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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후원회
 

공지사항

·교수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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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우리 대학교는 8월 30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제53회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40명, 석사 327명(일반대학원 98명, 교육대학원 124명, 경영

대학원 22명, 행정대학원 27명, 산업대학원 41명, 정보과학대학원 15명) 학사 539명으로 총 906명

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전공 33명이 올해 처음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학

사 539명 중 81명이 조기졸업, 119명이 일반편입, 57명이 복수전공 학위를 받았다. 

우수 졸업생으로 주형건(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총장상을 받았으며, 최성희(교육대학원 교

육학과) 대학원생이 총동문회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학사보고, 조병진 총장의 학위수여 및 

시상, 학위수여 식사, 김천석 총동문회장의 내빈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 식사

 

지난 여름, 유난히 장마는 길고 더위는 찌는 듯 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문턱에 둔 오늘 본 대

학교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전에 참석해 주신 지역의 유지,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수·직원 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영광스런 학위를 받게 되는 학사 539명, 석사 327

명, 그리고 박사 40명 졸업생 여러분!

각고의 노력 끝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오늘의 결실을 이룩해 낸 데 대해 본인은 대학의 전체 구성

원들을 대표하여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보람된 날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참아가며 묵묵히 뒷바라지 해 주신 학부모와 가족 여

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아울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걸어 온 역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시 지나온 

과정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다시 출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야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온갖 난관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

니다. 오늘의 현실만 보더라도 막히고 갑갑하여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없게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으로 여러분을 내어보내는 

본인의 심정은 실로 안타까운 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상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수한 과정을 통해 개척인으로서의 자질

을 키워 왔던 점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하되 가치는 실질에 두었고, 단련하되 목표는 실천에다 두었고, 바라보되 눈은 미래와 세계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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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바로 ‘개척자의 정신’을 상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렀던 경상대학교는 수년 전부터 “세계로 나가고(出), 세계로 서는(立)” 대학의 입지

를 부단히 다져 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정보화의 중심권에 놓이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해 오면서 세계 유수대학과의 학문적 교

류를 계속해 오는 가운데 어느새 성큼 세계 속으로 들어서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상대 캠퍼스에서 단련해온 개척인으로서의 자질은 답보나 정체가 아닌 도전과 

창조에 연결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인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뜻으로 세 가지를 당

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지향의 가치관을 지녀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동체 지향이라 함은 나혼자만 잘살면 그

만이라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힘을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출하는 에너지 안에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가치로 삼을 때 비로소 개척의 삽질은 방향을 잡

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계 지향의 시대관을 지녀 줄 것을 당부합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중앙도 없고 변방도 없는, 국

경도 경위도도 초월해 넘는 첨단 정보와 지식·기술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의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고 흐름에 적응하는 자만이 시대를 올바르게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를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이 개척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척인은 세계

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가 의지로 스며

들 수 있는 친근한 생활공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가 갈고 닦은 지식과 인격을 펼칠 실천적 현장입니다. 세계 지향은 그 실천적 현장을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의 지향의 인생관을 지녀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개척은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

는 의미를 지니므로 창의의 개념과는 동전 안팎처럼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첨단 정보와 지식의 시대일수록 창의력은 첨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외될 수 없는 화두가 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창의력에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활동도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정들었던 경상대학교 캠퍼스를 두고 떠나야 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개척의 상아탑’에 머물렀던 지난 과정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은 개척의 삽질소리와 그 땀방울로 새겨졌던 ‘꿈꾸는 행진’이라 여겨

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체 지향의 가치관과 세계 지향의 시대관, 그리고 창의 지향의 인생관으로 불규칙적으로 

부딪쳐 오는 현실의 파고를 단단히 헤쳐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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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30일

경상대학교  총장  조 병 진

 

 

학생기숙사 제6동 건립
 

우리 대학교는 학생 528명(남학생 288명, 여학생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학생기숙사 제6동

을 건립하여 2학기부터 운영한다. 이로 재학생 15,139명중 13%에 해당하는 1,971명이 기숙사를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건립된 학생기숙사는 연면적 9,990㎡에 여자 기숙사 11층 및 남자 기숙사 13층, 그리고 754명

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최신식 전용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총 공사비 92억9천3백만 원으로 2002

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8월 준공되었다.

