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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



NEO
FRONTIER
경상대학교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연구하며

눈부신 미래를 창조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는

3대 특성화 분야인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탄탄한 산학협력 및 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대학교는 동물생명과학, 항노화, 지리산 문화권 연구 등

새로운 3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경상대학교의 다양한 국가사업 선정과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

체계적 커리큘럼, 창의적 융합교육 또한

경상대학교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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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의 길 70년
세계의 꿈 천년
개교 70주년!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의 교훈은 ‘개척(開拓)’ 정신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개척인의 진취적 기상과

대학 본연의 이념을 추구하는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禮ㆍ智ㆍ學을 겸비한 창의적 개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경상대학교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

척

정

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신

짧게 살고도 오래 사는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이 개척자다.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눈이요, 그의 가슴에는 보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언제나 이것을 묻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 개척의 시



개교 70주년
진취적 정신으로 준비된 오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당찬 상상

경상대학교는 내일도 한 걸음 앞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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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48. 09. 24.  초대 학장 황운성 박사 취임

           10. 20.  도립진주농과대학으로 개교

 (학생 정원 80명)

1953. 02. 02.  4년제 대학으로 승격

1968. 03. 01.  도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설립주체 변경

1972. 07. 11.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5. 03. 01.  대학원 설치

1980. 03. 01.  종합대학교로 승격

 초대 총장 신현천 박사 취임

 교육대학원 설치

1983. 03. 01.  의과대학 설치

           04. 2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인가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1984. 03. 01.  제2대 총장 신현천 박사 취임

           03. 05.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개교

1986. 12. 27.  중앙도서관 준공

1987. 02. 21.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03. 01.  제3대 총장 이정한 박사 취임

1991. 03. 01.  제4대 총장 빈영호 박사 취임

1995. 03. 01.  제5대 총장 서영배 박사 취임,

 통영수산전문대학 통합하여

 해양과학대학 설치

           10. 04.  경상대학교병원 법인화

1996. 06. 10.  평생교육원 설치

1999. 03. 01.  제6대 총장 박충생 박사 취임

2003. 12. 01.  제7대 총장 조무제 박사 취임

2004. 01. 30.  사단법인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05. 29.  교육부 부·울·경 권역

 e-Learning 지원센터 지정

           06. 29.  학교기업 경남동물과학기술

 (GAST), 경상동물의료센터

 (GAMC) 설립

           11. 24.  과학영재교육원 개원

2007. 12. 12.  제8대 총장 하우송 박사 취임

2008. 10. 15.  경상대학교 60년사 발간

2009. 03. 01.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설치

2010. 03. 01.  보건대학원 설치

2011. 12. 16.  제9대 총장 권순기 박사 취임

2014. 04. 22.  국토교통부의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06. 30.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부·울·경 1위

           10. 28.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11. 04.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과 복수박사

 학위제 협정 체결

2015. 03. 01.  의예과 신설

2016. 02.18.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06. 07.  제10대 총장 이상경 박사 취임

2017. 08. 07.  경상대학교 창원산학캠퍼스 설립 인가

           11. 06.  교육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2018. 03. 01.  14개 단과대학, 8개 대학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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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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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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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BULLET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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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산청

항노화·약초산업단지

광양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단지

여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거제·통영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 산업단지 

및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표자 초청 특강 개최

•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사회 발전 간담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대학원(야간 공학석사과정) 설립

 -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건립사업 MOU

   - 대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MOU 

• 한국남동발전(주)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공동개설

 -  학사과정 계약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공동개설

 -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전(電)력질주 MOU

 - 우수협력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 프로젝트 협력, 산학연융복합연구사업단 개소

 -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 태양광 개발사업 투자협약

 - 청렴교육 프로그램 협력 MOU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5 으뜸그룹 채용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 우수학생 취업 등

      공동 관심 분야 업무협력 MOU

• 중앙관세분석소

 -  우수인재 양성과 관세행정의 발전에 관한 MOU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한 MOU

 -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기관 선정

• 주택관리공단

 -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위한 MOU

• 한국시설안전공단

 -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위한 MOU

• 한국세라믹기술원

 - 첨단 하이브리드 화학소재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품질원장 초청 특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위한 MOU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지역인재 육성과 상호협력 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앙관세분석소

진주
경남혁신도시 (LH공사 등 11개 공기업 입주)

