표품(광물, 화석, 암석, 운석)의 증여 및 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선정에 본교 영남지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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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2년도 신설·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

육성지원사업에서 1차 선정과제(201과제 452억9천만원)를 지난 8월에 발표한데 이어 12월 9일 2차 

선정과제(112과제 173억2천만원)를 발표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이 중 총 8개 과제(연구비: 22억 8천 3백만원)가 선정되어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전

체 국·공·사립대학이 선정 받은 총 26개 과제 중 31%를 차지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은 물론 영남지역

의 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경남의 거점대학인 우리 대학교는 지난 11월 국립대학 자체발전계

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교수부문 전국 1위, 연구 부분 전국 2위 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방대학육성

사업분야에서 사천 산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초학문(인문사회분야)지원사

업에서 우수한 연구능력을 인정받음으로서 경남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되었다.

이번 선정된 과제는 국학고전연구분야에 2과제(연구책임자: 윤호진, 김준형 교수, 3억 3천 백만원), 국

내외지역연구부문에 5과제(연구책임자: 박종수, 최용수, 김덕현, 이명숙, 김상대 교수, 연구비: 13억 5

천 2백만원), 일반연구부문에 1과제(연구책임자: 조규태 교수, 연구비: 6억원)로서 인문사회 기초학

문 분야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경상대학교가 인문·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이 짧은 시간 내에 강화된 것은 우리 대학교가 각종 연구진흥장려

정책을 개발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기초학문분야의 열악한 연구여건을 개선하였음은 물론 외부지원 연

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연구지원부서와 교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한 결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주에 소재한 경상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인문

사회분야 연구비지원계획이 금년에 신설되자 연구분위기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난 1월과 3월 연구사

업 관계자를 초빙하여 과제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이번 기초학문지원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요건인 우

수한 전임연구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종자 연구비(seed money)를 지원하는 등 적

극적인 연구기반 구축과 진흥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열악한 기초학문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재정

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우리 대학교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입생(정시) 원서접수 결과 3,523명 모집에 11,219명이 지

원해 3.18대1의 지원율을 나타내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정시 다군의 수의예과가 15명 모집에 1,102명이 지원해 73.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의예과 가, 다군 평균도 51명 모집에 1,472명이 지원해 28.86대 1을 기록하였

다. 의예과 다군은 30명 모집에 546명이 지원해 18.2대 1, 영어영문학과 다군은 11명 모집에 165명

이 지원해 15대1, 국어국문·한문학과군 다군이 18명 모집에 199명이 지원해 11.06대1, 윤리교육과 

가군이 15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해 10.8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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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가군의 일정은 면접고사 12월 26일(목), 실기고사 12월 27일(금), 합격자 발표 2003년 1월 7일

(화), 합격증 및 등록서류 교부 2003년 2월 4일(화), 합격자 등록 2003년 2월 7일(금)부터 10일(월)

까지이며, 정시 다군의 일정은 면접고사 2003년 1월 21일(화), 실기고사 2003년 1월 21일(화), 합격

자 발표 2003년 1월 28일(화), 합격증 및 등록서류 교부 2003년 2월 4일(화), 합격자 등록일 2003

년 2월 7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이다.

자세한 2003학년도 신입생원서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명환경대학원 신설

 

우리 대학교는 지난 8월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2003학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라 생

명환경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2003학년도에 신설되는 생명환경대학원은 생명환경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동체제

를 기반으로 신규배출인력의 실용화 계획과 산업현장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생명환경대학원의 신설로 경남지역에 고급 생명환경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공급과 생명

환경산업 활성화 촉진, 경남에 소재한 관련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급, 생명환경산업 활성화에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03학년도부터 생물자원환경학과, 환경생명공학과, 환경보전공학과, 식량자원환경경제학과 등 4개

학과 17개 전공에 총 50명을 모집하게 된다.