기숙사6동은 경남지역 최초로 아파트형으로 건립되어 세대당 3실, 실당 2명으로 세대당 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화장실과 샤워실, 개인별 초고속 인터넷, 식당의 냉·난방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

었다. 또한 대형 세미나실, 독서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 협동심을 배양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차세대 지

도자로서의 소양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교는 2010년까지 재학생 40%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여 우수 학생을 유

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양적 확충과 병행하여 외국교류학생과의 공동생활을 통한 외국문화 체

험, 지방도시 소재 대학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그룹스터디 및 공동 토론회의 장 

확보로 사회지도자의 소양 함양을 지원하여 경남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

다.

최근에 실시된 각종 대학평가에서 국내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육성 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생명과학분야와 항공공학분야를 중점육성분야로 

지정하여 연구중심대학의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학원생 및 의과대학생을 위한 

전용기숙사 및 고시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와 진주시간의 관·학 협력 협정체결

 

우리 대학교와 진주시는 8월 28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조병진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정영석 시장 

및 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개발, 현안과제의 연구, 학술정보 교류, 관련시설의 공동활용과 도시개

발 도시경관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공동연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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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의 관·학 협력 협정체결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등 남부중심 도시발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최초 ITRC센터 지정
 

우리 대학교 IT용 에너지저장·변환기술연구센터(센터장: 김 기원, 재료공학부 교수)는 정보통신부의 

IT연구센터(ITRC)사업에 경남지역 최초로 선정되어 6년간 정보통신부 지원 27억 및 산업체 지원 등 

57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경남 최초로 선정된 IT연구센터는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에 적합한 가변형 박막전

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는 컴퓨터는 무릎이나 책상 위에 설치되는 현재의 컴퓨터와 

달리 안경, 헬멧, 옷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미래의 컴퓨터이다. 본 센터는 입는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휘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가벼운 전지를 개발하고

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우리 대학교의 IT용 에너지저장·변환기술연구센터를 비롯하여 KAIST, 광주과학기술연

구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10개 전국대학의 11개의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발표했

다. ITRC 육성·지원사업은 신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

개발을 지원, 창의적인 고급 정보기술(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통부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

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가 경남지역의 정보통신(IT)기술의 개발 분야에 거점연구센터

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남지역 연구개발의 지역혁신 구심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성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
 

우리 대학교 기성회(회장 하영철)는 8월 11일 본부 3층 상황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3학년도 

기성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전년보다 4,329,630천원 증액한 45,130,827천원

을 확정하였다.

이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에 4,237,000천원, 면학분위기조성 지원사업에 3,411,000

천원, 학생장학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비 8,314,000천원, 그 외 국고예산으로 부족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9,168,827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13명 중 자녀 졸업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이사 6명을 새로 선출하

였으며, 새 회장에 이풍일 이사(사천 자영고등학교 교장)를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박현상 이사를 선출

하는 등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풍일, 부회장 박현상, 이사 조병진, 박경제, 김남경,

Ä尸Æ 임명주,Ä兌묽• 조규수, 최원석, 허성근, 황양규, 김용선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29/229.htm (6 / 20)2009-12-29 오후 3:16:41



? 새소식

▶ 산업대학원 제6기 최고산업관리자과정 입학식
 

산업대학원(원장 심영재, 재료공학부 교수)은 9월 6일 공과대학 39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김재구 

외 41명의 제6기 최고산업관리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최고산업관리자과정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

해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97년에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산업사회의 주역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관

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기술보급, 산업관리능력 등을 배양키 위해 설치된 비 학

위과정이며, 제5기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역사회 기업을 운영하며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지속적으로 전개
 

우리 대학교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실의

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9월 20일, 23일 본부주관으로 통영 중앙동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

으며, 17일은 총학생회 주관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진주시 대곡면 일대에서 부서진 가옥수리, 가재

도구 정리 및 청소, 쓰러진 벼 세우기, 비닐하우스 세우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 19일 공무원직장

협의회 차원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하여 통영캠퍼스의 수해를 입은 직원 가족 돕기 봉사활동

을 전개하였다.