진주·사천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창원
대한민국 최고의 기계국가산업단지

거제·통영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 산업단지 

및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거창·함양·산청
항노화·약초산업단지

광양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단지

여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경남혁신도시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지역협력 중심대학

경상대학교는 경남혁신도시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산업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과 산업

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련 분야 학문 발전과 

우수 전문 인재 양성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 (LH공사 등 11개 공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상대학교 협력 현황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점진적 의무 채용 30% 예정)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11개)
창원

대한민국 최고의 기계국가산업단지

진주·사천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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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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신소재 

분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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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BULLET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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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연구력과
높은
교육 수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선정

• 세계 상위 1% 연구자 4명(수학분야)선정, 국내 최고

(2016, 2017 연속) 

세계 상위 1%

•  교육부 선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 영남권 대학 중 유일(2016년)

ONLY 1

• 세계대학랭킹센터(CWUR) 세계대학평가

   (2014, 2015년 2년 연속)

국내 15위

• 라이덴랭킹 종합순위 

   (2014, 2015년 2년 연속)

국립대 1위

한국연구재단 선정,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2016년)

5개 과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2013,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2016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2014 ~ 2017년)

교육기부 대상

•   톰슨 로이터 공동 발표 아시아 최고 혁신

대학 선정

   2016년(국내 20위), 2017년(국내 22위)

국내 20위

교육부·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4회 연속

공동 컨소시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정,

자유학기제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

8개 지역

경상대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 페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공공학 분야 교육

협력 협약

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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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DUCATION
CONNECTIONS
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대학

교류국가

41개국

경상대학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수요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어학연수, 

해외현장학습, 복수학위, 교환학생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류대학

173개

글로벌한 지성 키워내는 교육환경

국제적 지명도를 확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세계 속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의 지성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41개국 

173개 대학, 18개 기관, 17개 연구소, 10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교류연구소

17개

해외 대학과의 학술·학위 교류 프로그램

• 미국 미주리대학 학・석사 연계형 글로벌 학위 

프로그램

• 미국 퍼듀대학 및 미주리대학과 복수박사학위제 

시행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과 복수박사학위제 시행

•퍼듀대학, Scripps 연구소 현지 Lab 운영

•독일 Max-Planck 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교류기관

18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 우수 대학 선정(2013~2020)

경상대학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 따라 평가한 결과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중도탈락률, 

다양성, 재정건전성, 보험가입률, 기숙사 제공률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국제화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체계, 

캠퍼스, 연구소 등의 조직과 운영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류 중·고등학교

11개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상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과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상호 파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호 파견된 

학생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속대학에서 

인정받게 되며 선진 학문 및 외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파견 학생

1000여 명

복수학사학위제 프로그램

복수학위제(Dual Degree)는 본교와 복수학위제 

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과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부과정 학생의 

수학기간은 양 대학에서 각각 4개 학기(2년)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 

우수대학 선정(2013~2020)

(8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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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이끄는

산학협력

꿈을

실현하기 위한

탄탄한

디딤돌

경상대학교는 3대 특성화 분야인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를 비롯해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 촘촘한 장학제도와 더불어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01

•  LINC사업단, 동남권 산업체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 양성

•  가족회사 제도, 산학협력 협의회 통해 산업체의  

의견 수렴

•  기술지도, 공용장비 지원,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산학 

친화형·창의교육 프로그램

•  선진형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및  

향후 자립화 가능성 극대화

02

•동남권 산학협력 중개센터 전국 유일 선정

•3단계 총 9년간 사업수행

    - 첫 3년간 7억 7400만 원 지원

• 글로벌 산학협력을 주도하는 정책연구소의  

위상 확립

•산학협력 정책 수립의 거점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공학 및 인문 사회 융합형 산학협력 선도 등의  

목표 달성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개방형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03

•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 창출을 위한  

창조혁신기계단지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경상대학교 등  

12개 기관, 51개 기업 참여

•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

• 산학협력단 창원사무소,  

LINC사업단 창원센터와 시너지 효과

COOPERATION

SUPPORTS
교내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 26종

•GNU 리더스 장학금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생활보조금

    학기당 150만 원, 생활관비 80만원 이내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등

교내 장학재단 장학금 - 6종

•이정한 장학재단 장학금

•추담 장충석 장학재단 장학금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금

•육천 장학재단 장학금

•김순금 장학재단 장학금

•춘추연구장학재단 장학금

교외 장학금 - 83종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미래에셋장학금

•롯데장학재단장학금 등

국가 장학금 - 7종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이공계)장학금

•국가(인문100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지원
•취업전문성 향상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통한 기초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계무대로 뻗어가기 위한 국제화역량 강화