 

2003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미리 가보는 대학 프로그램

 

우리 대학교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지원 관련학과 및 대학 생활의 정

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범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주,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사천, 밀양, 통영, 거창, 거제, 고성 등의 30여개 고등학교 10,000여명의 예비 수험

생 대상으로 왇見?가보는 대학?공개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 프로그램은 예비 신입생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직접 홍보하고, 학내 시설

물 견학을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3학년도 입시안내와 진학 및 대학생활 안내, 홍보 비디오 상영, 특강, 

캠퍼스 투어(도서관, 전자계산소, 공동실험실습관, 국제어학원, 학생회관, 남명학관, 기숙사, 예술관 

등), 그리고 학생이 지망하거나 가보고 싶은 대학·학과의 견학 등이다.

 

해양과학대학 입시홍보를 위한 선상연찬회

 

해양과학대학(학장 김원철)에서는 11월 14일 해양과학대학 및 실습선에서 2003학년도 신입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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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경남·부산·울산지역 고등학교 34개교 교장, 진학부장 교사 70여명을 초청하여 선상연찬회

를 개최하였다.

해양과학대학은 2000학년도에 신입생의 지원율 저조로 인하여 일부 학부(과)에서는 미충원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2001학년도부터 신입생 유치시에는 기존의 홍보방식인 『앉아서 맞이하

는 신입생』이 아닌 발로 뛰어 『찾아다니는 신입생 모집』의 일환으로 실습선 새바다호에 입시홍보

를 위한 선상연찬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2003학년도 입학안내, 학교 소개, 비디오 상영 등 우리 대학의 교육방향과 신입생 

모집요강을 설명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습선에 승선하여 현장 조업(트롤조업)에 참관하기도 하였다.

 

2002년 2차 취업면접 경연대회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센터장 김길수, 영어영문학과)는 11월 27일 국제어학원 110강의실에서 학생

들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업면접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취업면접 경연대회는 취업과정에서 면접전형의 비중을 감안, 학생들에게 면접마인드 제공과 취업활동

을 지원하고, 업종별, 기업별 면접준비를 통하여 취업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면접경연대회에는 대한화재 이상조 인사팀장, 두산중공업 이일구 법무팀장, 한국전력 박기환 총

무과장, (주)로템 조양래 인사팀장 등 각 기업의 인사담당 팀장들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별면접, 집단면접, 집단토의식 면접 등 분야별 면접을 치루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추후 취업추천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는 지난 11월 6일 400여명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참가하여 경력

개발 및 취업서류 작성 경시대회를 1차로 실시하였으며, 이용훈(공대·기계공학) 학생 외 20명의 수상

자들에게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하였다.

 

제1회 「화학연구장학회」 사업 기념 초청강연회

 

자연과학대학 화학전공 및 사범대학 화학교육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화학연구장학회(회장 신갑철, 기

초과학부)」가 11월 8일 공동실험실습관 세미나실에서 사업기념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화학연구장학회」는 '93년 2월 17일 우리 대학교 자연대 화학전공 11명의 교수 및 사범대 화학교육

전공 5명의 교수 등 총 16인의 교수들이 열악한 연구와 교육여건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해당 전공의 발전과 나아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장학회이다.

장학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 10년 동안 인세, 각종 수당, 기부금, 이자 등을 모아 현재 약 1억 2천만원

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1년부터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연구비 600만원(1인당 300만원

씩 2명), 장학금 480만원(1인당 30만원씩 16명)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1회 「화학연구장학회」사업기념 초청강연회에는 신현택 교수(재료공학부)와 하상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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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신현택 교수는 「인생 성공을 위한 처세 비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현위치, 인생의 문제점, 성공적

인 인생 추진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또 하상태 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시행 기술개발사업 정책

을 소개하고, 지원사업별 특성 및 사업, 창업관련, 산업기술 동향 등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술개발사업 소개, 직장선택 및 직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조순 박사 초청 강연회 

 

남명학연구소(소장 허권수, 한문학과)와 박약회(博約會) 경남지회(회장 정태수, 산청문화원장)에서

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황폐해져 가는 정신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11월 11일 남명학

관 남명홀에서 조순 박사를 초청하여 「현대사회와 전통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조순 박사는 1928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하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서울특별

시 초대 민선 시장, 초대 한나라당 총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박약회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또 『한

국 경제 개조론』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학계의 원로일 뿐만 아니라 한학에

도 조예가 깊다.