한편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단과대학 주관으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60여명의 학생들이 학과 및 전

공별로 13개팀을 나누어 진주시, 하동군, 창원시,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자

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은 비닐하우스 철거, 배·단감·밤 낙과 수확, 딸기모종 피해주 작업, 부서진 가

옥 수리,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 쓰러진 벼 세우기, 농노 및 강둑소실지역 복구 등의 활동으로 삶의 터

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 BK21지역대학육성사업단 「BK21 기술작품전시회」 15점 전시
 

우리나라 공학기술의 미래, 젊은 대학생들의 꿈과 도전인 ‘BK21 기술작품전시회’가 9월 18∼19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BK(Brain Korea)21 지역대학육성사업단 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

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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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발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문을 연 이번 전시회에

서는 전국 42개 대학(12개 주관대학, 29개 참여대학)이 참가해 그동안 학생들이 직접 설계·제작한 

‘창의적 기술과제’ 330점을 196개 부스에서 이틀 동안 선보였다. 경남지역 창의적 수송기계산업인

력양성사업단에서는 우리 대학교 15점, 인제대 7점 등 총 22점의 공학기술 작품이 전시되었다.

우리 대학교 BK21지역대학육성사업단에서 전시된 작품 및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다. 다목적 소형 

Autogyro 설계 및 제작(김동현 교수), 자동비행시스템을 장착한 무인항공기(김병수 교수), Fan-

wing aircraft 설계/제작(명노신 교수), 3차원 스캐너 시스템(안성훈 교수), 3축 동축반전 VTOL기 제

작(윤일중 교수), Explorer 2003(이건명 교수), 황토 벽돌 기계 제작(이석순 교수), 장애인용 전동식 

휠체어(조광제 교수), 재활용을 위한 소형 캔 압축기(박태조 교수), WEB기반 애완동물 관리 시스템

(안성훈 교수), 정량 토출 장치(이석순 교수), Flapping Wing 모형 항공기(조태환 교수), 자기 부상을 

이용한 액티브 진동 저감 테이블 개발(최진호 교수), 복합재료 구멍 가공용 전용 드릴 개발(최진호 교

수), Mini-baja car(pioneer #2)(송철기 교수) 등이다.

이번 심포지엄 전시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등인력양성을 목표로 1999년

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BK21 사업’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산학협동 강

화를 통한 지역특성화 대학 육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유니버시아드 대구대회 기념 학술대회’논문 발표
 

우리 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윤관 씨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영남대학

교에서 개최된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유니버시아드 대구대회) 기념 학술대회’에서 60대 노인대상

으로 복합운동을 지속적인 실시했을 때 심혈관의 위험인자들이 낮아진다는 운동의 효과를 강조하는 논

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윤관 대학원생은 「고령자들의 복합 훈련이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CRP) 농도 및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Combined Training 

on C-reactive protein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the older)」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

하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20개국 6백20여명의 대학

스포츠 관계자 및 과학자들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해외과학자 초청세미나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에서는 9월 19일 33동 소세미나실에서 Prof. Kiyotaka Okada

(Dept. of Botany, Kyoto Univ., Japan) 박사를 초청하여 Lateral organ-development and 

meristem activity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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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패키지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초청강연회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경량고강도발포금속연구실는 9월 19일 37동302호에서Ä瓦된행 교수(한양대학

교)를 초청하여 「전자패키지의 소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또 경량고강도발포금속연구소·첨단소재연구소는 9월 19일 37동 302호에서 박준식 교수(연세대학

교) 초청하여 A Recent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Coating Strategies for Mo alloys라

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조병진 총장 기독육아원 방문 금일봉 전달
 

조병진 총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9월 9일 진주시 평거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진주기독육

아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위문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민족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주위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해오

고 있다.