    프로그램

•봉사정신과 인성 함양 위한 인성계발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경계 허문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취업지도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신입생 실태 및 재학생 의식조사

•취업 캠프 및 진로발견 캠프

•기업채용 설명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취업동아리 지원

•모의 직무적성 검사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 추천

•1:1 취업상담

•여대생 진로설계 및 실천전략 수립

•여성 임파워먼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젠더의식 교육과정

•여대생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02
‘산학협력 정책중점연구소’ 신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주도

ONLY
산학협력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전국 유일 선정

(2014~2023)

01
동남권 산학협력중개센터

권역 내 유일 선정

1000여 개

경상대학교 가족회사

03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창원산학캠퍼스 설립)

300억 원

지원금 5년간

300억 원 이상

교내외 장학금

122종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73%

연간 장학금 지급액

392억

861만 원

등록금 수입

536억

76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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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신비, 그 비밀의 열쇠를 쥐다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의 대형국책사업인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SRC),

교육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두뇌한국21(BK21)사업,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생명과학의

메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탐험 정신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및 연구 경쟁력 창출, 우수 연구인력 배출로 미래 생명과학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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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억 원
• 교육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선정으로 5년간 

141억여 원 지원

•지방단위 유일 ‘2유형 2과제’ 선정

1000억 원
•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선정 10년간 … 1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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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산업통상자원부 ‘항노화바이오 핵심 IP 산업화 촉진 플랫폼 개발사업’ 선정

•세계 최초 BNIT융합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치매치료 원천기술개발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선정

•콩잎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생산기술 개발 성공

대사조절 퇴행성 뇌질환 제어연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  5년간 정부출연금 + 경상대 + 경남도, 

총 63억 원 지원

- 경남도 중점시책인 항노화산업과 연결

-  알츠하이머 치료 천연단백물질 작용 

메커니즘 첫 규명

의학전문대학원 바이오항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바이오항노화 전문인력양성 

BK21플러스 사업 선정

- 7년간 8억 6000여만 원 지원

-  국내 바이오항노화 분야 유일 산업화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핵심 IP

항노화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선정

-  항노화산업 경상남도의 미래전략산업 

지정, 5년간 165억 원 국비·도비 등 지원

10년간 약 1000억 원 지원받아 세계 

최고의 그린바이오 농업강국의 꿈 실현

-  전 세계 지속가능 녹색성장 주도하는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SSAC)

교육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육성사업’ 선정

- 기후변화대응사업단

식물성 에스트로겐 생산기술 개발 성공

-  농업생명과학대학 박기훈 교수팀,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파바톤 

콩잎 재배기술과 기능성 콩잎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성공

한국과학재단 지원 전국 100여 SRC / 

ERC 중 최우수 연구센터로 선정

- 한국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

   (SRC)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소(PMBBRC)

   http://pmbbrc.gnu.kr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 개소로 SRC, 

NCRC, MRC 등 3개 대형국책사업 선정

- 교육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MRCND)

BK21플러스 사업단 선정

- 농생명산업 차세대인재육성사업단

    http://bk21plus.gnu.ac.kr

세계 수준의 지식 및 연구경쟁력 창출

과 우수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핵심연

구센터(NCRC) 7년간의 사업에서 전

국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 환경생명과학국가핵심연구센터

   (EB-NCRC)

미래 인간 유전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

열어

-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일근 교수팀,

   세계 최초 형질전환 적색 형광복제

   고양이 생산 성공

치매제어 기술개발 융합연구단

-  생물학과 김명옥 교수, 세계 최초 

천연단백질 치매 치료제 개발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

멸종위기 동물 복원

-   이준희 교수팀, 멸종위기 ‘백색한우’ 

체세포 복제로 복원 성공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   돼지의 피부에서 줄기세포 분리하여 

복제돼지 생산 성공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BULLETIN 2018

22 23
생명과학 Life Sciences



인류의 또 다른 가능성, 하늘을 너머 우주로 향하다

항공기계시스템
인류의 미개척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와 하늘길을 열어가는

항공기계시스템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경상대학교는 항공 및 첨단 기계 분야의