박약회는 선현들의 업적과 정신의 본질을 학습하여 도덕사회를 구현하고, 새 시대에 맞는 이념을 천명

하고 실천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사회운동단체로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약 5천여명에 달한다. 올

해 7월 박약회 경남지회가 창립되었으며, 정태수 산청문화원장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번 강연회

는 경남지회가 창립된 기념으로 거행하는 첫번째 행사였다.

 

충남대학교와 공동학술세미나 

 

우리 대학교는 충남대학교(총장 이광진)와 공동으로 11월 29일 남명학관 및 농업생명과학관에서 공

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 대학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시간거리가 한층 단축되어 중부권과 남부권을 하나

로 묶는 행사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 30일 충남대학교에서 제1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

다.

양 대학은 이번 두 번째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양 대학간의 학술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지역적 

환경을 상호 보완하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충생 총장의 기념사, 이광진 총장(충남대학교)의 축사 및 보직교수 소개 등의 기념

식을 갖고, 남명학관 및 농업생명과학관에서 분과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분과에서는 우리 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관으로 농업생명

과학관에서 「대전-진주고속도로가 주변 농·어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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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에서는 박종열 교수(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재홍 교수(충남대)

의 「북한농촌제도의 탈집단화 방안」, 허종화 교수(경상대 환경생명식품공학부)의 「남북한농수산

업 기술 및 교육협력 방안」, 김홍기 교수(충남대)의 「인삼 주요병의 발생현황과 근부병의 생물학적 

방제」, 박정규 교수(경상대, 식물자원환경학부)의 「우리 나라 단감산업의 현황과 병충해 문제」, 정

영덕 교수(충남대)의 「경지정리시 신환경 토질관리 기준」, 강석중 교수(경상대, 해양생물이용학부)

의 「신규해양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물벼룩의 개발 및 응용」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분과에서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남명학관 101강의실에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육동일 교수(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장)와 정성진 교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시원 교수(경상대, 정치행정학부)의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대응의 변화과

정」, 박경 교수(목원대), 강현수 교수(중부대)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류진석 

교수(충남대)의 「사회복지 격차」, 신희권 교수(충남대)의 「지역간 문화 격차의 명암 :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이혜숙 교수(경상대 사회학과)의 「지역격차와 여성」 등에 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제3분과에서는 경상대 남명학연구소와 충남대 유학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江右地

域과 湖西地域의 학맥과 서원교육」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남명진 교수(충남대 유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권수 교수(경상대, 한문학

과)의 「인조반정 이후의 남명학파와 사계학파의 변화」, 황의동 교수(충남대)의 「호서지방의 학

맥」, 최광만 교수(충남대)의 「호서지방의 서원교육」, 김낙진 교수(진주교대)의 「강우지역의 학

맥」, 송준식 교수(진주전문대)의 「강우지역의 서원교육」 등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

다.

 

「영남지역의 노동 실태」에 관한 2002년 추계학술대회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 경제통상학부)은 11월 21일 남명학관 101호에서 「영남지역의 노동 실

태」라는 주제로 2002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과학연구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

동으로 2002년 7-8월 약 2개월에 걸쳐 경남, 부산·양산,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

과 노동자의 생활 및 의식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97-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 영

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가 노동정책 및 노동운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찾

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경남, 부산·

양산,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45개 금속산업 노동조합과 2,300명의 노동자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의 일차적 분석 결과로서 노동 실태의 전반적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성진 사회과학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백순환 위원장(전국금속산업노

동조합연맹)의 축사, 정진상 교수(사회과학연구센터 부소장)의 경과보고, 주무현 박사(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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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노동조합의 실태」, 이진동 박사(사회과학연구원)의 「노동조합 간부의 실태」, 이종래 박사

(사회과학연구원)의 「노동자 의식의 실태」, 김재훈 박사(사회과학연구원)의 「노동자 생활의 실

태」등에 관한 영남지역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노재열(금속연맹 정책실장), 이

정현(금속연맹 울산지역본부 조사통계부장), 여영국(금속연맹 경남본부 조직국장), 류장현(금속연맹 

부양본부 사무국장), 최태룡 교수(경상대 사회학과)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통일평화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 기념학술행사

-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통일평화인권센터(소장 김중섭, 사회학과)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장하)는 12월 14일 남명학

관 101호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002 진주인권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

다.