 

정년퇴임 교수
 

우리 대학교는 8월 29일 총장실에서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하는 교원들의 훈·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년퇴임한 교원으로는 주은선 교수(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공영립 교수(사범대학 윤리교

육과), 김영호 교수(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등이며, 주은선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공영립 교수는 옥

조근정훈장을, 김영호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주은선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주은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서 공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주은선 교수는 1981년부터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장, 생산기술연구소장, 공

과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학양성을 위한 강의와 우리나라 공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

여 대학행정 및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특히 기계공학,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초음파를 응용

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11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산업분야의 초음파 응용을 적용 및 체계

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공영립 교수(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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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립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문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

공영립 교수는 1983년부터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장, 통일문제연구소장, 남

명학연구소장, 도서관 고서전문위원, 정년보장제 심사위원 등의 학내 보직을 맡아 각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 2종 도서 심사위원, 외무고등고시 출제 및 심사위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경상남도 

추진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동양학술 및 윤리교육에 힘써 왔고, 수십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간하였으

며,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해왔다.

 

• 김영호 교수(독어독문학과)

김영호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독일문학석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

김영호 교수는 우리 대학교에 1980년부터 재직하면서 독어독문학과장, 인문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헌신적인 학생지도를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 취업지도에 전념하였고, 특

히 인문학의 발전 및 대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경상남도, 경북 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독일어 

담당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엘리트 인재 선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보 직 교 수  인 사
 

• 교무처장 김봉곤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김봉곤 교수는 영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이학사, 동 대학원 무기화학 이학석사, 무기 및 분석화

학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3년부터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과학교육부장, 과학교육연

구소장, 학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전태영 - 경영대학 경영학부

전태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6년부터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사회과학대학 교무과장, 기획연구실 기획부실장, 경영대학 경

영학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  규  임  용  교  수
 

•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 조교수   김 재 연

상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농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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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XI대학교 생물학과 이학박사

㈜새한 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촉연구원, 

영국 Warwick대학(Post-Doc.), 

미국 Cold Spring Harbor Lab(Post-Doc.)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임강사   고 필 옥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수의학석·박사

경상대학교 부설 동물의학연구소 연수연구원, 

미국메릴랜드대학(Post-Doc.),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학 전임강사

 

•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이 재 흔

대전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석·박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김수업 교수 대구가톨릭대 총장 부임
 

김수업 교수(국어교육과)가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임기 4년)으로 초빙되어 9월 1

일자로 부임하였다.

김수업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3년부터 28년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범대학 교무과장, 도서관장, 교수회장 등을 맡아 경상대학

교의 학칙을 새로이 만드는 등 경상대학교를 전국 어느 대학보다 의사 결정이 가장 민주화된 대학으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국어교육연구 단체인 ‘모국어교육학회’를 조직해 5년 동안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삼광문화재단 이

사장을 맡아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지역축제 행사를 기획·주도하여 올해까지 6회를 거듭하면서 전통

문화예술 축전으로 발전시켰다. 또 경남 서부지역 국어국문학자들이 주축이 된 배달말학회의 회장을 

맡아 전국 규모의 학회로 육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배달말학회 학술지가 지난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국내 학술지 평가에서 국제학술지 수준에 준한 A등급 학술지로 인정받게 했다. 우리말 살리는 겨

레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평소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달라 학문용어도 우리말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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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실천하고 있다.

지은 책은 『배달문학의 길잡이』(1978), 『국어교육의 원리』(1989), 『배달문학의 갈래와 흐름』

(1992), 『논개』(2001), 『배달말꽃』(2002) 등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952년 재단법인 대구교구 가톨릭유지재단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2년제 효성

여자초급대학으로 설립했다. 1953년 4년제 효성여자대학으로 승격하고, 1980년 종합대학으로 개편

하였으며, 1984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94년 효성여자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통합되었

고, 2000년 5월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김성재 교수 새 적조방제기술 개발 
 

적조방제시 해수에 포함된 영양염류의 흡착제거 효율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이고 저서생태계의 파

