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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카슬, 뉴 사우스 웨일즈

차례

서문

새로운 문화와 신개념 지식 
뉴카슬 대학의 출현

글로벌 지식의 형성 
혁신의 장

산업지역의 지각 변동 
교육, 연구 그리고 혁신

4

3

8

12

17

표지 사진: 제임스 크래그(James Craig) 호는 1900
년대 뉴카슬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석탄을 운반한 

이래로 헌터 지역과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양 축제  (Maritime festival) 때면 뉴카슬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 학생이

명의 교직원

세계대학 중   
3% 이내 순위 

설립 50년이
내된 대학 중

개국에서 오며 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들과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혁신을  이끌 대학 ...

뉴카슬은 호주의 초기 정착민에 의해 

석탄과 철강 산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수출을 위한 항구는 뉴카슬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50년간 

뉴카슬 대학은 이 지역을 교육과 연구, 

그리고 혁신을 기초로 한 경제 도시로 

전환하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뉴카슬은 지식의 보고(寶

庫) 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협력자들과 

전세계로의 재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이 여정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캐롤라인 맥밀른 (Caroline McMillen) 교수 

총장

Singapor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와 World University 에 의해 2013에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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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카슬은 호주의 
모든 식민지가 
그러하듯 현대 
문명 속에서 
시작되었다.    

헌터강과 뉴카슬 해안

대학의 역사
뉴카슬, 뉴 사우스 웨일즈



1822년경에 가서야 모든 

죄수들을  뉴카슬 북쪽에 있는 

포트 맥콰리로 이주 시키고 

뉴카슬은 자유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댄거 (Henry Dangar)는 1823
년에 뉴카슬을 둘러보며  영국의 

도시 ‘뉴카슬-어판-타인’과 

연합해 호주 뉴카슬의 모든 중요 

거리에 영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도록 기여한 기술자들과 

발명가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카슬-어판-타인은 지방의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국제적 항만으로 

번영했으며 새로운 호주의 도시인 

뉴카슬도 그렇게 번영하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던 영국은 뉴카슬을 

자신의 대륙의 부분으로 

영입했습니다. 

시드니는 항만 도시이며 행정의 

중심 도시로 1788년에 세워 

졌습니다. 시드니의 비옥한 땅 

덕분에 식량은 충분했지만 

또 다른 개척을 위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고래잡이와 

바다표범잡이 등이 수입이 

되었지만 1797년 경 뉴카슬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석탁은 

안정적인 수입이되었으며 수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803년경에는 

드디어 인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주에 수출이 

시작됩니다.       

메리웨더 해변

1803 
수출 시작 – 세계경제에 활발히 참가

1822 
뉴카슬은 항구 도시로서 영국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1797 
뉴카슬의 풍부한 석탄 자원



1820년경에 호주 농업 회사인 Australian 

Agricultural Company (AACo)가 정부와 

합의하여 석탄 광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여전히 농업이 위주였고 일꾼들도 농업을 

위주로 하던 죄수들로 이루어졌지만 

AACo는뉴카슬의 좋은 질의 석탄으로 

남아시아와 무역을 함으로써 얻어 지는 

이익에 점차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831
년에는 AACo가 전적으로 광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로써 뉴카슬은 새로운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뉴카슬은 

오랫동안 선구자들에 의해 혁신적인 도시로 

발전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예로 항구에 

있는 배까지 석탄을 나르기 위해 중력을 

이용한 광차 궤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첫 기선 (汽

船)으로는  소피 제인이 있는데 1831년에 

시드니에서 뉴카슬의 중심을 흐르는 헌터 

강을 운행했습니다.  

뉴카슬 시내 중요 상가는 광산 지역에 형성



창고라 불리며 남태평양을 

자주 운행하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에게 지표로서의 

역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철강 회사로서 Broken Hill 

Proprietary Ltd. (BHP) 

가 뉴카슬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12년에는 

철강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삼년 뒤에는 

비로소 첫 번째 철강이  

철도위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뉴카슬에 도입된 철강업은 

뉴카슬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으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습니다.  

뉴카슬은 도시 형성과 

함께 세계 경제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대 

뉴카슬은 수출의 양이 

시드니보다 많았으며 멜번의 

두 배, 아들레이드의 세배 

가량 되었습니다. 뉴카슬은 

석탄을 나르기 위한 중요한 

수송 수단으로 인해 교역이 

활발해져 무역의 중심으로써 

날로 번영하였으며, 이 

교역의 주역들은 광산주, 

중개인, 재무관 그리고 

선박 주인들이었습니다.  

