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YEONGSANG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가좌캠퍼스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1114  Fax. 055-772-0359

통영캠퍼스

53064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38
Tel. 055-772-9012  Fax. 055-772-9019

칠암캠퍼스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Tel. 055-772-8008  Fax. 055-772-8013

www.gnu.kr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 그리고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는 1948년 10월 개교하여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그동안 

도립에서 국립으로,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변화ㆍ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중 하나로서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禮)ㆍ지(智)ㆍ학(學)을 겸비한 창의적 개척인재’를 양성하는 경상대학교는 식물생명과학ㆍ 

항공기계시스템ㆍ나노신소재 분야를 특성화하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생명ㆍ항노화ㆍ지리산 문화권 연구 분야를 새로운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경상대학교의 교훈은 개척입니다. 개척정신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 

는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봉사활동, 독서교육, 

인성교육, 외국어교육 등을 통하여 인간 존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경상대학교는 우리나라 21세기 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단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진주ㆍ사천 항공, 창원 기계, 밀양 나노, 통영 해양플랜트, 여수 석유화학 등의 

국가산업단지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잡은 경상대학교는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정부로부터 항공 정비사업(MRO)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5조 4000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계시스템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는 경상대학교는 도약의  

새 기운을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두가 주체가 되고 모두가 목적이 되는 

경상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총장 이 상 경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개교 70주년을 맞은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모두 다 함께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거점국립대학
위상
강화

창의적
인재
육성

안정적
대학재정

확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행정

구성원이
행복한
복지

지속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

SMART 
GNU

Servant
섬김의 정신으로

직무에
임합니다

Missions
6대 목표를
수행합니다

Academy
품격 높은
대학교육을
실현합니다

Together
구성원 모두가
대학발전에
참여합니다

Relationship
소통과 복지를 통해

행복한 대학을
만듭니다

SMART GNU 6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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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FUNDED PROJECTS

3대 특성화 분야 성과를 통한
앞선 경쟁력

각종 

국책사업 성과

경상대학교는 다양한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학교의 위상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3대 특성화 분야인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

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산학협력 등 보다 폭넓은 영역의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

일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786억 8600만 원

● 산학협력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9년 사업) 첫 3년 7억 7400만 원

● BK21플러스사업(9개 사업단)

     5년 266억 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244억 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년 70억 원

● 대학특성화사업(6개 사업단)

     3년 180억 원

● 코어 기술혁신형 및 산학협력중개센터

     3년 39억 원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Ⅱ(POINT2) 사업 선정

     6개월 2억 4400만 원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1년 9000만 원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1년 6억 9000만 원(8년 연속 선정)

● 시민인문강좌사업

     2년 5000만 원

● 인문도시 ‘하동’ 지원 사업 

     3년 5억 8800만 원

● 한국학 분야 토대 연구지원사업

     3년 7억 5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539억 8750만 원

●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년 300억 원

● 바이오 핵심 IP 항노화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5년 165억 원

●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3년 16억 5000만 원

● 뿌리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5년 21억 3750만 원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

     4년 8억 원

● 에너지 고급인력양성사업

     5년 20억 원

●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3년 9억 원

해양수산부

150억 원

●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5년 150억 원

국토교통부

10억 1250만 원

● 항공특성화대학지원사업

     5년 10억 125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

264억 2500만 원

●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7년 63억 2500만 원

●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ERC) 

     7년 201억 원

중소기업청

6억 7200만 원

● 스마트창작터 지원사업

     2년 6억 원

● 창업보육역량강화사업

     6개월 7200만 원

고용노동부

30억 원

●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 

     5년 3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160억 원

● 스마트팜 연구센터(ARC)지원사업 

    10년 1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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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 분야는 2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 사회 신성장동력인 나노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반도체’ 개발

•세계 최초 ‘광발광성초분자’ 개발

•‘아이큐브소재부품인력 양성사업단’ 2단계 BK21사업 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경상대-삼성디스플레이OLED연구센터 공동설립 운영

2단계 BK21 3년 연속 전국 1위

’아이큐브소재부품인력 양성사업단’

세계 최초

‘광발성초분자’ 개발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 반도체’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항노화바이오 

핵심IP 산업화 촉진 플랫폼 개발사업’ 

