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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여건 개선, 행정시스템 선진화, 강의수준 향상,

졸업생 브랜드화 등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왔고, 특

히 조무제 총장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혁신사례를 챙기기도 했다. 

우리 대학교의 여러 가지 혁신 사례 중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계화교육 △정

보화교육 △질서교육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ERP기반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

축 △공간비용채산제 도입 △복수박사학위제 운 △절대정숙구역 지정 △신규교

수 연구기반 조성 지원 △전공별 트랙제 교육과정 개발 △전산관련 문의창구 일원

화 서비스 등이다. 

우리 대학교의 혁신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교수·학생 등 사용주체별로 공간사용

기본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이상 공간사용시 사용료를 부과하는‘공간비용채산제’를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2005년‘경상대학교 공간관리규정’을 제정 완료했고 2006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한 공간비용채산제는 대학 내

의 만성적인 공간부족 현상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시에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배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 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대학시설공간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에 선정돼 5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

난해 11월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2006년 대학혁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 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 기획처는 지난해 대학 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시행하여 우수 아이디어 발표자를 시상하는 등 대

학 전체적으로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국립대학 혁신추진시, 혁신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타 대학의 혁신수준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

대·강원대·경북대·부경대 등 일반대가 선도하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과 혁신을 확산하고, 대학 유형별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혁신커뮤

니티를 형성, 제도개발 및 공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혁신진단 결과를 반 한 혁신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기본사업비를 차등 배정함으로써 혁신 선도대학을 육성하되, 혁신수준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

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5개 국립대학 중 혁신수준 가장 높다
- 총장의 혁신의지, 세계화교육, 공간비용채산제, 정보화 전략 등 높게 평가

우리 대학교는 최근 3년간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기초의과학연구

센터(MRC), 중점연구소사업,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2단계 두뇌한국BK21, BNIT R&D 산학협력센터,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GMBT)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거의 대부분을 유치함으로써 2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조무제 총장 취임 3주년을 맞아 2003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12월까지 3년간 주요업무 보고자

료집을 발간하면서 집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곧 그 대학 연구 경쟁

력의 지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막대한 국고지원금은 우리 대학교가 경남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국가핵심연구센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총 2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교는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EB-NCRC)를 2004월 4월 개소해 환경오염 문제를 생명과학으로 해

결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서 우리 대학교는 시행 첫해인 2004년부터 첨단기계산업 기술혁신인력양

성사업단(대형·주관대학)이 연간 42억원씩 5년간 지원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Smart부품·소재 인력양

성사업단(중형·주관대학)이 연간 25억원씩 5년간 지원받고 있다. 중국비즈니스인력양성사업단(소형·협

력대학)도 연간 1억원씩 5년간 지원받고 있다. 

이어 2005년부터는 경남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양성사업단(대형·주관대학)이 연간 42억5000만원씩

4년간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남제조IT혁신전문인력양성사업단(중형·협력대학)이 연간 6억원씩 4년간 지원을 받고 있다. 누리사업을 통해서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634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또 2006년 4월 개소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는 연간 10억원씩 9년간 총 9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서도 통 명품 진주산업육

성사업과 진주실크산업진흥혁신 인프라구축사업이 각각 연간 12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받고 있고, 지역연구클러스터사업에서도 고성능소재부품기

술개발사업단과 최고품질 전원공급 시스템 부품소재 및 제어기술사업단도 각 6억 4100만원과 3억 90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았다. 

우리 대학교는 2006년 4월 발표된 2단계 BK21사업에서 8개 사업단(팀)이 선정돼 총 38억 4800만원의 국고를 7년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경남·

울산·제주 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단과 금액으로 기록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매칭펀드(대응자금)도 연 14억 8400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00억원과 가좌캠퍼스의 BNIT R&D 산학협력센터 건립비 19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교

육·연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는 해양생물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수산업 발전에 중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NIT R&D 산학

협력센터는 대학특성화를 위한 BT, NT, IT 등 하이테크 분야의 연구시설 통합 및 확충을 통한 산학협력분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는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해마다 5억-7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건강과학연구

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6억 9000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교는 대학 e-Learning 지원센터(7억 9000만원), 지식정보 생성 및

유통시스템 지원사업(2억원), 대학도서관 DB사업 지원사업(14억 2500만원), 학교기업

지원사업(7억 9000만원), 과학 재교육원(8억 6000만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7억원),

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6억 2000만원), 경남도립암센터(100억원), 국가지정연구실

(NRL)사업(5억 7000만원),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9억104만원) 등을 유치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들 국고지원금은 연구·교육시설 확충,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우수 교수 충

원을 비롯해 학부·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국책사업 유치실적
NCRC·NURI·MRC·RIS·BK21·BNIT·GMBT 등 총 20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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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양학분야 연구비 전국 1위
89억8600여만원으로 서울대 제쳐

NCRC

NURI

MRC

BK21

BNIT R&D
산학협력센터 건립

GMBT

사 업 기 간 지원예산

210억원

634억원

90억원

269억 3,600만원

197억원

100억원

7년간

5년간

9년간

7년간

우리 대학교가 전국 45개 국립대학 중 혁신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1일 전국 45개 국립대학

을 대상으로 실시한‘2006년도 국립대학 혁신수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교는 강원대·경북대·부경대 등과 함께 혁신활동의 제도

화 단계인‘혁신확산기’(4단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무제 총장 취임 3주년 보고자료집서 밝혀…연구중심 거점 국립대학 밑거름

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으로 전국적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지방대학으로서 유일하게 학문

분야별 연구비 수주액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2005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구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것이며, 216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했다. 

분석결과 우리 대학교 농수해양학 분야의 연구비 수주실적이 89억 8649만 8000원으로 전남대(84억여원), 서울

대(61억여원), 강원대(59억여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방대학으로서 학문분야별 연구비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학은 우리 대학교가 유일하다. 전남대가 사회과학과

농수해양학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는데 만족해야 했을 뿐 나머지는 서울지역 대학들이 상위 대학을‘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대학교의 이같은 실적은 단연 돋보이고 있다. 

논문발표 등 연구비 지원에 따른 성과가 통상 최소 1년에서 2~3년 이후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연구성과가 향후에는 더욱 눈에 띄게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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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해 노력중인 우리 대학교가 법학 분야에서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폴세잔 액스 마르세이유Ⅲ대학교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5

월에는 양교간 교류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이다.

법과대학(학장 김종회) 전훈 교수는 최근‘2006-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

과제’수행을 위해 프랑스 남부에 소재한 폴세잔 액스 마르세이유Ⅲ대학교 소속 행정연구

소(CRA)를 방문하여 이 대학교 대학원장이자 CRA소장인 장 마리 퐁티에(Jean-Marie

Pontier) 교수를 만나 양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폴세잔 대학교는 프랑스 최고 명문 법과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장 마리 퐁티에 교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분야 프랑스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 마리 퐁티에 교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知韓派 중진 공법학자로서, 지

난해 11월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프랑스에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이날 장 마리 퐁티에 교수는 우리 대학교와 폴세잔 대학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3일경 조무제 총장이 폴세잔 대학교를

방문하여 공식 협정체결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또 폴세잔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간에도 정보교류와 공동 학술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

정이다.