괴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적조방제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과학대학 김성재 교수(해양환경공학과)는 ‘적조방제용으로 황토와 소성굴패각분말(IOSP·굴패

각을 태운 것)의 혼합물을 사용하면 황토만 살포 때에 비해 10배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소성굴패각 분말이 해수와 접촉하면서 해수중에 있는 마그네슘과 결합, 양(+)전기를 띤 수

산화마그네슘의 응집물층을 형성해 음(-)전기를 띠고 있는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과 황토입자를 빠

르게 흡착, 결합시켜 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IOSP와 황토분말 용액을 고압분사기로 살포할 경우 황토와 적조생물의 응집반응을 급속하게 진

행시켜 황토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적조생물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장점도 있다. 

 

류충호 교수팀 악취를 없앤 양파주 개발 
 

류충호 교수팀과 산청군내 한 업체가 양파 숙성과정에서 나는 악취를 없앤 양파주를 개발해 다음달부

터 시판할 계획이다.

산청군 생초면 월곡에 있는 산지식품(대표 최영철)은 지난 3년간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생물공학연구

실 류충호 교수와 경남도농업기술원 양파시험장과 공동연구 결과, 기존양파주에서 나는 악취제거에 성

공했다고 밝혔다.

양파주는 지난 2001년부터 주류제조업체와 대학연구소 등에서 개발했으나,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특유의 심한 악취를 없애는 방법은 개발하지 못해 그동안 제품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 업체는 양파 절단·파쇄-당 첨가(25%)-살균-주모액(양파착즙＋설탕(10%)＋액체배지 10% 접종

한 뒤 섭씨 25도에서 2-3일 배양한 액) 5% 접종-발효(9-13일) 순서로 양파주를 제조하는데, 이 과

정에 냄새를 없애는 기술을 가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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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주는 생리활성물질인 퀘르세틴이 ℓ당 222.3㎎이 함유되어 있으며, 퀘르세틴은 강한 살균효과와 

콜레스테롤 분해능력에 의해 노화를 방지하고 고혈암, 당뇨병, 심장병,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석경호 교수팀 한약재서 신경보호물질 확인
 

황금추출물인 wogonin(우고닌)이 퇴행성뇌질환시에 나타나는 신경조직손상에서 강력한 신경보호 효

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의과대학 석경호 교수(해부학교실) 팀에 의해 입증됐다. 진형과(Labiatae, 꿀

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추출물에서 분리된 플라보노

이드 계열의 화합물 중의 하나인 wogonin은 그 동안 다양한 세포에서 항염증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석경호 교수의 연구로 wogonin이 뇌의 염증에 관여하는 미세아교세포에 작용하

여 염증반응의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서 강력한 신경보호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미세뇌교세포에 의해 주도되는 뇌염증반응이 퇴행성신경질환의 발병과정

에서 주요한 병리기전으로 작용함을 증명함과 아울러 이러한 미세뇌교세포의 활성화와 뇌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기전을 입증함으로서 wogonin이 향후 퇴행성신경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뇌의 미세아교세포 배양과 허혈 및 간질 동물모델 실험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석경호 교수팀

은 이 결과를 미국 생물학회연합회의 학회지이자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지인 ‘파세브 저널(FASEB 

Journal)’ 2003년 8월호에 ‘Flavonoid wogonin from medicinal herb is neuroprotective by 

inhibiting inflammatory activation of microglia’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석경호 교수는 지난 2001-2003년에도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및 바이칼레인(baicalein)에 

의한 뇌염증반응 조절 효과 등을 입증하여 관련 분야의 권위지인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Journal of Pharmacology and Experimental Therapeutics 등에 보고한 바 있다.

 

조광제 교수 중기청 국민공모 우수상
 

조광제 교수(기계항공공학부)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공모에서 우수

상을 수상하였다.