미래유망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선도할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래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선도해 나갈

하늘의 미래, 경상대학교 항공기계시스템 분야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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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설립

201억 원
미래창조과학부(ERC)사업

9091㎡
항공우주산학협력관 개관

미래형 첨단산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 양성

- 교육부 2단계 두뇌한국21사업(BK21)

- 첨단기계항공 고급인력양성사업단

- 산학연 공동사업단의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기술’ ‘정밀

   기계부품소재기술’ ‘시스템설계기술’  

   ‘항공우주설계/부품기술’의 4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및 특성화 부문의 사업을 수행

BK21플러스 사업

-  차세대기계항공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선정

   http://bkplusmae.gnu.ac.kr

-  무인항공기 SW플랫폼 연구사업팀 

선정

   http://uav.gnu.ac.kr

항공우주분야 국내 최고 수준 연구 교육 

역량

-  교육부 공동연구센터(DRC Degree 

and Research Center) 선정

-  항공우주 비행체 친환경기술 융합 

공동연구센터

- 경상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전국

   네 번째로 공동연구센터에 선정

차세대 항공기의 고성능 컴퓨터 기술

개발

-  지식경제부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선정

-  항공임베디드 SW연구센터 : 2009년 

3월 지식경제부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선정

항공우주산학협력관 개관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9091㎡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회의실 등

   입주, 2016년 4월 개관

사천산학협동연구단지

-  TIC / 경상대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 

입주

-  BK21 / 창의적 수송기계산업인력 

양성사업 실험실습동 입주

- meTEC / 현장특화고급인력양성  

    사업단 입주

- 산학협동연구단지 조성

   (16만 5000여㎡)

-   시작품제작센터 설치, 벤처업체  

다수 입주

-  RIS 혁신특별사업 경남지역 허브 유치

-  PCTT / 경남중소기업 기술이전 

촉진사업 유치

- 경상대 리서치파크 조성사업

   (45억 원 지원, 지방대학육성사업)

-  중소기업기술연구회(경상대 TIC, 4개 

기업체) 선정

- 사천시 산학 관련 협의회 구성 및 활동

- 정부출연 연구원, 분원 유치 추진

- 공학 분야 R&D 클러스터 추구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 KT-1, T-50, 무인항공기 개발 참여

• 교육부 공동연구센터 선정

•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

• 미래창조과학부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ERC) 선정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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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새로운 희망, 미래를 만들다

나노·신소재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 분야는 2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 사회 신성장동력인 나노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신소재 분야는 ‘삼성디스플레이OLED연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뛰어난 연구 성과를 도출하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NANO
AND
ADVANC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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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60억 원 지원

1위
2단계 BK21 사업평가 3년 연속 1위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 반도체’ 개발

•세계 최초 ‘광발광성 초분자’ 개발

•‘아이큐브소재부품인력양성사업단’ 2단계 BK21 3년 연속 전국 1위

교육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 선정

- 차세대 이차전지 융합 부품 소재사업단

    http://batterywcu.gnu.ac.kr

- 나노바이오 화학소재사업단

    http://nanobiowcu.gnu.ac.kr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평가 3년 연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국 1위

- 아이큐브소재부품인력양성사업단

    2단계 두뇌한국21(BK21)

2단계 두뇌한국(BK21) 최종평가 지역우수대학원, 

3년 연속 화학분야 전국 상위권

- (2차년도 - 1위, 3차년도 - 3위, 4차년도 - 2위)

    교육부 2단계 두뇌한국21(BK21)화학과 대학원,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

휘어지고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반도체

재료 개발

- 21세기 프론티어 개발사업

   (차세대 정보디스플레이 개발사업단)

인체이식 가능 융합형 나노배터리 생체연료 전지

전원 시스템 연구단

-  전국 200여 신청과제 중 비수도권 국립대로는 

유일하게 선정

-  인체 내에서 발전하고, 인체 내에서 충전하는 

신개념 융합형 전원 개발

-  우수논문 게재는 물론, 계획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국제원천특허를 포함한 국제 및 국내 

특허 출원

경상대 - 삼성디스플레이OLED연구센터

- 순청색 발광재료 세계 최초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증착용 유기반도체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용액공정용 n-형 유기반도체 개발

-  디스플레이 핵심 발광재료인 심청색 인광 발광재료 

개발

- 고성능 플라스틱 반도체 개발

1위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BULLETIN 2018

26 27
나노・신소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세상을 움직이는
젊은 개척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경상대학교 캠퍼스에는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공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인재가 숨 쉬는 곳,

경상대학교입니다.