협정서에서 양 대학은 ▲교수간 방문·연구·교육에 관한 교류 ▲교수 및 연구프로그램 정보 교환 ▲공통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팀 구성 ▲단기

과정 학생교류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교수자료, 논문, 학과·대학 간행물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노력중인 우리 대학교 법과대학은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올해 주요 사업으로 프랑스 최

고 명문 법과대학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대생들도 유럽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법과대학은 재학생 29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실무 체험 학습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의 인사말과 법원 소개를 받은 후 민사합의재판과 형사단독재판을 방청했고, 법원안내 비디오

시청 및 법원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프로그램은 민사소송실무(담당교수 김기진)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과 현장 실무에서의 법 적용을 직접 체험·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 법과대학은 11월 29일 LG개척관내 계림실에서 사법시험반 계림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2학기‘사법시험 모의고사’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임홍주, 강 우, 박대웅, 조성제 등 4명의 학생이 성적우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법학 분야 프랑스 최고명문’폴세잔 액스마르세이유Ⅲ대학교와 교류협력 강화

조무제 총장 5월초 직접 프랑스 방문예정…법과대학·법학연구소도 MOU 체결

“우리 대학교 법대생, 프랑스 최고명문 법과대학 유학 길 열린다”

공과대학 황욱렬(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대학 공동연구팀은 11월 28일‘매크로몰레

큘즈’(Macromolecules)에 발표한 논문에서“가공공정에서 미세입자가 고분자의 분자배향을 특정한 방향

으로 증진시켜 고분자의 결정이 이 방향으로 성장하는 원리”를 규명하 다고 밝혔다. ‘매크로몰레큘즈’는

향력지수(IF) 4.08로서 고분자분야의 최고 권위지이다. 

이번 황욱렬 교수의 연구는 대용량 직접수치해석이라는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입자와 고분자유체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고 미세입자의 효과에 의해 고분자의 배향이 크게 바뀌고 이를 통해 고분자의 결정성장에 직

접적인 향을 주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황욱렬 교수는 직접수치해석이라는 계산방법을 통해 입자와 유체의 상호작용 및 유체와 유체의 상호작용

을 연구하여 현탁액, 에멀젼 등의 복잡한 물질의 물성을 예측하는 연구 등을 수행중이며, ‘유체의 물리’,

‘전산물리의 저널’, ‘비뉴턴유체역학의 저널’등 세계적 권위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황욱렬 교수‘미세입자를 이용한 플라스틱 재료의 결정성장 조절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의 원리’규명

우리 대학교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국내 대학 지식재산 보유 순위에서 실용신안등록 부문

에서 전국 대학 중 2위를 기록했다. 또 디자인·의장 등록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분

석한‘2005 대학산학협력백서’(2006년도판)를 발간했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지원

한 이 백서는 대학은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

의회 소속 산학협력 전문가 등 총 13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백서에서 우리 대학교는 지식재산 보유 순위 중‘실용신안등록’부문에서 31건을 기록해 대구대에 이어

전체 국내 대학 중 2위를 기록했다. 또‘디자인·의장등록’부문에서는 10건으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 대학교는 또 지식재산 보유 순위 중‘국내특허등록’부문에서는 128건을 기록해 지방 국립대 중 충

남대의 206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는 12위이다. 

연도별 국내특허등록 건수 순위를 보면 우리 대학교는 2003년 28건, 2004년 34건, 2005년 47건 등으

로 조사대상 기간 중 2003, 2004년은 지방 국립대 중 1위를, 2005년에는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순

위는 3년 연속 10위이다.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순위에서 우리 대학교는 2003년 6700만원으로 지방 국립대 중 1위(전체 순위

10위), 2005년 8000만원으로 강원대·충남대에 이어 지방 국립대 중 3위(전체 순위 15위)를 각각 기록

했다. 

또 우리 대학교는 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순위에서 2003년 3400만원으로 지방

국립대 중 2위를 기록한데 이어 2004년에는 6100만원으로 1위, 종합순위 2위를 기록하

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로 대학별 연구생산

성을 산출한‘회수율’에서도 2003년 0.331로 평균 0.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2005년에

는 0.301로 평균(0.311)치 수준을 보 다. 

대학지식재산 보유순위에서 실용신안등록 2위, 디자인·의장 4위
국내특허등록 12위 등 지식재산 보유 상위그룹 차지

GNU POWER 06+07경상의 힘GNU POWER

실용신안등록

디자인·의장등록

국내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부 문 순 위

전국 2위

전국 4위

지방 국립대 중 2위

3년연속 10위

종합 2위



사천대학 안세경 국제교류처장, 이용군 입학처장, 왕건민 해외교육부 부학장 등 3

명은 1월 8일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강대성 교무처장 등 우리 대학교측과 복

수학사학위제(2+2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우리 대학교는 오는 3월부터 사천대학 민속무용학과 학생 10명을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에 유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에는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학

생 5명 정도를 중국 사천대학에 유학 보낼 예정이다. 

이들 유학생들은 2년간 상대 학교에서 일정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면 양 대학에서

복수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우리 대학교는 이미 지난 2002년 7월 양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우리 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

수가 사천대학을 방문하여 민속무용학과의 복수학위제에 대해 협의를 했었다.

중국 사천대학은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1896년 사천중서학당으로 시작하 으며, 2004년 중국대학 종합평가에서 10

위를 기록했다. 학생 5만 2000여명, 교수 3300여명으로 30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조무제 총장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중국 호북성 무한시 화중과기대

학, 산동성 제남시 산동대학, 하북성 천진시 천진공업대학 등 3개 대학을 각각

방문하여 학생·교수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무제 총장은 천진공업대학을 방문하여 장굉위(張宏偉) 총장, 양길체

부총장, 강아명(姜亞明) 국제교류처장 등을 만나“경상대에 대학원생을 파견할

경우 등록금 일부를 면제해 주고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

개하고 특히“기계항공, 나노재료 분야 등은 BK사업단으로 선정돼 장학금 지원

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조무제 총장 일행이 두 번째로 방문한 화중과기대학은 1953년 개교한 중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고등학부 중 하나로서‘211공정’의 중점 건설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중국내 대학종합평가에서

7위에 오른 대학이다. 화중과기대학에서 조무제 총장은 류위(劉僞) 부총장, 조흔(趙欣) 교무부처장 등을 만나 학생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

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대학은 산동대학이다. 중국대학 순위 15위에 해당하는 산동대학은 2002년부터 우리 대학교와 교류를 해오고 있다. 그

동안 학생 76명을 파견하고 118명을 유치할 정도로 양 교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조무제 총장은 산동대학 전도(展濤) 총

장, 유 파(劉永波) 국제교류처장으로부터“산동대학 교환학생 파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양

대학은 교환학생이 전공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무제 총장은 천진공업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파견중인 학생 6명과 만찬을 함께했으며 산동대학에서도 교환학생 9명과 면담을 하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유학생활과 귀국 이후의 생활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무제 총장 중국 화중과기대·산동대·천진공업대학 방문
교류협력 강화키로

올 3월 사천대 학생 10명 유치…“양국 민속무용 교류·발전에 기여할 것”

중국 사천대학 민속무용학과와 복수학사학위 학생교류

의과대학(학장 이상호)은 1월 9-10일 이틀간 실시하고 19일 발표한 제71회 의사

국가고시에서 국·공립대 중 최고 수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

시한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우리 대학교는 응시자 84명 중 78명이

합격해 92.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735명이 응시하여 3305명이 합격해 88.5%의 합격률을 기

록했는데,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의 합격률은 전국평균보다 4.4% 포인트 높은 것

으로 기록됐다. 