5년간 165억 원 지원

인체이식 가능 융합형 나노배터리
생체연료 전지 전원 시스템 연구단
6년간 60억 원 지원

생명과학
경상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의 대형국책사업인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SRC), 

교육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 과학연구센터(MRC), 바이오항노화 의과학 

연구센터(BAMRC)등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생명과학의 메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BNIT융합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치매치료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선정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7년간의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 평가

•교육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5개과제… 5년간 141억여 원 지원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선정

•‘제1단계 두뇌한국21(BK21)’ 전국 최우수 사업단 선정(대통령 표창)

•박기훈 교수팀, 콩잎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생산기술 개발 성공

항공기계시스템 
인류의 미개척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와 하늘길을 열어가는  

항공기계시스템 분야 개척을 위해 경상대학교는 첨단기계 및 항공 분야의 

미래유망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선도할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KT-1, T-50, 무인항공기 개발 참여

•교육부 공동연구센터 선정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

•경상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설립

•교육부 공동연구센터(DRC)사업 24억 원 지원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완공

경상대학교는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경상대학교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 인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최고 과학 교육과 연구 기관

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GNU를 대표하는
또 다른 가치,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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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대학

교류 국가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파견 학생

교류 중·고등학교

교류 연구소

교류 기관

Global
Educational
Connection

경상대학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어학연수, 

해외현장학습, 복수학위, 교환학생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1년 첫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41개국, 173개 대학, 18개 기관, 17개 연구소, 10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 미국 미주리대학 학사 석사 연계형 글로벌 학위 프로그램

● 미국 퍼듀대학 및 미주리대학과 복수박사학위제 시행

●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과 복수학위제 시행

● 독일 Max-Planck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퍼듀대학 및 Scripps연구소 현지 LAB 운영

● 교환학생 프로그램

● 복수학사학위제 프로그램

● 일본 시마네대학 및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문화교류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GNU Buddy)

남아프리카 / 뉴질랜드 / 네덜란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몽골 / 미국 / 베트남 / 사우디아라비아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아일랜드 / 영국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조지아 / 중국 / 체코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캐나다 / 키르키스스탄 / 

태국 / 터키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멕시코 / 벨기에

국제교류 

재학생 스스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취업전문성 향상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 멘토링 시스템 통한 기초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 세계 무대로 뻗어가기 위한 대학 국제화 역량강화

● 봉사정신과 인성 함양 위한 인성개발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경계 허문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육지원 

높아진 취업의 벽과 갈수록 줄어드는 취업의 기회 

속에서도 경상대학교만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 인재들에게 경쟁력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당히 사회로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 신입생 실태 및 재학생 의식조사

● 취업캠프 및 진로발견 캠프

● 기업채용 설명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 취업 동아리 지원

● 모의 직무적성검사

●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 추천

● 1:1 취업상담

● 여대생 진로설계 및 실천전략 수립

● 여성 임파워먼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젠더의식 교육과정

● 여대생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

● 노동부 연계 취업지원 활동

취업 프로그램 

경상대학교에서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가득한 

경상인을 지원합니다. 2017년 현재 73%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1만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의 든든한 장학혜택과 함께 

꿈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교내 장학금(26종)

● 국가 장학금(7종)

● 교외 장학금(83종)

● 교내 장학재단 장학금(6종)

GNU파이오니어 장학금 / GNU리더스 장학금 / GNU

액티브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 장학금 / 국가 

장학금Ⅰ유형 / 국가 장학금 Ⅱ유형 / 국가(이공계) 장학금 / 

국가(인문 100년) 장학금 / 대통령과학 장학금 / 국가근로 

장학금 / 지방인재 장학금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 미래에셋 장학금 /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 이정한장학재단 장학금 /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 

육천장학재단장학금 / 김순금장학재단 장학금 등

장학제도 GLOBAL
EDUCATION
CONNECTIONS
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 

우수대학 선정(2013~2020)

(8년 연속 선정)

41 개국

11 개

17 개

18 개

173 개 1000 여 명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진주) 

지역인재 점진적 의무 채용 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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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넘어 다양한 

학문과 교류하고 이론과 실용적 

실무 경험을 자산으로 쌓아가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상상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미래형 

인재를 위해 경상대학교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의 기회와 학문의 

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전문 경영인에게 필요한 분야별 이론 

교육과 실무 지향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 경영정보학과 / 국제통상학과 / 회계학과 / 

산업경영학과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수의과대학은 동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과 

생명공학, 의학, 공중보건, 위생학, 농축산학등 관련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생명의 

참 가치를 지닌 수의학 인력을 양성합니다.