조광제 교수는 제안서에서 “기술혁신 개발 전략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가 요구하는 기술을 파악해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기술개발 예산에서 새 기

술 개발보다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교수는 “기술개발 사업 평가에 기존 교수와 연구원뿐만 아니라 기업 퇴직 인력 등 다양

한 평가인력을 확보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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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모범단체상 수상
 

우리 대학교 교직원 동호회인 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 회원들은 지난 8월 31일 충남 금산에서 개최된 

제23회 금산인삼축제 겸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모범단체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회장 구청회)은 우리 대학의 홍보를 위해 전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참

가하여 대학홍보유니폼을 입고 종목별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대학의 명

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여 1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하였다.

경상대학교마라톤클럽은 2003년 4월 22일 53명의 회원으로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마라톤정보 공유, 

공동훈련, 단체경기 참가, 마라톤을 통한 대학홍보 등의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70여명의 회원

이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마라톤 열기에 부응하고 있다.

 

 

총학생회장·부회장 출신 동문 모임 결성

개척사자회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강인섭 동문선출

 

총학생회 회장단 출신들의 동문 모임인 ‘개척사자회'가 지난 8월 23일 동문회관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임기 2년의 초대회장에 강인섭(69년 회장 이하 괄호 안 숫자는 학생회장 년

도)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강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선후배간의 결속과 친목을 강화하여 경상대학교가 경남발전의 주체가 되도

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강갑중(75년)동문은 취지문을 통해 “학창시절 우리에겐 피끓는 청춘이 있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

는 개척인의 기상을 떨쳤다"며 “개인적인 성향이나 노선의 차이를 떠나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

전에 앞장서는 선도자가 되자"고 말했다.

홍성국(79 부회장)동문의 경과보고, 강인섭 회장 선출에 이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

에 기여함'을 골자로 하는 개척사자회 회칙을 통과하고, 앞으로 참여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결속력을 강

화하여 기금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선임된 부회장단과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부회장 오태룡(울산.72년), 이전희(김해.77), 동양수(서울.79), 남명우(하동.80), 감사 정상철(81), 

정두생(95), 사무국장 홍성국(79), 사무차장 한삼협(97)

 

무천무용단 부산문화회관 정기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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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졸업생들이 지역의 춤 발전을 위해 창단한 무천(舞天)무용단

이 8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천·지·인(天·地·人)’‘순환생(循環生)’‘푸른 뱀’등 세 작품이 선보였는데, 특

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푸른 뱀’은 무천무용단 총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 김미숙 교수(민

속무용학과)가 안무를, 동아대 박철홍 교수가 음악을 담당하였다. 

신환희 안무의 ‘천·지·인'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자연, 특히 대지를 몸짓으로 형상화했

고, 서준영 안무의 ‘순환생'은 여인들의 삶과 소중한 꿈을 삭이는 인고의 세월을 춤으로 표현했다. 또 

김미숙 안무의 ‘푸른 뱀'은 뱀의 불사정신에서 나타나는 신화적 의미와 칼춤에서 칼이 지닌 무구의 신

성한 제의적 의미를 연결시켜 춤으로 풀어냈다. 

한편 무천무용단은 지난 2001년 10월 창단 이후, 제1회 거창무용제 찬조출연, 전통춤 공연, 내일을 여

는 춤 기획공연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문정호 동문 어패류 가공기술 특허 
 

사천시청 공무원인 문정호 동문(해양수산담당관실 생산지원담당)이 어민들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어패류 가공기술 특허를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정호 동문은 지난 2000년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특허를 출원했던 「2단계 효소분해법을 적용한 어

패류 풍미소재 및 그 제조 방법」이 최근 특허청 본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어패류의 정미성분과 풍미소재(조미료)를 추출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효소를 이용해 2단계로 육조직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는 기존의 열처리방식(자숙)이나 1단계 효소분

해법으로 제조할 때보다 엑기스 추출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문정호 동문은 “평소 사천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많은 양의 어패류를 고부가가치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이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지역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

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현경 동문 KBS 일일드라마 가제 '행복' 집필중
 

불어불분학과 최현경 동문(80학번)이 매일저녁 8시 2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KBS 일일드라마 현 

노란손수건 후속드라마(가제 ‘행복')를 집필중이며, 10월 6일 첫 방송이 될 예정이다. 