이번 행사는 제5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의 일환으로 인권주간에 맞추어 ‘어린이·청소년 인권' 상황

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이며, 인권의 사회적 관심 증대 상황에서 인권을 추상적인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김중섭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아이들의 인권: 이중의 딜레마」는 아이들의 인권

이 갖는 성격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인권 증진을 모색”하였다. 김중섭 교수는 “아이들이 인간으로

서 고유한 권리를 갖는 존재이면서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주목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

하여 법적 장치의 마련,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인권 중심의 사고 방식과 인권 문화

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옾叢?있는 아이들의 인권?즉 학교에서, 일터에서, 일상 생활에서,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

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다루었다.

김길준 교사(거창중학교)의 「학교 폭력으로 거칠어진 아이들」, 문지영 간사(YMCA)의 「푸대접 속

에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석선옥 지부장(동화 읽는 어른 모임 진주지

부)의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동수 계장(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청소년들이 겪는 성폭력과 성매매」, 그리고 제 2부에서는 「소외 받는 아이들의 

인권」 즉 이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 소년소녀가정의 어린이 

등을 다루었다.

박진영 생활지도사(진주장애인복지센터)의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세상 : 장애어린이의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박은성 학부모(멋진공부방, 참교육학부모회)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공부방: 비영

리 민간공부방을 중심으로」, 김용환 사회복지사(진주시 망경동사무소)의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

정의 아이들」, 권춘현 상임대표(진주청소년인권연대)의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하여: 

시민단체의 활동 보고와 평가」등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주제들은 진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

악한가를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하여 인권 침해의 심각한 양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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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제3회 한·일 항공우주기술심포지엄

 

항공우주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기부품기술

연구센터(센터장 임수근, 재료공학부)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동방호텔에서 한·일 항공기부품기

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본 항공기부품기술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산·학·연·관간의 상호기술협력체제를 마련하고, 항공기부품기술의 국내기반 구

축을 위하여 2000년 우리 대학교에서의 1회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교대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Jiro Nakamichi, Kenichi Saitoh 박사(일본 항공우주연구소)의 「일본 국립항공연구

소에서 개발한 수치적 공탄성 시험 및 분석 시스템」, 김동현 교수(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정밀 공탄성해석 기술 개발 및 국내 초음속 항공기 설계 응용」, 최종호 박사(한국항공우주산업㈜) 

의 「초음속항공기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방법」, Takashi Tsujimoto 박사(일본 중부항

공우주기술센터)의 「일본 중부우주기술센터 조직 및 활동 소개」, 임철호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의 「초음속항공기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방법」, Norihiko Yoshikawa, Nobuhito 

Kumada 교수(일본 나고야대학)의 「레이져 형광기술을 이용한 고온벽면의 온도 측정」, Mskoto 

Hirai 박사(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의 「소리없는 미익로터를 사용한 MH2000 헬기의 소음저감」, 이

영섭 박사(삼성테크윈)의 「고속회전체를 위한 Air Foil 베어링의 개발」, Satoru Kawachiyama 박

사(일본 카와사키중공업)의 「신규개발된 BK117C-2 중형헬기 소개」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

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본 항공우주관련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항공

기 연구기술과 관련하여 제품개발사례, 설계기술개발 등에 관한 내용 소개, 최근의 국내·외 항공우주기

술개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항공우주기술 정보교류와 관련 종사들

의 유기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의 장이 되었다.

 

「환경생명화학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학술심포지엄

 

우리 대학교 농화학과(학과장 박기훈)는 11월 15일 농업생명과학관에서 「환경생명화학의 동향과 전

망」이라는 주제로 환경생명화학과로의 명칭변경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농화학과는 1964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로 성장하면서, 농업과학분야

를 비롯한 각 분야에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환경생명화학과

로 새롭게 변화하여 생물산업과 환경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심기환 농과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정윤 교수(창원대 환경공학과)의 「환

경산업의 전망」, 고영희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의 「Post-Genome시대의 미생물 지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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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산업적 이용」, 김순철 과장(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의 「바이오산업의 전망과 전략」에 관

한 주제발표 및 Poster 발표가 있었다.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제5차 쟁점학술토론회

 