수의예과 / 수의학과

수의과대학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법과대학은 다양한 전공 강좌의 개설과 모의재판, 

법정견학 등의 현장학습과 더불어 전공 분야별  

법조인 출신 실무교수와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초빙교수를 확보하여 국내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법과대학 
College of Law

1981년 문을 연 의과대학은 2005년부터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 의과대학 

으로 다시 전환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은 

경남 지역의 유일한 의과대학으로서 우수한 진료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의사가 되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 의학과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40년 전통, 국내 최대 규모(16개 학과)를 자랑하는 

사범대학은 인간 존중의 신념으로 학문 탐구와  

교육자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 중등교원 양성의 메카로서 역량과 신념을 갖춘 

교원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 국어교육과 / 역사교육과 / 영어교육과 /  

유아교육과 / 윤리교육과 / 일반사회교육과 / 일어교육과  / 

 지리교육과 / 물리교육과 / 생물교육과 / 수학교육과 / 

 화학교육과 / 미술교육과 / 음악교육과 /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사회과학대학은 연계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등 다양한 학습제도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교과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으로 진출해 지역 사회와 

세계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심리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공과대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의 기초이론과 응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창의적 공학도를 

길러내고  있으며, 지방대학특성화사업, BK21사업,  

기술혁신센터, 정보통신연구센터 등과 함께 성공적 

으로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건축도시토목공학부(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기계공학,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 / 나노·신소재공학부 / 산업시스템 

공학부(산업시스템공학) / 건축학과 / 반도체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 

화학공학과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90년의 역사를 가진 간호대학은 해마다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간호사에게 수여하는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1917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의 해양과학대학은 

해양과학도서관, 학생생활관, 실습선(새바다호 

999톤, 참바다호 36톤), 가공냉동공장, 해양생물 

교육연구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해양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경영학과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 해양식품생명 

의학과 / 해양산업융합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  

에너지기계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해양토목공학과 / 해양환경공학과

해양과학대학 
College of Marine Science

자연과학대학은 BK21사업단 등 대형 국책연구 교육 

사업단을 유치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 환경과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첨단 

과학을 지향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 물리학과 / 수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학과 / 정보통계학과 / 지질과학과 / 화학과 / 

컴퓨터과학과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BK21)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가 주관한 NURI

사업과 2단계 BK21플러스사업, CK-1 (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그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 환경산림과학부(산림환경자원학

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 애그로시스템공학부(생물

산업기계공학전공,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 농업식물 

과학과 / 농화학식품공학과 / 식물의학과 / 축산생명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약학대학은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이론, 실제 

응용기술을 겸비한 약학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 인력과 교수진, 최적의 교육환경을 바탕 

으로 기초약학 및 임상약학의 체계화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약학과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기계융합공학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업연구소 

들과 함께 공학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은 기업연구소의 프로젝트 Lab

과목과 현장실습, 해외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계융합공학과

본부대학(창원산학캠퍼스) 
College Affiliated 
With The Main Administration 

인문대학은 어학, 문학, 사학, 철학을 포함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진리와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와 

소통하는 인문학, 문화를 담아내는 인문학, 세계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러시아학과 / 

불어불문학과 / 사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철학과 / 한문학과 / 민속무용학과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개척인재의 
꿈과 함께 걷는
GNU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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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통상학과
농업경제학과
독일학과
러시아학과
민속무용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산업경영학과
수산경영학과
심리학과
영어영문학과
윤리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지리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자연과학
간호학과
과학교육학과
농공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식물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응용생명과학부
의류학과
임산공학과
작물생산과학부
정보통계학과
지질과학과
융합의과학과
축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생산공학과
화학과
농화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도시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기계공학과
재료공정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과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예체능
미술학과
음악학과
체육학과