GNU
COLLEGES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농업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법과대학  COLLEGE OF LAW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수의과대학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해양과학대학  COLLEGE OF MARINE SCIENCES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본부대학(창원산학캠퍼스)

COLLEGE AFFILIATED WITH THE MA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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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지닌 전인적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소양과 통찰력, 창조적 사고

와 탐구정신을 함양하고 시대 변화에 주체적

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학, 문학, 사학, 철학을 포함

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진리와 가치

를 다루는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

도록 10개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

회와 소통하는 인문학, 문화를 담아내는 인문

학, 세계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변화·발전

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러시아학과 /

불어불문학과 / 사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철학과 / 한문학과 / 

민속무용학과

●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제 선정

(영어영문학과)

●  ‘2017년 인문대학ㆍ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인

문도시 지원사업 선정

●  ‘2015년 인문 100년 장학금사업’ 인문대학 장학

생 32명 선정

●  BK21플러스사업(문화융복합비즈니스모델개발 

인력양성사업단) 선정

● 독일 함부르크대학과 교류협정

● 카자흐스탄대학과 교류협정

●  중국 사천대학, 서안시예술학교, 향주예술학교와 

교류협정

●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와 산학 연계 교육 협약

● 대학특성화(CK)사업단 선정

사회과학대학은 우리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탐구하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 

행정 등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기초 학

문을 교육,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과 국내외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 부전

공, 교직이수 등 다양한 학습 제도를 활용해 주

체적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으며 졸업 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으로 진출해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심리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  지방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 ENA 공공전문

가양성사업(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수행)

●  링크플러스(LINC+)사업 심리학과, 정치 

외교학과 수행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 사회복지학, 사회

학과, 심리학과 수행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사업 심리학과 수행

●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사업 사회복지학과 수행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지닌 인재로 

키웁니다

사회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의 길을

제시합니다

1억 3000만 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지원 ‘인문대중화사업’ 선정

교육부의 인문도시 하동사업 선정, 하동군과 13개 

기관 단체 참여(2017 ~ 2022년)

95%
장학생비율

시민인문강좌사업
한국연구재단 지원, ‘시민인문강좌사업’

연속 시행

TOP
2016~2017 공공전문가 93명 배출

(공무원 77명, 공기업 16명)

GNU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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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은 ‘미래의 자연과학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글로벌화, 산학연 

연구강화, 융복합특성화를 지향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BK21플러스

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등을 유치해 

국내 최상의 교육과 연구여건을 갖추고 있습

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차원이 다른 연구

와 질적 교육을 시행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

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 물리학과 / 수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학과 / 정보통계학과 / 

지질과학과 / 화학과 / 컴퓨터과학과

●  차세대 Bio Green21사업단, BK21PLUS사업단 

등 대형 국책 연구 교육 사업단 유치

● 삼성디스플레이 OLED연구센터 운영

● 생명과학부,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 의류학과 대강의실 콜핑 박만영홀 개관

경영대학은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전

문 경영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경영실무교육

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

정의 개편,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멘토링 시스

템 및 학업이수지도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국내외 교류와 개

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졸업생들은 

제조업체와 금융기관, 기타 다양한 사회분야

로 진출해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자

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 경영정보학과 / 국제통상학과 /

회계학과 / 산업경영학과

● ‘한국 경영학 교육인증’ 취득

●  ‘2015년 인문 100년 장학금사업’ 경영대학 장학

생 3명 선정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첨단 학문을

연구합니다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글로벌 리더의 길을

개척합니다

36억 원
컴퓨터과학과 IT교육선도대학 선정,

6년간 36억 원 지원

7년
국제통상학과 ‘대학 FTA활용강좌 지원

대학’ 7년 연속 선정

CK사업
CK사업 ‘미래개척 기초생명과학인재양성사업단’ /

‘지역혁신 주도형 동남권 화학인재양성사업단’ 선정

BK21+

BK21플러스사업 ‘지역산업 글로벌

창의인재양성팀’ 선정

GNU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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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은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전문공학인 육성을 목

표로 산학협력 및 차세대 신기술 연구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학분야의 기초 이론