인문학연구소(소장 이영석, 독어독문학과)에서는 11월 15일 남명학관 101강의실에서 「필사본 『화

랑세기』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라는 주제로 제5차 쟁점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쟁점학술토론회에서는 이종욱 교수(서강대 사학과)의 「화랑세기 : 발견과 사료적 가치」, 권덕

영 교수(부산외대 역사학과)의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한계」라는 주제발표와 연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최용수 교수(경상대 국어국문학과)의 사회로 오이환 교수(경상대 인문학부)와 이근우 교수

(부경대 사학과)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학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는 고려 인종 23년(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로 알려져 있

으나 1989년 2월 이런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삼국사기』에 신라시대 김대

문이 지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 멸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화랑세기』 필사본이 공개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역사서의 편찬 시기를 무려 460년이나 앞당기는 『화랑세기』의 발견은 이제 『삼국사

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고려인이 쓴 삼국시대 이야기가 아닌 신라인이 쓴 신라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고대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화랑세기』 필사본의 공개는 곧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

한 격한 논쟁을 가져왔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랑세

기』에 담긴 일부 내용은 학계는 물론이고 대중역사서와 역사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널리 유포 해

석되고 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2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우리 대학교는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농업생명과학관에서 사단법인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2년 추

계학술논문발표회를 박충생 총장, 강홍 (사)한국펄프종이공학회 회장, 그리고 300여명의 관련 학계 

및 업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지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규모면에서 세계 9위에 올랐고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전세계 수십 개국으로 종이를 수출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의 수요가 성숙기에 들어서고 조만간 무관세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내시장에서의 국제 경쟁이 눈앞에 

와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들이 최신 대규모 설비로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제지산업

은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하여 국내 제지 기술의 기초를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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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인의 자기 개발을 독려 할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의 성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김철환 교수, 최경민 교수, 박종열 교수, 강진기 교

수의 「포장지의 발수도 자동해석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 발표를 비롯하여 45건의 논문발표가 있

었다.

 

2002년 IIR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 제17차 집행위원회 개최

 

우리 대학교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공과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2002년 IIR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 제17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2년도 IIR한국위원회 활동사항, 인원 변동 및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 보고 등

이 있었으며, 이종민 교수(Rhode Island University)의 “Physicochemical principles of 

cryostabilization of surimi and fish mince and shelf-life prediction of refrigerated and frozen 

foods", 문흥만 박사(대성산소 초저온연구소)의 왗各嚮?공기분리의 기술과 현황? 하삼철 소장(LG전

자)의 “플라즈마 친수표면의 표면에너지가 착상에 미치는 영향? 강용태 교수(경희대)의 왎?링?냉동

기의 차세대 응용", 오명도 교수(서울시립대)의 얟IGA급 초청정 클린룸 기술? 허종화 교수(경상대 환

경생명 화학식품공학부)의 옺灼걍? 안전식품생산을 위한 냉동기술의 응용과 관련산업 발전방안? 김동

수 박사(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왎扁燒?품온을 이용한 냉동분쇄장치 시스템 개발 및 활용기술 개발? 

서정세 교수(경상대 기계항공공학부)의 옺平?및 식품산업에서 Heat Pipe의 응용? 권오경 박사(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의 왋老?흡수식냉동기의 열물질전달 특성 평가? 이성주 사장(센추리 EC)의 얚A 저

장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IIR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집행위원회를 열었으며, 가스공사 통영 LNG생

산기지 견학(가정용 흡수식냉난방기 시범설치장소)의 시간을 가졌다.

 

총    장    동    정

11월11일~12월12일

◆ 11월 11일 조순 박사 초청 강연회 참석

◆ 11월 12일 제9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입상자 상장 수여

◆ 11월 15일 산자부 화학생물과장 접견

◆ 11월 20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접견

◆ 11월 21일 제4차 AUF 총장 회의 참석(선문대학교)

◆ 11월 22일 경남농협 축산기술지도요원 워크샵 특강(창녕교육원)

◆ 11월 23일 의대 총동창회 총회 참석(창원호텔)

◆ 11월 24일 제4회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개막식 및 시상식 참석(창원 F3 경기장)

◆ 11월 25일 대교협 학문분야 현지 방문 평가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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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 경남·부산 ·울산·제주 총장협의회 참석(인제대학교)