우리 대학교의 이같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전국 국·공립대 의대 중 최고수준

의 합격률로 알려지고 있어‘명문의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다른 국립의대들이 4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로 23년밖에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여

서 이같은 합격률이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은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학생

들의 의욕이 이뤄낸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과대학은 연간 6회에 걸쳐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과목별 임상교수 1명당 학생 4-5명을 배정하여 1대 1 스터디그룹을 운

하고 있으며 학생 전원 1인 1석 지정도서실 제도를 운 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전국 국·공립대 중 최고 수준
92.9%로 전국평균 88.5%보다 크게 웃돌아…교수-학생 스터디그룹 운 등 효과

08+09

응시생 42명 모두 합격…우수 수의사 배출의 산실 전국에 이름 떨쳤다

수의사국가고시 4년연속 100% 합격

수의과대학(학장 김종수)은 1월 12일 실시하고 24일 합격자를 발표한 제51회

수의사 국가고시에서 올해 응시자 42명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과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이후 올해로 4년 연속

100% 합격이다. 

올해 수의사 국가고시에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549명(졸업생 16명 포함)

이 응시해 평균 95.8%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째 100% 합격

해온 우리 대학교는 졸업생(재수생)이 없이 재학생만 42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한

것이다. 

수의과대학은 수의사 국가고시 수험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의과대학 내 도서

관에 4학년 학생 1인 1석제를 운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수의과대학은 지난 2005년 8월, 국제 전염병이 잦아 수의학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왕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수의학의

국제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수의사 국가고시에서 수년째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05년 10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국 수의과대학 평가에서 교육여

건·학생당 실습비 부문 전국 3위, 교육과정 4위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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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누리사업단인‘경남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규 )은 BT분야

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지역 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

으로 생명공학 또는 바이오관련 실험을 대학실험실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참여랩 프로그

램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운 했다. 

참여랩은 인체의 당뇨병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세포생물학연구실의‘동물 세포

를 이용한 당뇨병 발병 기작 연구’, 사람의 두뇌는 어떻게 이뤄져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를 알아보는 신경생물학연구실의‘뇌란 무엇인가’, 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 식물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를 알아보는 전작연구실의‘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체 내부물질 변화’등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했을 주제들로 이뤄졌다. 

고등학생들은 평소 고등학교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과학적 지식들을 실험을

통해, 또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배움으로써 바이오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과장 이광국)는 1월 19-20일 제7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를 개최

했다. 

이번 이야기대회 한빛상에는 정한결(문경중) 군과 조혜연(정화여고) 양이 각각 중·고등학생부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40만원을 받았다. 으뜸상에는 박경원(운림중) 군과 김준

(진주고) 군이 차지해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상과 총장상을 각각 받았다. 한빛상 수상자들은 우

리 대학교 국어교육과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버금상=박민지(중리중),이겨레( 암중), 임수정(보령대천여고), 윤정우( 남공업고) 
▲잘한상=김해정(가야여중), 홍승희(한라중), 박소담(가야여중), 양원실(중문상업고), 박미림(상당고), 김미정(충주중앙여고)
▲특별상(한겨레신문사 사장상)=이겨레, 양원실 ▲지도교사상=권미경(문경중), 박선혜(정화여고) 

종합인력개발센터(센터장 김흥길)는 12월 5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

실에서 취업면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면접경연대회는

‘모의 면접’뿐만 아니라 업종별·기업별 면접 실무교육을 겸했으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현장에서 채용하게 돼 학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LG전자 인사부 권순일 인사차장과 우리 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팀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모두 8명이 참

가해 나름대로의 능력과 끼,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드

러냈다.

우리 대학교는 제13기 2006 겨울 어심화캠프 참가자들의 어학습 효과를 드높이고

절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어로 진행하는 벼룩시장’을 1월 24일 어전용강의동‘잉

리시 빌리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외국인 강사와 합숙하면서 생활 어 위주의

교육을 받은 어심화 캠프 참가학생들과 외국인강사, 2006 Winter School 캠프생 및

강사, 우리 대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벼룩시장(Flea

Market)에는 모두 34개의 점포와 번외행사 15개를 어로만 진행했으며,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관내 불우 시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누리사업단인 미래사업단(단장 한관희)이 12월 16일 공과대학 일원에서 진주 인근지역 고등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을 진흥하고 지역사회의 과학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 꿈나무 체

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로 두 번째 마련된 미래꿈나무 체험 프로그램은 진주 인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

으로 로봇만들기 경진대회(제작킷을 이용한 로봇제작 및 프로그래밍)와 도전골든벨(정보기술

분야 상식문제 맞추기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 대학교는 12월 29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조무제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교수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종무식을 가졌다. 이번 종무식에서는 모범공무

원 기획과 진 권 교육행정주사와 우수공무원 총무과 김재기 교육행정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혁신경진대회 우수자 기획과 진 권, 국민교육 유공자 교무과 박인, 경리과 정명교, 공동

실험실습관 박옥자 선생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 학생복지과 하중

곤, 입학장학과 김복정, 해양과학대학 김동근, 교무과 김필금, 기획과 류난미, 총무과 이은 , 부

설고등학교 송은 , 부설중학교 박경제, 법·경·사회대 강석정, 전산정보원 신 민 선생이 우수공무원으로 총장표창을 받았으며, 시설과 오세은, 이

상석, 양 호, 도서관 박미숙, 교무과 이향임, 연구산학지원과 강미 선생 등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정년퇴직자로는 교육행정사무관 김장환(녹조근정훈장), 신용희(근정포장), 황유진(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박봉수(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

관 표창), 문상호(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유재옥(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권숙자(총장표창) 선생이 각각 정부포상을 전수받았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2007년 1월 2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조무제 총장을 비롯해 교수·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시무식

을 갖고 한햇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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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들·여·다·보·기

지난 6월 우리 대학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경상두부’(대표 변홍주)는 버섯의 유용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두부인‘매나니 경상두부’를 직접 생산해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있다. 경상두부는 지난 1999년 2월 학교로부터 정

식 인정받은 창업동아리‘프론티어’에서 발전해온 기업. 학생동아리 시절 전국 창업대전, 대학생 해외창업 연수단,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미국 UCLA 대학창업연수 등에 두루 참가해온 프론티어는 학내·외에 명성이 자자하다.

현재 교직원을 비롯해 진주지역 소비자 150여명이 경상두부를 소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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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우 기성회장의 특별한 우리 대학 사랑
우리 대학교 이윤우 기성회장의 우리 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남다르다. 지역의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의 기업이 살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출신 우수한 인재를 더욱 뛰어난 인재로 육성하여 지역발

전의 동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역발전의 길이란 뜻이다. 