과 응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산업기

술 혁신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 공학도를 양

성하고 있으며, 지방대학특성화사업, BK21플

러스사업, ERC, 부속공장 등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 최대의 공과대학으로서 차세대 기

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토목공학부(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

공학) /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전공) / 

나노·신소재공학부 /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 / 건축학과 / 반도체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제어계측공학과 / 

화학공학과

● BK21플러스사업(3개 사업단) 선정

●  공과대학 R.I.S팀, ‘2013 통합 캡스톤디자인경진

대회’ 대상

● 산업시스템공학부, ‘기업맞춤형 트랙제’ 협약

● 건축과 GA장학금 지급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생

명 분야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단계 

BK21사업, 2단계 BK21사업 및 BK21 플러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수준의 대학원 교육

과 NURI사업 및 CK-1사업을 통한 분야별 맞

춤형 학부교육을 제공하여 고급인재육성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연구소 및 농

림기술연구센터에 선정되어 기후대응 및 스마

트팜 등 농생명분야 첨단연구를 선도하고 있

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 환경산림과학부(산림환경

자원학전공,환경재료과학전공) / 

애그로시스템공학부(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 농업식물과학과 / 

농화학식품공학과 / 식물의학과 / 축산생명학과

● BK21 플러스

     - 농생명산업차세대인재육성사업단

● CK-1 사업단

     - 미래그린AF-커뮤니티 인재양성사업단

     - 미래창조형농업생명인재양성사업단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농업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농생명 산업을 선도할 

고급인재를 육성합니다

MOU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등과 활발한 교류 협정 체결

국고지원
- ERC(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

- BK21플러스사업

- 에너지기초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
- 혁신도시 공기업 및 지역 민간기관과의 산학협력

- 기업출연 장학금 지급

국책연구센터유치
중점연구소

농생명산업기후변화대응기술

농림기술연구센터

스마트팜농업연구센터

G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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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은 다양한 전공 강좌의 개설과 모의

재판, 법정견학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국제경

쟁력을 갖춘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전공 분야별 법조인 출신 

실무교수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18명

의 전임 교수와 사회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

성된 초빙교수 3명을 확보해 국내 최고의 교

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법조계, 학계, 각종 공직, 일반기

업체, 금융계, 언론계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

동하게 됩니다.

법학과

●  법과대학 전체 학생 수용 가능한 열람실과 컴퓨

터실, 대경학술관 운영

● 교내 법학연구소와의 연계활동

●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선정(ENA공공전문가 양성

사업 : 장학금 지급, 국내외 탐방, 각종 국내외 경

연대회 참가지원 등)

●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상장 및 장학금 지급)

● 국내 최고 법조 공무원 합격률

사범대학은 교육 학문의 창의적 연구와 융합

적 소양을 지닌 교육자 및 교육전문 우수인력

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0년 전통, 국내 최대 

규모(16개 학과)를 자랑하는 사범대학은 경상

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개척 정신’과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인간 존중의 신념으로 학

문 탐구와 교육자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

고 있습니다. 경남 중등 교원 양성의 메카로서 

학과별 핵심 역량과 신념을 갖춘 교원을 지속

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문화 발

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 국어교육과 / 역사교육과 / 

영어교육과 / 유아교육과 / 윤리교육과 / 

일반사회교육과 / 일어교육과 / 지리교육과 / 

물리교육과 / 생물교육과 / 수학교육과 / 

화학교육과 / 미술교육과 / 음악교육과 / 

체육교육과

●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대비 STS 특성화 교육 운영

● 매년 모의수업 경연대회 개최(상장 및 상금 수여)

●  「4차 산업혁명 대비 현장교육 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직진출위원회’  

조직하여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도

법과대학
COLLEGE OF 
LAW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사회 정의를 구현할

법조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함께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함께 지닌 

창의·융합적 교육자를 

배출합니다

4억 6880만 원
경상대학교 김순금 장학재단 11년간

276명에게 장학금 지급, 2017년 5000만 원 지급

A등급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사범대학

‘최우수(A등급)’ 획득

1위
2011~2013년 법원 검찰직 공무원 38명 배출

(출처: 공무원시험 전문사이트 KG패스원), 전국 1위

130명
‘중등교사 임용시험’ 높은 합격률… 2016년 127명, 

2017년 130명(선발인원 대비 높은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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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은 동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과 생명공학, 의학 등 관련 학문의 이론과 실제