의학
수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기계융합공학과
문화융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수의생명공학과
언론정보학과
일본학과
정치경제학과
창의융합디자인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해외지역학과
환경보전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기계공학과
농업생명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반도체 및 시스템공학과
생물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지능형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인문·사회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통상학과
농업경제학과
독일학과
민속무용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사회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산업경영학과
수산경영학과
심리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윤리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자연과학
가정교육학과
간호학과
과학교육학과
농공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수학교육학과
식물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융합의과학과
응용생명과학부
의류학과
임산공학과
작물생산과학부
정보과학과
정보통계학과
지질과학과
축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생산공학과
화학과
농화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도시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기계공학과
재료공정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의학
수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기계융합공학과
문화융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수의생명공학과

일본학과
정치경제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보전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기계공학과
농업생명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생물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융합기계공학과

석사학위 과정 4개 학부 | 95개 학과 박사학위 과정 4개 학부 | 90개 학과

깊이가 다른
학문의 길
경상대학교는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의 완성을 위해 

보다 전문화, 체계화한 

대학원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국제관계학과
농업경제학과
민속무용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수산경영학과
윤리교육학과
중어중문학과
한문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자연과학
간호학과
과학교육학과
농공학과
미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식물의학과
약학과
융합의과학과
응용생명과학부
의류학과
임산공학과
작물생산과학부
정보통계학과
지질과학과
축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생산공학과
화학과
농화학과

공학
건축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과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의학
수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문화융복합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수의생명공학과
일본학과
정치경제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보전학과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 4개 학부 | 58개 학과

경영대학원
국제경쟁시대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 경영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최고 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교육전문가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원양성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산업기술전문가를 육성하는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10개 학과 31개 전공을 두고 야간강좌로 운영 하고 있으며, 

2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으로는 

최고위과정이 있습니다.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경상대학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항공우주 산업(주)가 

함께 설립되어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세 기관의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되며, 교과목은 

현장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보건대학원
지역 사회의 건강관련 사업체 및 기관에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기관의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대학원
경남혁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관련 공공기관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건축·도시·토목 분야를 특성화한 특수 대학원입니다.

행정대학원
공공기관 및 사회 각 분야 행정 실무자와 전문 관리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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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캠퍼스   해양ㆍ수산 산업 인재의 꿈이 펼쳐진다

칠암캠퍼스   첨단 의학교육과 연구의 산실

1 의학관(의학대학 본관)

2 의학도서관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학습관

 간호대학 WISE 실습교육센터

 의과대학 학생자치회관

3 의과대학 교육관

4 의과대학 학습관 및 임상술기센터

5 학생생활관(홍지관)

6 경상대학교병원 생활관

7 교육학습관 및 평생교육원 칠암분관

8 정문

9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 간호대학복합교육센터

11 경상대학교병원 본관

12 의과대학 임상교수 교육연구동

13 경남지역암센터

14 응급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5 경상대학교병원 정문

16 북문

17 경남권역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전문질환센터

18 경상대학교병원 철골주차장

1 정문

2 수산관

3 수산가공관

5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6 해양누리관

7 체육관

9 극저온기자재평가센터

10 척양관

11 해양과학관

12 해양과학도서관

13 공학관

15 학생생활관

16 여학생생활관

17 수산자원조사센터

가좌캠퍼스   주요 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인재 양성의 허브

26

25

506

74

73

C구역
D구역

A구역

B구역

1 대학본부

2 중앙도서관

3 학생회관/인재개발원

4 학술정보관/교육정보전산원

5 체육관

6 GNU어린이집

7 GNU국제문화회관

8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11 박물관 / 고문헌도서관

21 정문

22 남문

23 북문

24 교양학관 / 입학본부

25 창업보육센터

27 공동실험실습관

28 BNIT산학협력관/약학대학

29  국제어학원

30  컴퓨터과학관

31  남명학관

32  학군단

34  예절교육관

41  Information Center

42  야외공연장

43  대운동장

44  파워플랜트

49  교직원테니스장

61~74 학생생활관

68  게스트하우스

69  영어캠프강의동

70  LG개척관

81  부설중학교

82  부설고등학교

101~102 인문대학

151  사회과학대학

201  경영대학

251  법과대학

252  대경학술관

301~302 사범대학

303  교육문화센터/평생교육원

304  예술관

351~354 자연과학대학

401~406 공과대학

407  공학 7호관

416  부속공장

451~459 농업생명과학대학

501~506 수의과대학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CAMPUS MAP
캠퍼스맵

가좌캠퍼스 칠암캠퍼스 통영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