이윤우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28일 우리 대학교 기성회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희사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맙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윤우 회장은 2006년 1월 3일에

도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해마다 발전기금으로 1억원씩을 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06년 12월 28일‘한학기 등록금 더내기 운동’에

100계좌(1계좌 100만원)를 출연했다. 

그럴 때마다 이윤우 회장은“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평소 생각에 따라 적은 금액이나마 전달하게 됐다”며“최근 몇 년 사이에 경상대학

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발전기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다. 학내·외에 알리는

일도 극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이윤우 회장의 대학발전 의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월 9일 상황실에서는 법학학술정보관 신축 기부 협약식이 조무제 총장과 법과대학 김종회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

쿨)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하드웨어 중 하나인 법학학술정보관 26억원 상당을 이윤우 기성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경건설(주)에서 신축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법학학술정보관 신축예산을 전체 학생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 ● 바이오누리사업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경남 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규 )이 교수·직원·학생에게서 수집한

의류·책·전자제품 등으로‘아름다운 가게’를 지난해 12월 2일 하룻동안 운 해 얻은 수익

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 

바이오사업단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재사용과 나눔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정에서 쓰지 않지만 나눠 쓰면 요긴할

물건들을 기증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티셔츠·청바지·정장 등 의류에서부터 소설·시집·

교재 등 도서류, 오락기 등 전자제품, 자전거 등이 물 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모

인 물건들은 800여점. 바이오사업단은 그동안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생활용품들을 분류하고,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세탁하고 하느라 꼬박 한 달이 걸렸다. 

바이오사업단에는 자연대 생명과학부, 농생대 식물자원환경학부·동물자원과학부·환경생명식품공학부 등이 소속돼 있다. 

● ●‘문천각’에 고문헌 기증 줄이어
경남 유일의 고문헌 전문도서관

인 문천각(文泉閣)에 고문헌 기

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번

에 기증된 자료들은 각 문중에서 애지중지하던 귀한 자료들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산청군 신안면 교동리 권성근(전 신화직물 회장·사진

왼쪽) 씨가 고서 162권과 오동나무 고서 보관함 4대를 기증했으며, 12월

산청군 신등면 김포환(사진 가운데)씨가 고문서 48점을 기증했다. 또 박상호(사진 오른쪽)씨가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일명‘고성 박진사택 고가’에 소장

되어 있던 고문서 300여 점을 기증했다.  

● ● 우리 대학교 학생들 헌혈 통한 사랑나눔에 앞장
개인·누리사업단·단과대 등 동참

우리 대학교 누리사업단인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건명) 소속 교수·학

생·직원 등 250여명은 12월 6일 하룻동안 공과대학 앞에서 헌혈행사를 가졌다. 지난 4월에

도 225명이 헌혈행사에 참여했디. 

또 무지개사업단(단장 허보 )도 2005년 봄부터 학기마다 단체 헌혈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0월초까지 모두 4회에 걸쳐 760여명이 헌혈을 했다. 단체헌혈로 모은 헌혈증서를 한

국소아암협회(200장), 우리 대학교병원(100장) 등에 기증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대한적

십자사로부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남바이오비전생물산업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규 )은 개인별로 직접 헌혈을 한 뒤 헌혈증서

를 제출하면 봉사활동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준다. 올 상반기에 100여장, 하반기에는 150여장이 모 다. 

해양과학대학 교수·직원·학생들은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4차례에 걸쳐‘작은 용기 큰 사랑’이라는 주제로 단체헌혈을 실천해 연 500여명, 총

2500여명이 단체헌혈에 참여했다. 해양과학대학은 11월 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1주년을 맞아 혈액사업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에는 연중 경남혈액원 헌혈차량이 상주하고 있어, 한달 평균 300명 가량이 헌혈에 참여해 경남도내 전체 혈액 수급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다. 

이윤우 회장은“경상대학교가 지역 거점 대학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 일류대학으로 발전해

주길 바란다”면서“한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에 실패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꼭 유치

하길 바라는 게 지역주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윤우 회장

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경상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아 바쁜 기업 활동 와중에도 동분서주하면서 한의학전문대

학원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조무제 총장은“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의 발전

을 위해 해마다 거액의 기금을 내어주신 데 이어 법학학술정보관

을 신축 기부하기로 한 고귀한 뜻에 맞게 우리 대학교를 세계 유수

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

다”고 말했다. 

이윤우 기성회장은 1946년 거창군 가조면에서 태어나 1996년부

터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1997년 (주)대경종합건설 회장

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2월 우리 대학교

경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했고 2004년 6월 기성회

장에 취임했다. 현재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

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주택건설의 날 대통

령표창(2002)·산업포장(2005),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단

체부문 국무총리 표창(2006) 등을 수상했다.



GNU NEWS>> 경 . 상 . 뉴 . 스 14+15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학연협력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

는 1월 30일 조무제 총장, 조태환 대학원장,

강대성 교무처장,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한봉오 홍보협력부장, 이후승 연구관리팀장,

김장렬 방사선관리실장 등 양 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연 협력 협약 조인식을 가

졌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과학기술인력, 학술정

보, 시설 등의 상호교류 및 활용과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한 학연 공동협력 체제를 확립함으

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력양성에 기여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학술·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하여 긴 하게 협력해 나가기

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서로 상대기관의 연구사업에 참

여하거나 연구사업의 일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도 있고, 관심분야의 연구사업을 함께 도출

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중국 천진공업대학과 내년부터 복수학사
학위제 본격 시행

중국 천진공업대학(총장 장굉위) 양길체

부총장 일행은 12월 12일 우리 대학교를 방

문해 양 대학 간의 학생 교류확대 방안과 향후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대학교 강대성 교무처장과 천진공업대학

양길체 부총장 등 협의실무단은 이날 교무처

장실에서 현재 파견 6명, 유치 4명에 머물고

있는 교환학생 교류도 10명으로 늘리기로 했

고, 천진공업대학은 우수한 대학원생 10여명

을 우리 대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또 2007

학년도부터 복수학사학위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천진공업대학은 중국 하북성 천진시에 위치한

111년 전통의 대학으로 14개 단과대학, 40개

전공의 학사과정 16개 전공의 석사과정을 두

고 있다. 재학생은 1만 3000여명이며 교직원

은 1200여명이다. 

우리 대학교와는 지난 2005년 12월 장굉위

총장이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 및 복수학사

학위제 협정을 체결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Window on America’
공동참여 협정조인식

우리 대학교는 2월 1일 중앙도서관 2층 회의

실에서 Michael A. Richards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 부원장 등 대사관 직원과 정보 도서

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Window on America’공동참

여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Window on America’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진열하여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는 서가와 함께 다양한 미국 관련 자료를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고 부족한 내용이나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운용하게 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소개되는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약

20-30종류로 미국 유학관련 자료, 여행관련

자료, 미국 정부·지리·경제·역사·문학·법

률 등에 관한 개요서, 미국의 명연설과 민주주

의 문서 등이 주류를 이룬다. 

성동조선해양(주) 유관홍 회장 초청강연회

종합인력개발센터(센터장 김흥길)는 12월 4일

국제어학원에서 CEO 초청강연회의 일환으로

성동조선해양(주) 유관홍 회장을 초청하여‘나

의 꿈, 나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

최했다. 