최현경 동문은 우리 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연극영화학 석

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한국 방송작가협회 부설 방송작가 교육원 1, 2, 3기를 수료하였다.

1989년 ‘미로일기'로 방송작가 교육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였으며, 2001년 

‘KBS 일일 드라마 :우리가 남인가요?'로 작가상 및 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http://nongae.gsnu.ac.kr/~plan/newspaper/229/229.htm (15 / 20)2009-12-29 오후 3:16:41



? 새소식

대표작으로 KBS 드라마게임 미로일기, KBS 미니시리즈 레테의 연가, SBS 금잔화, SBS 월화드라마 

바람의 노래, KBS 우리가 남인가요, KBS 주말드라마 사랑하세요 등으로 KBS, SBS 드라마 작가로 활

동하고 있다.

10월 6일 첫 방송되는 ‘행복’(가제·극본 최현경·연출 문보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유진 역으로 

윤해영이 캐스팅되었다. 그녀는 극중에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도회적인 여성으로 부유하고 개방적

인 부모 밑에서 자라 당당하고 거침이 없는 현대적 여성 캐릭터로 등장한다. 윤해영의 극중 상대역은 

‘사랑은 이런거야’에서도 부부로 연기호흡을 맞춘 바 있는 탤런트 이창훈이다.

한편 ‘행복’에는 윤해영 이창훈 외에도 김승우 안재환 양정아 등이 출연한다.

 

 

 

교수초빙 공고
 

초빙분야 및 인원(46명)

사회복지방법론, 환경지질학, 나노화학(물리화학), 미생물유전체학, 분자미생물학, 면역학, 식물분자생

물학, Data Mining(데이터마이닝)학, 경영정보시스템(MIS), 무역실무, 도시설계, 철골구조설계, 친환

경건축설계(생태건축), 생물화학공학, 디지털시스템설계, 아날로그IC설계,  Embedded System, 생산

공학(MEMS포함), 정밀가공학, 열유체공학, 식품생물공정공학,응용윤리교육학, 희곡론, 기초법, 역사

교육, 자연지리, 물리화학, 가정관리학, 수의조직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독성학, 수의방사선학, 해부학, 

혈액종양학, 심장학, 외과학(일반외과학), 피부과학, 정형외과학(고관절외과학), 신경외과학, 신경계방

사선과학, 비뇨생식기계방사선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응급의학, 수산생물질병학, 수공학, 어업학 각1

명.

 

® 임용예정시기 : 2004학년도 1학기

 

? 세부공고내용 게시

지원자격, 제출서류, 지원기간 등 세부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함.

 

경상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gsnu.ac.kr  「교수초빙정보」 사이트 참조

 

? 교수초빙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일자 : 2003. 8. 27(수)

 

? 문 의 처 : 교무처 교무과

  전 화 : (055)751-5014,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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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우편번호 : 660-701)

 

교   원   인   사
 

보 직

사범대학 과학교육과(화학전공) 교수 김봉곤 → 교무처장(9.1)

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교수 전태영 →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장봉규 → 경영대학 교학위원회부위원장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박구부 →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장, 대학원 동물자원학과(학연산

과정)주임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임산공학전공 부교수 변희섭 →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연습림장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박진환 → 대학원 국민윤리학과장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김민기 →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장 직무대리

인문대학 러시아학과 부교수 홍상우 → 대학원 러시아학과장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명순 → 대학원 불어불문학과장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헌철 →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장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교수 배종순 → 대학원 토목공학과장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조규태 → 부속 교육연구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임산공학전공 교수 박종열 →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 조성환 →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도시공학전공 교수 김경환 → 부속 환경및지역발전연구소장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일어전공 교수 임중빈 → 대학원 일본학과(학과간협동과정) 주임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김주현 →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장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심상인→ 대학원 농업생명자원학과(학연산과정)주임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교수 추호렬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장기철 → 부속 건강과학연구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응용생물환경학전공) 교수 김희규 → 부속 생명과학연구소장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조명제 → 부속 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의원면직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김수업(9.1)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전공 조교수 안성훈