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생명의 참 가치를 아는 

수의학 인력을 양성합니다. 수의과대학의 교과

과정은 2년의 수의예과 과정과 4년의 본과 과

정까지 모두 6년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의예과는 본과 전공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2년간의 예비과정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양과목을 배우

고 전공 기초를 위해 자연계열 과목을 이수합

니다. 수의학 본과 과정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의학, 약리학기생충학 병리학 공중

보건학 등의 예방의학, 그리고 내과 외과 산과 

영상의학 등의 임상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수의예과 / 수의학과

●  BK21플러스사업(미래기반 수의생명과학 창의 

인재양성사업팀) 선정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은 1981년에 시작되었

습니다. 지역 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1차 진료 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

고자 하는 교육 목표 아래 160여 명의 교수진

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구내 전용 학생

생활관과 임상술기센터 및 개인별 정독 공간 

등 다양한 학습 복지 환경을 갖추어 학생들의 

면학과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

다.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였지만, 

2015년에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의과대

학과 같은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고, 2016년

에는 경남 최대 도시 창원에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

료기관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 의학과

●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선정

● 바이오핵심IP항노화산업화플랫폼개발사업 선정

● 의사 국가고시 100%합격(2014·2015 2년 연속)

●   임상술기센터 완비(이러닝센터, 10개의 PBL실

및 12개의 OSCE실)

● 일본 홋카이도 의과대학과 교류협정

수의과대학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최고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따뜻한 가슴의 수의학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지역 최고, 최대 의료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국민 건강을

책임집니다 

63년 전통
1955년 설립,

오랜 전통의 수의과대학

82억 2200만 원
2015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 선정, 

7년간 82억 2200만 원 지원

전국 최초
생태계 교란종 ‘뉴트리아’ 퇴치를 위한

전국 최고 ‘한국뉴트리아연구센터’ 설립

약 10만 9593㎡
2016년 2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701병상의 의료동과 장례식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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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은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 

대상자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간호사 핵심역량을 갖추고 간호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합

니다. 9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간호대학은 최적

의 교육과정과 교수진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

하며 해마다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보건의료기

관 취업률 100%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3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최

고의 간호사에게 수여하는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

습니다.

간호학과

● 90여 년의 전통 있는 학과

●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개관

●  미국 텍사스여자대학교 교류협정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WISE실습교육센터 개관

해양과학대학은 1917년에 설립되어 해양 분야 

최다 전문 인력을 배출한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인류의 중요 자원인 해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 관리할 수 있는 해양

산업 전문 인재를 육성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과학도서관, 학생생활

관, 실습선(새바다호 999톤, 참바다호 36톤), 

가공냉동공장, 기관공장, 해양생물교육연구센

터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해양과학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경영학과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

해양식품생명의학과 / 해양산업융합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 에너지기계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해양토목공학과 / 해양환경공학과

● 수산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 개소

    (2016년 7월부터 10년간 109억 원 지원)

●  BK21플러스사업(ICT기반 LNG-FPSO 핵심

    장비 신뢰성설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단) 선정

● 수산경영학과, ‘한국경영학교육인증’ 취득

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해양과학대학
COLLEGE OF 
MARINE SCIENCES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간호전문인을

육성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향한

인재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5년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5~2020년 12월까지)

150억 원 투자
경상대 - 국립수산과학원 - 통영시 협력,

해양과학대학 부지 내 ‘수산자원연구센터’ 건립

100%
간호사 국가시험, 취업률 100% 달성

9542.7㎡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9542.7㎡ 규모

‘해양과학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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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은 세계적 약학 연구 증진과 인류질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창의적인 약학전문

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신 의약

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이론, 실제 응용기술을 

겸비한 약학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과학기

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 인력과 교수진, 최적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기초약학 및 체계화된 임상약학 교

육을 실행합니다.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경상대

학교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지역 공공의

료 서비스에 기여할 전문 인재 육성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약학과

● 다수의 제약회사와 교류협정

● 진주시약사회 매년 장학금 지급

● 진주 지역 약국에서 실무실습 지원

2017년 8월 창원시 팔용동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창원산학캠퍼스를 완공하였습니다. 기계

융합공학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연구

소들과 함께 공학지식과 기업 실무를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재학생은 2학년부터 

매학기 교수와 창원의 기업연구소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젝트 Lab 과목을 수강하고, 현