◆ 11월 28일 이정한 장학재단 이사 접견

◆ 11월 29일 경상대·충남대 공동 학술 세미나 참석

             (주)바이오허브 김범규 사장 접견

◆ 12월  2일 신임 교수 임용장 교부

◆ 1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재방 차관보와의 간담회

◆ 12월  6일-7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부산대학교)

◆ 12월  9일 경상대학교 ROTC 총동창회 참석(서울 국방회관)

◆ 12월 10일 바이오 21센터 이사회 참석(문산 바이오센터)

◆ 12월 12일 도내 대학교 총·학장 간담회 참석(도청 상황실)

 

 

신규임용 교수

◆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 전임강사 정우식

 

진주고등학교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이학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생화학과(이학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생화학과(이학박사)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미국 The Scripps연구소(Post-Doc)

 

 

강인석 교수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자 선정

 

공과대학 강인석 교수(건설공학부 토목공학전공)가 주관하는 「멀티미디어를 연계한 건설관리 4D-

CAD시스템의 구축」 과제가 건설교통부 2002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연구비 5억6

천7백만원을 지원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건

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은 2002년도 사업부터 보다 실용성 있는 과제개발을 위해 개발 주관기관의 

선별작업을 강화하여 연구비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과제에는 교통, 건축, 토목 등

의 건설분야에 총 25개 주관 연구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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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교수가 주관하는 금번 선정과제는 공사현장의 건설정보화 촉진을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3D-

CAD(설계도면)에 TIME(공사일정)을 연계하여, 설계단계에 공사개시후의 시설물 완성상태를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4D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임의 기간동안의 공사진행현황을 사전에 3차원 완성상태로 연속적 구현이 가능하여 발

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유용한 현장 정보화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제와 관련된 

건설분야 4D 개념 사항은 연구진행과 함께 관련 포털웹사이트로 구성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최종목표

는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력을 갖춘 상용화된 4D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미어문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

 

사범대학 유귀열 교수(외국어교육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미어문학회는 11월 23일 국제어학원에

서 2002년 추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성종태 교수(영어영문학과)의 「Mark Twain의 문학세계」라는 주제의 특강

을 시작으로 이의신 교수(진주전문대)의 「‘베신'에 나타난 Herold Pinter의 여성관」, 손병룡 박사

(국제어학원)의 「영어의 연결과 수식에 관한 연구」, 이지영 교사(진주경해여고)의 「Henry James

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낭만주의」, 김영실 교수(항공기능대)의 「The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and Portfolio Assessment」라는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배석원 교수 새한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인문대학 배석원 교수(인문학부장)가 회장으로 있는 새한철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1

월 16일 대구 계명대학교 가정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대중문화의 생활세계의 의미」라는 주제로 박성봉 교수(경기대)가 「대중예술

의 미학」, 홍윤기 교수(동국대)가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에토스와 대중의 노동문화」, 이왕주 교

수(부산대)가 「거대서사에 대한 저항전략으로서의 작은 이야기들」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분과주제는 「자유에 관한 철학적 성찰」로 이유택 교수(계명대)가 「싸르트르의 자유개념」, 류

종렬 교수(경희대)가 「베르그송의 자유와 들뢰즈의 반복」등에 관해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으며 연이

어 만포학술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백좌흠 교수 한국인도학회 제13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법과대학 백좌흠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도학회는 11월 2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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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교육원 세미나실에서 2002년 한국인도학회 제1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의 학술대회에 이어 「인도의 정치와 여성」 이라는 주제에 대한 두번째 모

임으로 「고대 인도 여성에게도 역사가 있는가?」, 「여성차별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 : 근본불교를 중

심으로」, 「힌두 근본주의 운동의 정체성 정책과 여성」, 「TV드라마 ‘라마야나' : 인도정치 그리고 

여성」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황두환 교수 한국윤리교육학회 개최 

 

사범대학 황두환 교수(윤리교육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윤리교육학회는 12월 7일 경북대학교 합

동강의실에서 「정보화시대의 도덕·윤리 교육」이라는 주제로 2002년 한국윤리교육학회를 개최하였

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진환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의 「정보화 시대의 도덕 판단력 교육」이라는 

주제발표와 3개 분과별 주제발표 및 논평이 있었으며 정보화시대에 거듭나야 할 각급 학교에서 도덕·

윤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도덕·윤리교육 내용과 방법을 폭 넓게 진단해 보는 의미 있는 학술토론

의 장이 되었다.