 

정년퇴직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 서병열(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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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감 박금산 → 경상남도 교육청(9.1)

 

전입

진주봉원중학교 교장 김창헌 →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9.1)

경호중학교 교감 민인식 →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감

곤양중학교 교사 황흔귀 →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신규임용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조교 류미화(9.15)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공학) 조교 박지숙

 

 

일 반 직  인 사
 

전 입

국립특수교육원 교육행정주사 이희우 → 교육행정사무관, 경상대학교(9.8)

창원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이상집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

 

전 출

경상대학교 교육행정사무관 하장룡 서기관(복) → 창원대학교(9.8) 

 

전 보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장 교육행정사무관 김장환 → 학생처 장학복지과장(9.8)

 

승 진

사무국 총무과 기능9급(운전원) 김영도 → 기능8급(운전원)(9.1)

사무국 총무과 기능9급(운전원) 조영국 → 기능8급(운전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기능9급(운전원) 박환성 → 기능8급(운전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운전원) 서윤언 → 기능8급(운전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기능9급(건축원) 박기홍 → 기능8급(건축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건축원) 이중옥 → 기능8급(건축원)

사무국 시설과 기능9급(통신원) 김유생 → 기능8급(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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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교환원) 김말남 → 기능8급(교환원)

해양과학대학 학생기숙사 분사 기능9급(난방원) 장대수 → 기능8급(난방원)

해양과학대학 실습선및실습선운영관리센터 기능9급(기관원) 김용환 → 기능8급(기관원)

해양과학대학 실습선및실습선운영관리센터 기능9급(기관원) 최병기 → 기능8급(기관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기능9급(농림원) 류용곤 → 기능8급(농림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기능9급(농림원) 박영식 → 기능8급(농림원)

경상대학교 기능9급(위생원) 류제환  → 기능8급(위생원)

학생기숙사 기능9급(방호원) 강성희 → 기능8급(방호원)

교무처 교무과 기능9급(사무원) 김태규 → 기능8급(사무원)

교무처 학사관리과 기능9급(사무원) 김민회 → 기능8급(사무원)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하중규 → 기능8급(사무원)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이병익 → 기능8급(사무원)

공과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신철흥 → 기능8급(사무원)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김인준 → 기능8급(사무원)

공과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강도술 → 기능8급(사무원)

사무국 총무과 기능9급(사무원) 정홍렬 → 기능8급(사무원)

학생처 장학복지과 기능9급(사무원) 안정원 → 기능8급(사무원)

의과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성홍주 → 기능8급(사무원)

학생처 학생지원과 기능9급(사무원) 박원일 → 기능8급(사무원)

사무국 경리과 기능9급(사무원) 유병환 → 기능8급(사무원)

사무국 총무과 기능9급(사무원) 홍형표 → 기능8급(사무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기능9급(사무원) 김효건 → 기능8급(사무원)

정보교육원 기능9급(사무원) 이두규 → 기능8급(사무원)

박물관 기능9급(사무원) 곽병휘 → 기능8급(사무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김은아 → 기능8급(사무원)

경상대학교 기능9급(사무원) 문갑술 → 기능8급(사무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남경화 → 기능8급(사무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기능9급(사무원) 임송유 → 기능8급(사무원)

사무국 시설과 기능9급(사무원) 강점길 → 기능8급(사무원)

경상대학교 기능9급(사무원) 곽병철 → 기능8급(사무원)

사범대학 행정실 기능9급(사무원) 안영희  → 기능8급(사무원)

 

경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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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사범대학 문병태 학장(외국어교육과) 장녀 결혼(9.27)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최대환 교수 장남 결혼(9.27)

의과대학 간호학과 김은심 교수 장녀 결혼(9.20)

 

조 사

공과대학 심영재 학장(재료공학부) 모친 별세(8.19)

기획연구처 기획과 이은영 선생 시부 별세(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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