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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대회 참여
∎ 일 시: 2011년 11월 3일(목) 14:00 ∎ 장 소: 서울 백범기념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에서 모두 580 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여 교과부의 잘못
된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현 정부 교육정책 규탄선언문), 올바른 고등교육 개혁
방향 (고등교육개혁 7대의제)을 제시하였다. 또한 옥내집회를 마치고,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하여 종묘공원까지의 행진을 시행하였다.
이번 국교련 교수궐기대회는 국교련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준 계기가 되
었고, 이 대회 이후에 교과부에서 국공립대학과의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
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대회에 참석해주신 교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도 제2차 교수평의회 워크샵
∎ 일 시: 2011. 11. 4(금) - 5(토)
∎ 장 소: 제주 팔레스호텔
2011년도 제2차 교수평의회 워크샵이 제주 팔레스호텔에서 양일간에 걸쳐 개최
되었으며, 평의회 임원 및 평의원 16인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이
있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이종원 의장의 4대 교평 현안과 당면 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평의회 3개 분과에서 대학발전
을 위해 정책연구과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연구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정책연구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1) 배수현 교수(교무학생분과위원회): 학칙개정 및 관련분야 후속 연구, 2) 류태범 교수(기획연구분과위원
회): 본교 특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3) 이봉호 교수(재정복지분과위원회):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기준 안에
대한 연구

2011년도 10월 교수포럼
∎
∎
∎
∎
∎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12:00 - 13:00
장 소: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주 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이해 및 응용
발표자: 김정현 교수님(신소재공학부)
내 용: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연료전지의 기술과 이의 차량 및 가전제품,
발전에의 응용분야를 설명하였다.

2011년도 11월 교수포럼
∎
∎
∎
∎
∎

일 시: 2011년 11월 9일(수) 12:00 - 13:00
장 소: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주 제: 표면/계면구조 제어를 통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화성 교수님(화학공학과)
내 용: 많은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기술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 제조에서의 다양한 표면구조 제
어적 기술을 소개하였다.

교수평의회 전체회의/임원회의

학칙 및 규정 심의 (10, 11월 심의 안건)

∎ 일 시:2011년 10월 26일(수) 16:30
∎ 참석자:이종원, 진영택, 박덕용, 우승한, - 한밭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부개정안 (2011.11.2)
권희상, 이봉호, 빅인용
산업대학원 : 원안통과
∎ 안 건: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대회 관련 - 한밭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안 (2011.11.9)
교무처 : 원안통과 (의견첨부)
∎ 임원회의: 제85 ~ 94차 임원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