 

 

허종화 교수 한국키틴·키토산학회 회장 선임

 

농과대학 허종화(응용화학식품공학부) 교수는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키틴·키토산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허종화 교수는 2003년부터 2년 동안 400여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학회

를 이끌어 가게 되었으며, 2006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키토산학회 유치와 산학협동 활성화에 

중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지명국 조교 대한설비공학회 학회상 수상

 

지역대학육성사업단 통영 캠퍼스 지명국 조교(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2000학번)가 2002년 11월 21

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영예의 학회상 “최상홍학술

상"을 수상하였다.

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에 창립되어 2002년 현재 회원수 4,225명으로 우리 나라 설비 분

야의 최대 학술단체이며, “최상홍학술상"은 전국 석사 학위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전체 업적을 평가하

여 2명을 수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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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국 조교의 이번 학회상 수상은 「해상 적용 태양열 시스템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정한식, 기계항공

공학부)」라는 논문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2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지명국 조교는 이미 대한기계학회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우수 포스트 발표 논문상"을 받는 등 그 

우수한 연구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교 수 초 빙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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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대  학 : 한국중세사(고려시대), 서양현대사, 영어학(생성통사론),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무역

실무, 인터넷기반시스템통합, 컴퓨터분야, 정보통신학, 농업경제학, 물리교육학, 기하학, 수의임

상병리학, 수의독성학, 수의해부학, 모성간호학, 해부학, 약리학, 내과학, 흉부외과학(일반흉부

외과), 수부재건성형외과학, 이비인후과학, 해양생명공학 각 1명, 치의학 2명

 연구소 : 식물분자유전학 1명

 

임용예정시기 : 2003학년도 1학기

  접수기간 : 2003. 1. 9(목) - 1. 13(월) 09:00∼17:00

 ¶ 접수장소 : 교무처 교무과

 

세부공고내용 게시

  지원자격, 제출서류, 지원기간 등 세부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gsnu.ac.kr

       「교수초빙정보」 사이트 참조

 

문 의 처 : 교무처 교무과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22/222.htm (16 / 18)2009-12-29 오후 3:20:38



? 새소식

 ¶ 전 화 : (055)751-5014,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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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원   인   사

 

겸 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김재원 → 대학원 미생물학과장(12.1.)

 

파 견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부교수 좌용주 → 호주 맥쿼리대학(2002.12.15.∼2003.12.14.)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교수 박기민 → 미국 콜로라도대학(2003.1.6.∼2004.1.5.)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박기훈 → 영국 옥스포드대학(2003.1.7.∼2004.1.6.)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조교수 양재경 → 캐나다 구엘프대학교(2003.1.15.∼2004.1.14.)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교수 문수경 →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2003.1.24.

∼2004.1.23.)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한석붕 → 미국 코넬대학교(2002.12.20.∼2003.12.19.)  

 

선임연구원 

·공학연구원 이종열(2002.11.15.∼2004.11.14.)

·생명과학연구소 강성조(2002.12. 1.∼2003.11.30.)

 

학술연구교수 

·공학연구원 강영진(2002.11.21.∼2003.11.20.)

·사회과학연구원 김재훈, 이종래, 이진동, 주무현(2002.11.27.∼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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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직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한재희(2002. 12. 1∼2003. 5. 30.)

 

의원면직

·박물관 조교 송영진

 

경     조     사

결 혼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정란 선생 본인 결혼(12.25)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곽수동 교수 차남 결혼(12.15) 

·농과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Ä 瓚행 교수Ä뼈행 결혼(12.14)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이석호 교수 장남 결혼(12.8)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구윤미 선생 본인 결혼(12.8) 

 

 조 사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장현주 선생 시부 별세(12.19)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새바다호 임종악 선생 장인 별세(12.19)

·연구지원과 임정숙 선생 시부 별세(12. 9)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권해주 교수 부친 별세(12.8)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김현규 선생 모친 별세(12.7)

·농과대학 행정실 최성대 선생 모친 별세(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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