장실습과 해외연수에 참여해 글로벌 엔지니어

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계융합공학과

●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교수로 임명

●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연구소들과 협력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본부대학
(창원산학캠퍼스)
COLLEGE AFFILIATED 
WITH THE MAIN 
ADMINISTRATION

특화된 교육을 통해

창의적 약학 전문인으로

거듭납니다

공학지식과 기업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합니다

100%
약사 국가시험, 신설 약대 중 3년 연속 합격

(2015~2017)

프로젝트 Lab
2학년부터 프로젝트 Lab 과목 수강

산학협력
풍림무약주식회사,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경상남도 약사회 등과 교류협정 체결

실무 경험
현장실습과 해외연수 참여로 글로벌 엔지니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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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S

깊이가 다른
학문의 길

경상대학교는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의 완성을 위해 

보다 전문화, 체계화한 

대학원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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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및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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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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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과정 4개 학부 | 95개 학과 박사학위 과정 4개 학부 | 90개 학과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 4개 학부 | 58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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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특성화된

학문 연구와

인적 네트워크의 힘

세상을

더욱 넓게 보는 눈

연구·부속기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상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특수대학원만의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창의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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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학위 과정으로 

최고관리자과정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인문·사회과학 분야
경남문화연구원 / 교육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 /

사회과학연구원 / 인문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여성연구소 / 경영경제연구소 / 인권사회발전 

연구소 /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자연과학·공학 분야
생명과학연구원 / 식물생명공학연구소 / 공학연구원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건강과학연구원 / 기초과학 

연구소 / 동물의학연구소 /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 

해양산업연구소 /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 

약학연구소

부속기관

도서관 / 박물관 / 공동실험실습관 / 신문방송사 /

출판부 / 학생생활관 / 평생교육원 / 과학영재 

교육원 / 보건진료소 / 교육정보전산원 / 

인재개발원 / 국어문화원 / 국제어학원 / 부설 

중고등학교 / 공학교육혁신센터 / 기초교육원 / 

학생군사교육단 / 학생상담센터

21개
연구기관

18개
부속기관

1  BNIT R&D센터

2  GNU국제문화회관 조감도(2018년 완공)

3  박물관 및 고문헌도서관 

4  학술정보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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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의료

인프라의 중심,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는 경남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인 

‘경상대학교병원’과 2016년 2월 개원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암센터인 ‘경남지역암센터’ 등을 갖춘 경남 

지역 의료의 중심입니다. 이는 경상대학교의 

의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기관 

으로서 의학부터 간호학, 약학까지 메디컬 

분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100%
의사·간호사·약사 국가시험 100% 합격

2016년
2016년 2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LINK
경남지역암센터, 로봇사이버나이프시스템 등

최첨단 의료시설 연계 및 구축

경남지역암센터

• 2007년 3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암센터로  

암 치료와 연구, 암 환자 관리, 암 예방·홍보교육, 

암 조기검진사업, 호스피스 및 재가암관리 사업, 

지역 특성 암 연구, 제2기 국가암정복추진 사업 

참여 등

로봇사이버나이프시스템

• Robotic Delivery System인 선형가속기와 

원격제어장치, Imaging System인 X-Ray와 

영상감지기, Patient Positioning System인 

로보카우치, 호흡추적장치로 구성된 세계 최초 및 

최고의 방사선 수술 시스템

• 무통·무혈의 비침습적인 방사선 수술을 통해 

수술의 대체는 물론 일반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암의 치료와 추가치료, 암으로 인한 통증과 출혈 

조절까지 두루 사용

•로봇사이버나이프 치료 2000건 달성(2015. 11)

경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 

센터로 구성

•365일 24시간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심근경색증질 

평가’와 ‘급성기뇌졸중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획득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전문질환센터

• 센터 내 진료-검사-수술-재활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환자 동선 최소화

• 무중력 트레드밀, 재활로봇 자동보행치료시스템 

등 정확한 진단과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첨단 장비 

300여 점 도입

•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진료시스템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사업 및 교육, 관절질환의 전문적인 연구 

수준 향상 기대

경상대학교병원

•1987년 개원한 1000여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공공의료 강화,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창원지역 메디클러스터(Medi-Cluster)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개원

• 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산모 및 이른둥이, 중증외상 등 치료 

난이도가 높은 질환을 구분해 그에 대한 전문 진료 제공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진료 서비스체계, 의약품 및 감염관리 등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중심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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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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