유관홍 회장은 또“조선 건조 업계 후발주자인

성동조선은 성동인의 결집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최대의’조선소보다‘최고수익의’

조선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또한 유용한

도전정신과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적

안전제일 경 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BK21 친환경냉열에너지기계연구사업팀 印泥 반둥대학과 MOU 체결

양해각서에서 친환경에너지사업팀과 반둥대학은 상호 공동연구와 학생파견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날 아야디 교수는 해양과학대

학에서 교수·대학원생·산업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

도네시아의 첨단 냉동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강연을 했으며, 한국·인

도네시아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팀은 또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

호주 퀸즈랜드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에

2단계 BK21 참여 대학원생 4명의 파견연구를 실시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팀은 지난 11월 9일에는 뉴질랜드 오클랜

드 대학과 학술연구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은 1883년 설립된 학교

로서, 오클랜드와 그 주위 6개 캠퍼스에 3만여 명의 학생이 재

학중인,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로서

뉴질랜드에서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

학이다. 

친환경냉열에너지기계연구사업팀(팀장 정한식, 이하 친환경에너지사업팀)은 1월 10일 해양과학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인도네

시아 반둥대학 아야디 스와노(Aryadi Suwono) 교수와 교수·학생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단계 두뇌한국21사업(BK21) 첨단기계항공고급인력양성사업단(단장 배명환)은 1

월 17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에

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와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상호파견을 통한 학

술교류 활성화를 위한‘아인트호벤공대-경상대 기계항공공학 공동협력프로그램’

(TUE-GNU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Joint Program)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력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향후 6년간 유효하며, 이를 통해 매년 10

명 내외의 우리 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교수를 아인트

호벤 공과대학에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서

도 대학원생·연구원·교수를 우리 대학교로 파견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의 방문연구에 역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어서 대학원생들에게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인 공동연구 프

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로벌 경쟁체제에 대비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은 1956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1998년 유럽 유수의 언

론사인 독일‘슈피겔’지에 의해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과학기술보고서‘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3’에 의해 국 캠브리지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이어 유럽 내에서 세 번째로 향력 있는 연구성과를 낸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BK21 기계항공공학부-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 기계공학부 협약체결
대학원생 연구의 국제화 기대

O&C심리센터·진주교도소·통 구치소와
수용자 인성교육을 위한 협약체결

우리 대학교는 O&C심리센터(센터장 김정남),

진주교도소(소장 배명수), 통 구치소(소장 경

의성)와 1월 26일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수용자 인성교육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서에서 수용자에게 인격체로

서 자질과 태도,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교

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협력 체결 기관들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 5일 전일교육과정의 인성교육을 하기

로 했으며, 우리 대학교와 O&C심리센터는 심

리중재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실시하고, 진

주교도소와 통 구치소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6 자생식물 산업화기술 발표회 및 전

시회가 11월 16일 농업생명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규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등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과 관계자, 조무제 총장, 허종수 농

업생명과학대학장 등 관계자, 교수·직

원·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

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책·유통, 품종·재배, 가공·응용 등 3개 분과 13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농

업생명과학관 로비와 광장에서는 관련기술의 시작품과 성과물 약 50여건을 전시했다. 

2006 자생식물 산업화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 통 바다목장 해조장
조성을 위한 국제세미나

해양과학대학(학장 정우건)은 통 바다목장 해

조장 조성 연구과제(연구책임자 김남길) 수행

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해양과학대학 대

회의실에서‘통 바다목장 해조장 조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이 유사

한 곳에서 해조장 조성 사업을 수행한 도쿄해

양대학의 노토야 마사히로 교수, 홋카이도대학

의 노리시게 요츠쿠라 교수, 아오모리 수산증

양식센터의 신지 키리하라 박사 등 일본 전문

가 3명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7편의 주제

발표를 했다.

한우생산단계 DNA 동일성검사
체계 구축 워크숍

한우특화 겸임연구관사업단(단장 이정규)는 12월

8일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2007년도

생산단계 DNA 시료채취 방법, 동일성검사 방

법의 표준화, 생산단계 DNA분석 및 관련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DNA 동일성검사 마커 적

정성 완료보고, 실험실간 DNA 동일성검사 방

법 최종보고, 표준화를 위한 1·2차 비교동정

실험 최종 보고, 지역단위 DNA 분석센터의 지정

운용 방안, 생산단계 시료채취 방법 및 최종

DNA 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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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부산경남 지방자치학회(회장 김 기) 동계학술

대회가 1월 19일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 출 충북대 교수, 안

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이성진 경상대 박사, 강문희 부산대 교수, 허

철행 산대 교수, 한동효 진주국제대 교수 등

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6년 학술심포지엄

농업생명과학연구원(원장 민 봉)은 2006년도

친환경농업 심포지엄을‘미래지향적 지속가능

농업의 원리와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12월

5일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장, 김현욱 서울

시립대 교수, 안형덕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 고 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길용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장, 우리 대

학교 최진용 식물자원환경학부 교수 등이 주

제발표를 했다.

BK21 지역특화도시연구인력양성사업팀
국제학술 발표대회

우리 대학교 BK21 사업팀인 지역특화도시연

구인력양성사업팀(팀장 김 )은 12월 7일 건

설공학부 멀티미디어실에서 도시재개발 및 도

시혁신에 관한 국제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미국 미시건대학교 에릭

스트라우스 교수가‘미국 중소도시에서의 도

시혁신 사례’, 일본 규슈대학교 아츠히시 데구

치 교수가‘일본의 도시 르네상스와 도시 재

생’, 우리 대학교 김 교수가‘지방도시 도심

재생 및 활성화’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제46회 국제학술발표대회

한국일본어교육학회(회장 안병곤)의 제46회 국제

학술발표대회가 2월 3일 남명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콘도 스미코(近藤純

子) 킨키대학(近畿大學) 교수가‘일본어 교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으며, 4개

분과로 나뉘어 모두 21명의 우리나라와 일본

대학 교수·박사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교육분과에서는 우리 대학교 윤강구 교수의

‘일본어 교육에서 문화는 무엇을 지향하여야

하는가’, 어학분과에서는 전남대학교 송호 교수의

‘일본어 한자교육을 위한 교재연구 방법’, 문학

분과에서는 우리 대학교 김명주 교수의‘아쿠

타카와 류노스케의‘蜜柑’, 일본학분과에서는

우리 대학교 우정미 강사의‘메이지시대 신여

성의 가정관’등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경남권역 대학 산학협력단장협의회 총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경남권역 대학 산학협력단장협의회(회장 하 래)

총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1월

19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윤교원 한국산업기술평가

원 원장이‘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산

업의 역할’, 김용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이‘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역

할’, 하원경 한국산업기술재단 본부장이‘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의 역할’, 이희훈

경남전략산업기획단장이‘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METEC·GTIC 소성가공 전문가 대상
CAE기술 워크숍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단(METEC)과

(사)경상대학교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GTIC)는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사천시 용

현면 소재 GTIC에서 전국의 소성가공 전문가

를 대상으로‘2007 소성가공 CAE기술 워크

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개발된 3차원 소성가

공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과 우리 대학교 기술

혁신센터가 개발한 소성가공 공정설계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3차원 소성가공 공정 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인 AFDEX3D 상용 버전도 최초

로 발표되었다. 또 우리 대학교 소성가공CAE

실험실과 (주)쎄타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PIMsolver/3D, PMsolver/3D도 소개되었다.