뉴카슬은 세계 여 러곳과 

연결된 항구로서 석탄의 

뉴카슬 시내

1912 
뉴카슬의 철강 회사 BHP 



BHP철강회사의 설립은 많은 

지성인들을 뉴카슬로 모이게 

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장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제강

(製鋼)에서의 새 제도의 차용과 

적응, 공학을 이끌 통찰과 포용이 

요구됐으며 대기업 운영을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대 강당, 칼라한 교정

새로운 문화와 지식의 확장
뉴카슬대학의 출현



뉴카슬 대학의 칼라한 캠퍼스, 뉴카슬 

장거리 공대 교육

그 결과, BHP가 약 27,000평의 

땅을 제공하고 다른 중공업들의 

기부로 1930년 말에 전문 기술 

학교가 설립됩니다.  1942년 약 

4000명의 학생으로 첫 학부가 

개설되었고 시기적으로 BHP
는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학생들은 숙련된 기술자로 

교육되어 그 일을 도왔으며 획기적인 

물품도 개발되었습니다. 그중에 

티타늄으로 만든 방탄 강판 이라던지  

탄화 텅스텐 공구를 쓰는 군수 

공장을 위한 새 공정 (工程)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가 점점 커짐에 따라 

노보케스트리안(Novocastrians 

뉴카슬 주민)들은 중공업으로 인해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의 훗날을 위해 

후기산업을 구상하게 되고 그 주요 

해답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 단체는 여러 다른 단체, 

중공 업체, 지역 인사, 교회 단체들과 

연합하여 1942년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0년에 뉴카슬 

대학 설립을 위한 단체를 구성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이 1951년에 

뉴카슬에 분교를 설립하고 수학, 공학, 

응용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LATE 1930s 
공대 설립

1951 
뉴카슬 단과대 설립



대학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 뉴카슬 대학의 독립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부흥하여 

1965년에 주 의회에서는 오크무티 

(Auchmuty) 교수를 첫 총장으로 

결정하고 드디어 독립적인 뉴카슬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수업을 위해 지원했고, 행정을 위한 

건물, 진취적인 도서관, 공연이나 연주, 

시험과 졸업식을 위한 공동 문화 

공간은 농목민들과  BHP, 그와 관련된 

산업 기관이   200,000 호주 달러를 

기부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로써 

면학의 분위기는 지역 자체적으로 

조성되었고 대학은 학문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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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自治) 의 날은 계속된다

1965 
뉴카슬 대학의 독립



그 결과 의대는 유망한 

졸업생들로 인해 국제적 명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교육 방식은 최근에도 

원주민 의대생을 교육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그 어느 

대학보다도 호주 원주민 의사 

배출이 더 많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 원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의료 연구에 

대한 명성은 국제적이며 이를 

이어 가기 위해 헌터 의학 

연구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 원주민, 조엘 웨니통(Joel Wenitong)

1975년에 의과대학이 개설되어 

대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뉴카슬 의과대학은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호주의 

지방까지도 기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매년 지원자들의 반 정도의 

학생들만이 의학자들과 

지역인들에 의해 인성 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며 

이 작은 수의 학생들이 의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문제 중심 

학습으로 수업했습니다.

1975 
의대 개설 – 새로운 시대를 열다



대학은 산업체, 기업, 
정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강철 도시’
에서 전세계적인 새 
기획의 보고 (寶庫)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도시의 지각변동
교육, 연구 혁신



이 지진은 뉴카슬의 핵심이자 

호주 중공업의 기관실 역할을 

했던BHP의 철강 산업 쇠잔 

(衰殘)과 맞물렸습니다. 

1989년,  BHP 경영진과 

조합원들은 새롭고 개혁적인 

산업의 재구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 부지를 찾으려는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BHP 철강 제조 

공장의 폴 진스 (Paul Jeans) 
이고 새로운 시대로 이끈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뉴카슬 대학의 7
번째 이사장님 입니다. 

1989년 12월 28일, 

뉴카슬은 강도 5.6의 큰 

지진이 발생하여 200,000 

평방미터의 지반 (地盤)

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60명의 거주민이 부상을 

당했으며 50,000채의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300,000
명이 이 지진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1000명 가량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총  

40억 호주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뉴카슬 대학의 에너지와 자원 

BHP 전 지부에 지어진

1989  
지진 – 지각의 변동



헌터 의학 연구소

철강 산업의 축소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철강 공장의 

근로자들이 다양해 지기 

시작한 경제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체에 

흡수되었습니다.  어쨌든 

BHP의 거의 폐쇄나 

다름없었던  1999년은 

뉴카슬의 새 시대가 열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산업을 

다양화했으며 일률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친환경 에너지, 의료와 

의료 서비스,  창의적인 

산업들로  다양화되었습니다. 

대학은 산업체, 기업, 정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강철 도시’에서 전세계적인 

새 기획의 보고 (寶庫)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은 산업체, 기업, 정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

강철 도시’에서 전세계적인 

새 기획의 보고 (寶庫)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활을 해 

왔으며 해 나갈것입니다.

1999  
BHP 폐지, 뉴카슬의 새 시대



우리 대학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7,450명의 

학생이 등록되 있으며 공명정대는 

학교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왔으며 원주민 

학생수는 다른 호주 대학 평균의 

두배입니다. 호주의 경제는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는 뉴카슬과 헌터 지역을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우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호주가 요구하는 고등 교육자 수는 

2025년까지 매년 3.5%씩 증가 

할것이라고 합니다. 