교직원 동정

어전용강의 활성화를 위한
실용 어 워크숍

우리 대학교는 어전용강의 활성화를 위한

제3차 교수 워크숍을 40여 명의 교수가 참석

한 가운데 2월 1~2일 이틀간 남해 스포츠파

크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제교류센터(센터장 강대성)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Study Korea Project 어전용강

좌 지원사업’에 우리 대학교가 선정되어 교재

개발비와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 등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마련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Joan E. Laage EZ강사가‘ 어

로 진행되는 강의’, 이광호 국제어학원장( 어

문학과)이‘대학강의에서 쓰이는 어표현

들’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김세

범(경 학과) 교수와 조원호(러시아학과) 교수

가‘나의 어강의 경험’을 발표했다. 

조열제 교수 한림원 정회원 선출
30여년간 수학분야 발전 위해 헌신해온 연구업적·학술활동 인정받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조열제 교수가 지난해 11월 17일 한국과학한림원(원장

정근모) 정기총회에서 한림원 정회원으로 인준 받았다. 지난 8월 30일에 후

보 추천을 받아 2차에 걸쳐서 회원자격 심사를 받았으며, 한림원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여 이번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조무제 총장(종신회원)과 생화학과 이상열 교수(정회원)가

한림원 회원이다. 

이번에 조열제 교수는 한림원 이학부에 추천 받은 사람 중 순수수학 분야에서 서울대 수리과학부

수학전공의 김도한 교수(차기 대한수학회 회장)와 함께 두 명이 정회원이 되었다. 

조열제 교수는 1979년 3월부터 우리 대학교에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SCI급 논문을

100여 편을 저명한 국제수학전문 학술지에 발표하 으며, 그 외에 국내외 국제수학전문학술지와

프로시딩(Proceeding)에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특히 강희근 교수가 1년여만에 3권의 시집을

내는 것은 출판과정을 염두에 둘 때 쉴 틈 없

이 연속 출간을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 사

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양 교수 언어심리학 연구로 SSCI등재
학술지에 논문발표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이양 교수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

지인‘언어심리학연구’

(Journal of Psycholing- 

uistic Research) 11월호에‘발음동화와 어휘

인식’(Phonological Assimilation and Visual

Word Recogni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제

1저자’로 발표했다. 

이 학술지는 미국의 스프링거(Springer)사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로서 사회과학으로 세계적 정

평을 가진 색인 SSCI에 등록되어 있다. 국내

사회과학자들이 S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언어심리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지인‘언어심

리학연구’에 국내 학자가 올해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양 교수가 처음이다. 

김학주 교수 지구적 건강 불평등 문제
다룬 논문 SCI저널에 실어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

학과 김학주 교수는 최근

‘지구적 건강 불평등’

(Global health inequaliti 

-es:an international

comparison)이라는 제목

의 논문을 SCI저널로서 보건정책 관련 세계적

권위지인‘지역사회보건 및 역학’(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60, 국 엘세바이어 출판사)에 게재했다. 

김학주 교수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

년간 World Bank)의 207개국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군집분석, 맵핑, 다변량분석 등을 해본

결과 세계적으로 현저한 건강불평등이 발생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상용 교수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2007년판 등재

나노신소재공학부 남상

용(고분자공학 전공) 교수

가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

전인 미국의‘마르퀴즈

후즈후’과학기술인편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7)과 아시아편

(‘Marquis Who's Who in Asia 2007) 등 2곳

에 동시 등재되었다. 남상용 교수는 현재 2단

계 BK21사업단인‘아이큐브(i-cube)소재인력

양성사업단’소속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

치고 있으며 기능성 나노고분자 분야에서 국

내ㆍ외 저널에 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 으

며, 연간 5회 이상의 국제학술회의 발표를 하

고 있다. 

박기민 교수
유명 인명사전 3곳 동시 등재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박기민(화학전공) 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

인‘마르퀴즈 후즈후’과

학기술인편(Marquis

Who's Who in Science 

황병순 교수
‘심악 이숭녕 국어학 저술상’수상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황병순 교수가 12월 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 중

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

2회‘심악 이숭녕 국어학

저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황병순 교수의 저술상 수상은 지방대 교

수가 독자적인 언어관으로 꾸준히 연구한 성

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황병순 교수는‘한국어 문장 문법’(2004, 한

국문화사)의 저서에서“사람은 문장으로 세상

을 형상화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문장을 설명

하는 문법에는 한국인이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법이 담겨야 한다”는 독자적인 문법관을 정

리했다. 

교내단신

18+19

강인석 교수 국가연구과제 우수
건교부장관 표창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강

인석(토목공학전공) 교수

가 최근 건설교통부 국가

연구과제 우수성과 사례

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표

창을 받았다. 

강인석 교수가 수행한 공사관리정보 시각화

과제의 연구성과는 국내·외 20편의 논문발표

를 통하여 4개 기관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

으며 30건의 실무 적용사례와 함께 특허로

출원되어 있다. 

강희근 교수 1년여만에 시집3권 발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희근 교수는 자신의

12번째 시집‘깊어가는

것은’(도서출판 계간문

예)을 최근 펴냈다. 이로

써 강희근 교수는‘바다,

한 시간쯤’, ‘기침이 난다’에 이어 1년여만에

시집 3권을 잇달아 내는, 문단에선 아주 드문

대업을 이루었다. 

KOFST ‘제1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우리 대학교 교수 5명 수상
권순기, 정병룡, 송대빈, 김철환, 전진태 교수 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가 선정하는 제1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 우리 대학교 교

수 5명이 선정되었다.   

11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교수는 공과대학 권

순기, 농업생명과학대학 정병룡, 송대빈, 김철환, 전진태 교수 등이다. 

권순기(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는‘뒤틀린 비페닐 4가산 무수물과 스피로바이플루오렌 디아민으로

부터 제조된 산소투과성을 갖는 폴리이미드의 합성과 성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한국고분자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정병룡(식물자원환경학부) 교수는 2005년 일본원예학회지에 발표한‘암면

에서 재배한 미니 장미‘피노키오’의 생장과 절화품질에 미치는 규산칼슘의 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송대빈(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는‘펌프의 작

동요인에 따른 흐름주입식 바이오센서의 기능검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농업기계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김철환(환경산림과학부) 교수는‘자동발색인지원리를 이용한 자동스테키히트 사이즈도 시

험법 개발’이라는 논문으로 한국펄프종이공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전진태(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PIK3C3 유전자의 특성규명과 돼지의 양적 형질과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동물자

원과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노규진 교수 농림부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사업단장 선출
장기제공용 형질전환 무균복제돼지 대량생산 구축사업 농림부 2013년까지 총 585억원 투입 중

수의학과 노규진 교수가 1월 29일 농림부‘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사업’사업

단장에 선출되었다.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사업은 바이오신약·장기 산업이 차세대 10대 성장동

력 산업으로 2003년 선정됨에 따라, 농림부가 총 585억원(연 65억)의 사업

비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연 공동으로 장기제공용

형질전환 무균 복제돼지의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이다. 

노규진 교수는“장기이식이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이 한정된 기증 장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현재

우리 사업단의 연구성과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런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하게 한다는 사명감과 21세기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도록 사업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MSC 첨단기계사업단에 소프트웨어 기증

세계 제1의 공학소프트웨어 회사인‘MSC 소

프트웨어(주)’(대표 김두현)와 자회사인‘라온

엑스솔루션(주)’(대표 권병천)이 12월 11일 기

계항공공학부 회의실에서 우리 대학교 누리사

업단인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단

(단장 이건명)에 16억원 어치의 소프트웨어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소프트웨어는‘MSC.ADAMS

University Configuration Level 3’21개와

‘MSC.Dytran University Configuration Level

1’1개 등 모두 22개로 금액으로는 15억

9400만원에 달하는 분량이다. 

MSC 소프트웨어는 항공우주분야 구조해석 분

야에서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NASTRAN

의 개발·판매 업체로서 세계 제1의 공학소프

트웨어 회사이다. 

and Engineering, 2007)과 아시아편(Marquis

Who's Who in Asia, 2007)등 2곳에 동시 등

재되었다. 

또 박기민 교수는 국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행하는 ‘21세기 뛰어난 과학자’ 편

(Outstanding Scientists of the 21st Century,

Inaugural Edition, 2007년 중반 발행예정)에

도 등재될 예정이어서 3개의 인명사전에 동시

에 등재되게 됐다. 

허종화 교수
所藏 한국화·우표·서양화 등 전시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허종화

(식품공학전공) 교수는 38년간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 으며, 올 2월말 정년퇴임 기념으로 2

월 1일부터 4일까지 경남도문화예술회관 전시

실에서 한국화단의 거목 청강 김 기 화백 3

대 작품과 우표작품, 서양화, 서예 등을 전시

했다. 

허종화 교수의 소장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은 청강(淸江) 김 기(金永基) 화백과 부친 해

강(海岡) 김규진(金圭鎭), 아들인 추강(秋江) 김

경식(金景植) 화백 등 3대의 한국화 작품이다.

또 우표작품은 초보자를 위한 우취 가이드 5

틀, 세계의 음식문화와 역사 5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업적 2틀, 우표로 보는 성경이

야기 1틀, 한국 우편엽서 1틀 등이다

심흥수 교수 미국 남부정치학회
‘월터 비치상’수상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

학부 심흥수 교수가 1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

즈시에서 열린 미국의

남부정치학회 연례회의

에서 2007년도 월터 이 비치 펠로우(Walter

E. Beach Fellow)에 선정되어‘월터 비치상’

(Walter Beach Award)을 수상했다. 

월터 비치상은 정치학과 정치학회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故 월터 비치

(1934~2006) 박사를 기리기 위해 1998년

부터 매년 학문적 기여도가 크거나 잠재력이

있는 외국의 정치학도 1명에게 수여하는 상으

로, 수상자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정치학회에

보관되어 있는 월터 비치 컵에 이름이 새겨져

길이 보존된다.



누리사업단‘Mini-MBA’과정 수료식

경남바이오비전누리사업단(단장 강규 )은 첨

단기계산업 기술혁신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

건명), 스마트 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단(단장

허보 ·무지개사업단)과 함께 지난 9월 9일

부터 12월 16일까지(15주) 매주 토요일 8시

간씩 Mini-MBA과정을 개설 운 했으며, 12월

16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15주간 진행해온 Mini-

MBA를 이수한 학생들이 현장감과 진취적 감

각이 돋보이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

했다. 

또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농생대 출신)

의‘성공적인 경 혁신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한편 수료생들에게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Mini-MBA과정 자격증을 수여했다.

경상대마라톤클럽 김주하·최진 회원
우리 대학 홍보대사로 위촉

우리 대학교는 12월 21일 대학본부 3층 상황

실에서‘경상대마라톤클럽’(회장 이정숙)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하 씨와 최진 씨를

‘우리 대학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주하·최진 (대구시 달성군) 씨는 우리 대

학교마라톤클럽 회원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열

리는 마라톤대회 때마다 우리 대학교 유니폼

을 입고 출전, 상위 입상하여 우리 대학교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남명학연구소 남명학교양총서 4권
한꺼번에 펴내

남명학연구소(소장 허권수)가 최근 남명학교양

총서 4권을 한꺼번에 내놨다. 

지난 2005년 9월 남명학 교양총서, ‘나의 남

명학 읽기’(최석기)와‘남명의 인간관계’(윤호

진)를 펴 낸지 1년여만에 4권을 펴 냄으로써

당초 기획한 20권 완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남명학연구소가 펴낸 책은‘남명의 한시선’(허

권수), ‘남명의 산문선’(허권수), ‘남명과 지리

산’(최석기), ‘남명문학의 현장’(정우락) 등이다. 

남명학연구소가 펴낸 남명학교양총서는 남명

학의 연구·보급을 위해 경상남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남명과 그의 벗들’및‘남명정신과 문

자의 향기’를 비롯해‘남명의 문인’시리즈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및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액 전달

우리 대학교는 어려운 환경의 결식아동과 장

애인·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돕

기 위해‘희망 2007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

개하여, 모두 700여명으로부터 720만 2000

원을 모금하여 620만 2000원은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 1월 9일 전달하고 100만원은 진

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국

군장병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달

하기 위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832만7000

원을 모금하여 지난 11월 30일 교육인적자원

부에 전달했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한 결과 186만 9000원어치를 판

매하여 12월 6일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에 전달했다.

를 제출해 대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입상함으로

써 창의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2006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대학교는 12월 19일 예술관 콘서트홀에

서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희

전국 대학성폭력협의회 회장(서강대 양성평등

성상담실 상담교수)을 초청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바람직

한 양성평등의식을 갖는 것만이 성희롱을 예

방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강조했다.

2007학년도 정시 모집(가,다군)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

우리 대학교의 12월 27일 2007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가’군에서

1529명 모집에 7246명이 지원해 4.74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다’군에서 989명

모집에 7252명이 지원해 7.33대 1의 역대 최

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가’군과‘다’군을 합치면 전체 2518명

모집에 1만 4498명이 지원한 것으로 5.76대

1을 기록, 최근 실시된 입시에서 가장 높은 경

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대학교의 생명과학·기계항공·나

노및신소재 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으로 인정

받고 있는데다 타깃 홍보 등 차별화된 홍보 전

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과원 학술지‘농업생명과학연구’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2월 28일‘2006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대

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농업생명과학연구’가‘등재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는 국제 또는 전국적인 전문 학술지의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질 높

은 논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만큼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국 규모의 학회지가 선정되는

정도로, 대학의 연구소 논문집이 선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 농업분야 대학연구소 논문집이 학술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

는 우리 대학교의 농업생명과학분야 학술연구와 논문 수준이 전국에서 최상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번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후 향후 2년 동안 계속평

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현재

우리 대학교 내 연구소 발간 연구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

재후보지에 선정된 곳은 2003년 남명학연구소 연구지 후보지 선

정 2005년 동 연구지 학진등재지 선정에 이어 2006년 농업생명

과학연구원지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으로 2곳이다. 