The Wollotuka Institute, Birabahn, Callaghan campus (칼라한 교정)



2013년에 대학은 연방 정부와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로부터  9,500만 호주 

달러의 건립 기금을 받아 뉴카슬의 

중심부에 신개념 교육 공간을 지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써 뉴카슬의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미래형 대학의 근간 (根幹)

이 될 것입니다. 이후 주정부도 곧이어 

새로운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내와 아름다운 항구를  가로지르는 

중후한 철도 대신에 경관이 좋은 항구와 

시내를 잇는 편리한 교통으로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뉴카슬 시는 

거주자와 창조적 작업을 하는 소규모 

업자들을 위해 보다 활기찬 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뉴카슬 대학은 그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개념 교육 공간은 2017년에 개장합니다

건물 예상도

2013  
신개념 교육 공간



뉴카슬 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연구 

중점 분야는 의료, 공학, 에너지, 

과학, 그리고 사회 과학이며, 

이들 연구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인류학, 창조예술, 법학등도 

포함합니다. 

HMRI에 있는 연구소

국제적 지식과 혁신적인 기획



우리대학의 주력 연구소는 

뉴카슬 에너지와 자원 연구소 

그리고 헌터 의학연구소로서 

기존의 우선순위 연구소 팀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방향의 전략을 세워 

2025년의 미래도 (未來圖) 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 세계를 이끌기 위해  관련 

협력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경제 그리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수준의 새 

기획을 제안할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연구소, 호주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전환 연구와 국립 태양 

연구소가 뉴카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60% 에너지를 헌터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은세계적인 지도자를 기르도록 

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카슬 대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혁신과 효과적인 협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NIER의 폴 다스투 (Paul Dastoor) 교수



2012 Ian Wark 메달을 수상한 케빈 갈빈 (Kevin Galvin) 교수

2013년도  뉴사우즈 웨일즈의 과학자들 

그래미 제임슨 (Graeme Jameson)  교수

세계적인 혁신의 하나로 호평을 

받은 제임슨 세포라는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력 공법을 이용하여 탄광 

산업을 위해 무기물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뉴카슬 대학의 

연구자인 저명한 그라함 제임슨 

(Graeme Jameson)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25억만 호주 달러의 

수출로 인한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케빈 갈빈 (Kevin Galvin)  
교수도 상업적 파트너 루도위키 

(Ludowici) 와 역류 분류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조밀 밀도 물체에서 미세 물질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의 성과는 뉴카슬 대학이 

세계로 향한 도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세계적인 설비를 이용하고 혁신적인 

해답을 유추하며 유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NIER은 아시아에 있는 협력 

대학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혁신적인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아시아로부터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대학들과의 협력 

체계가 대학과 관련 있는 산업체들의 

협력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고 

관련 지역들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연구에 도전할 

동력이 될 것입니다. 



헌터 의학 연구소는 뉴카슬 대학과 

헌터 뉴 잉들랜드 의료 기관의 공동연구 

기관으로 존 헌터 병원내에  9천만 호주 

달러를 들여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뛰어난 업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끌어낼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 리바이 (Chris 
Levi) 교수는 뇌졸증 신경과 의사이며 

연구자이고  신경 정신과 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한 분으로 중국의 하얼빈 

의과 대학과 공동 연구인 ‘뇌졸증 후 

뇌를 식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 크리스 리바이(Chris Levi) 
영양학 전문가 클레어 콜린(Clare Collins)

2015  
뉴카슬대학 창립 50년



마이클 온다지 (Michael L. Ondaatje)

뉴카슬 대학의 새로운 전략중 

하나가 세 가지의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연구 

과제들은 한곳에서 모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학과 기업이 모여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연구 과제는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근대적인 창조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뉴카슬 대학은 폭넓은 분야들 – 

지리, 역사, 수학, 식물학, 종교, 사회 

과학, 사회학 – 을 이끌고 있습니다. 

뉴카슬 대학 연구자들의 국제적 

성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 미국 역사 

연구가 마이클 온다지 (Michael 
L. Ondaatje) 박사는 매우 명망 

높은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

미국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에 참가하도록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법대 학장님의 지휘하에  

뉴카슬 법대는 학구적 연구와 

모의 실습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카슬 대학의 교육과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은 

뉴카슬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세계를 강타할 

연구의 초석입니다.

뉴카슬 대학은 기업과 

산업체의 국제적으로 

획기적인 연구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실사회에 유용한 해답을 

내 놓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반증으로 현재

118의 각기 다른 나라에 

115,000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싱가폴 

분교에는 1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뉴카슬 대학의 50주년이 

다가옵니다. 국내에서 

의명성은 세계적인 

명성으로 커갈것입니다. 

기업, 교육 그리고 호주나 

세계의 다른 부분과의 

협력은 뉴카슬 대학의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로 

이어질것입니다. 

2025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계적 지도자 

뉴카슬 대학 싱가폴 분교

뉴카슬 대학



우리와 함께 해요

작성자: 낸시 커싱 (Nancy Cushing), 카트리나 퀸 (Katrina Quinn), 캘로린맥밀른 (Caroline McMi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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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열기

뉴카슬 대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newcastle.edu.au 맨 위로

혁신가 새로운 방향 
2013-2015 년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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