간호대학(학장 김은심)과 간호대학 동창회(회장 이순덕), 동창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계자)는

11월 24일 의과대학 교육관 1층 대강의실에서 강대성 교무처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 강성준

진주시부시장, 최구식 국회의원, 교수·학생 등 간호대학 관계자, 간호대학 동문 등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교육 80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간호대학 발전에 공로가 큰 정 석 진주시장 등에게 감사패를, 40년 이상

근속한 배행자 교수 등에게 공로패를, 특별공로 동문과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동창회 공로자

등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간호대학 총동창회는 간호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간호대학은 1926년 경상남도 도립 진주병원 조산사 양성소 설치를 시작으로 1947년 진주간

호고등학교로 개편, 1971년 경남간호학교로 교명 변경, 1983년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

학과와 합병, 2006년 3월 의과대학과 분리해 간호대학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공히 경남 최

고의 간호 전문인 양성과 학문 연구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간호대학‘간호교육 80년 기념 행사’
20+21

경남일보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는 경남일보(주)(사장 황인태)와 상

호 협조 하에 산학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30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지식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언론인 경남일보의 발전과

소속 직원들의 평생교육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경남일보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재학

중 직무연수(현장실습), 인턴, 멘토링 활동 및

졸업 후 고용지원 등 산학협력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협약체결에 따라 우리 대학교 신문사·

어잡지사·방송국 소속 10명의 학생들은 1

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인턴연수

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일주일간 편집 등 신문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2주차부터는 사회부·문화

부 등 각 취재 현장에 투입되어 취재방법·인터

뷰·기사작성 등을 체험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부케’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 대학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인‘부케’의 대표 이효형(농업생명과학대학 식

품공학전공 4) 학생이 12월 18일 농림부가

주관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효형 학생은 젤리‘트레비앙’과 음료‘앙쥬’



동·문·회·소·식 발·전·기·금·출·연·현·황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동문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총동문회(회장 김재경)는 2월 3일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부회장·임원·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우리 대학교 총동문회는 2006년 결산과 200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동문회는

2007년 주요 사업 방향을 △동문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학 발전에 기여, △재학생과의

유대강화, △특수대학원 동문들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정했다. 

김재경 총동문회장은“지난해 모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교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인 한해 으며 5·31지방선거에서는 많은 동문들이 지방정계에 진출하는 뜻 깊

은 해 다”고 회고하고“2007년에는 동문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사업방향을 정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무제 총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와 관련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문들과 지역사

회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하고“오는 2008년 10월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한학

기 등록금 더내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해양과학대학 동문회와의 통합 등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학기등록금더내기 참여명단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장 김갑수 06.12.12 1,000,000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김대군 06.11.17 1,000,000

인문대학 학장 김두식 06.08.17 1,000,000

사회과학대학 학장 김상대 06.12.18 1,000,000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김상호 06.11.17 1,000,000

총동문회장 김재경 06.12.29 10,000,000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김종섭 06.12.20 2,000,000

전)총동문회장 김천석 07.01.04 2,000,000

경 대학 학장 김학수 06.11.17 1,000,000

금수당금방 대표 류형렬 07.01.18 1,000,000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박정동 06.10.23 1,000,000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신용민 07.02.06 1,000,000

경 대학 경 학부 교수 이명숙 06.12.18 1,000,000

기성회장 (대경건설㈜ 대표) 이윤우 07.01.05 100,000,000

고려대학교 식품과학부 교수(동문) 정미자 06.11.27 1,000,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 교수 정병룡 07.01.20 1,000,000

제일병원 일반외과 과장(의대동문) 정의철 06.11.21 1,000,000

교무부처장 조경제 07.01.05 1,000,000

학생처 학생지원과 주무 하중곤 06.11.17 1,000,000

소 속 (직위) 성 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소 속 (직위) 성 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계 :  129,000,000

■발전기금 참여명단

계 :  653,160,000

간호대학 동문 강선자외 4명 06.11.29 2,600,000 간호대학
경상대학교병원 대학병원 06.11.24 350,000,000 의과대학및기타
경상대학교병원 대학병원 06.11.24 100,000,000 재단위임
경상대학교병원 대학병원 06.12.27 10,000,000 간호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곽상진 06.11.17 2,000,000 법과대학
백진학원(사천시 동금동) 김용복 이사장 07.02.01 10,000,000 발전후원회(5기)
김인규한의원 김인규 06.12.05 10,000,000 총동문회
농협중앙회진주시지부 농협진주시지부 06.12.18 100,000,000 재단위임
금수당금방 대표 류형렬 07.01.10 1,000,000 발전후원회(5기)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배행자 06.11.28 10,000,000 간호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서정항 06.12.27 1,000,000 법과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송도선 07.01.18 1,000,000 재단위임
아이비개발 ㈜ 대표 최승호 동문 06.11.30 2,500,000 총동문회
간호대학 동문 이미희외 8명 06.11.29 4,1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이혜진외 50명 06.11.29 5,0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정순란외 57명 06.12.18 19,420,000 간호대학
정암레미콘 ㈜ 대표 정종술 동문 06.11.30 2,500,000 총동문회
졸업동문(농학) 정태삼 동문 07.01.02 1,000,000 재단위임
간호대학 동문 조순연외 23명 06.11.29 11,800,000 간호대학
간호대학 동문 하옥현외 9명 06.11.29 3,000,000 간호대학
부설중학교 화 복 교장외 55명 06.12.21 6,240,000 부설중(솔빛장학)

소 속 (직위) 성 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소 속 (직위) 성 명 출연일자 출연금액(원) 지정용도

개척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선정 결과

우리 대학교 개척카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인센티브제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용실적이 많이 향
상되어 개척카드 적립기금 총액이 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발전기금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처(처장 정찬용)에서는 1월 3일 인센티브제 시행 계획에 의거해 우수이용자(부서)를 선정하여 감사의 뜻
으로 시상품을 지급하 습니다. 앞으로도 개척카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개척카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 속 직급 성 명 사용카드 내용 지급내용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조교수 김재연 우수연구센터(김재연) 농산물상품권
300,000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 수 조명제 생명과학연구소(조명제) 300,000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학부 교 수 조정래 생명과학연구원(조정래) 300,000원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내용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조태환 농산물상품권
150,000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김명옥 150,000원

사무국 시설과 건축주사 문성룡 150,000원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사서주사보 문 아 150,000원

산학협력단 현장특화고급인력양성사업단 계약직 권 복 150,000원

1. 기업카드 부문(3개부서)

2. 연구비카드 부문(3명)

3. 개인카드 부문(5명)
구 분 단위부서명 선정내용 시 상 금 비 고

본부 연구산학지원과 최우수 200,000원 전체 최우수

부속기관 종합인력개발센터 최우수 150,000원 단위별 최우수

단과대학 사범대학 최우수 150,000원 단위별 최우수

산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5, 6대 회장 이·취임식

산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동문회는 1월 18일 진주시 칠암동 포시즌

에서 마대 산업대학원장 등 내빈과 임창호 5대 회장, 진삼성 6대 회장

등 동문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 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

졌다. 

경 대학원 석사과정 정기총회

경 대학원 석사과정(회장 최근경)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가

1월 22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동문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