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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

대학입니다. 

1948년에 개교한 경상대학교와 1910년에 개교한 경남과학기

술대학교가 2021년 3월 통합함으로써 100년 이상의 역사와 

45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자랑하는 메가 유니버시티가 되었

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으

로서 2030년까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Top 3, 아시아대학 순위 

100위 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지역이 선호하는 

대학,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 분야는 세계적인 연구·교육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를 넘어 미국의 상위권 주립대학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

니다. 특성화 분야는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진

주·사천 항공, 통영 해양플랜트, 밀양 나노, 창원 기계, 여수 석

유화학 국가산업단지 등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문발전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는 미래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 및 학생, 연구 및 산학협력, 지

역연계, 대학경영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학문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특성화, 캠퍼스 특성화 등 3대 특성

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의 총괄대학으로서 ‘USG 공유대

학’이라는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창안하여 지

역의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전국의 우수

한 인재를 모아 ‘예·지·학을 겸비한 창의적 개척인재’로 교육합

니다. 개척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은 국가 발전과 인류 행복에 기

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부·울·경 지역 유일)을 모두 갖춘 대학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위탁경영)은 경남 

도민의 건강한 행복을 책임집니다. 또한 인문, 사회과학, 법학, 

경영, 사범, 자연과학, 해양과학, 농업생명, 공과대학은 물론 하

늘(우주항공)과 바다(해양과학)와 산과 들(농업생명)에 관련한 

다양한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1세기 주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합니다. 경

상국립대학교는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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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심벌마크의 대의(大意)

배경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는 ‘문명(文明)’이 ‘문화(文化)’로 전환한 상징이며, 점·선·원으로 
구성된 가장 완벽한 세계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대학은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담는 오롯한 그릇이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심벌마크는 문화사적 의미와 공시대적 지향점을 융합하여 미래로 도약
하는 뜻을 나타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간호전문대학(1926년 개교), 통영수산전문대학(1917년 개교), 경남
과학기술대학교(1910년 개교)를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으로 우뚝 섰다. 
경상국립대학교는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으로서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지역이 선호하는 대학,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향하는 젊은 대학이다.

의미
1.  심벌마크의 좌우와 아랫부분 프레임은 경상국립대학교라는 큰 그릇을 나타낸다.   

전 세계의 인재를 모으는 대학, 지역사회의 희망을 담는 대학을 표현했다.
2.   미완의 ‘GNU’ 디자인은 끊임없이 완성을 지향하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나타낸다.   

부단한 연구, 교육, 봉사, 산학협력으로 학문의 완성, 완전한 인류 행복을 추구한다.
3.  하늘을 향하여 열린 모양은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열린 경상국립대학교를  나타낸다.   

지역, 국가, 학문영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열린 대학을 상징한다. 
4.  연결된 선은 통합과 혁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상국립대학교의 가치를 나타낸다. 

다양한 학문으로 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이 선호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5.  청춘과 열정의 상징 ‘에메랄드 블루’는 도전하고 창조하는 개척인을 뜻하며,   

글로벌 개척 인재의 산실 ‘젊은 경상국립대학교’를 나타낸다.



54캠퍼스 소개

하나의 대학, 5개의 특성화 캠퍼스에서 
청춘의 꿈을 키우다
개척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학,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 경상국립대학교는
5개의 특성화된 캠퍼스를 기반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역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가좌캠퍼스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 등
의 특성화 분야를 통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인
재를 양성합니다.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경영대학 / 공과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
법과대학 / 사범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창원산학캠퍼스
기계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IoT, AI 등 최첨단 융복합 
기술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본부대학Ⅰ

통영캠퍼스 
미래의 첨단공학과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통영캠퍼스 해양과학대학은 
19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해양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미래산업인 
해양산업과 지능형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해양인재를 양성합니다.

해양과학대학

내동캠퍼스
미래 에너지산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에너지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차세대 핵심 에너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학과 / 사회복지학과

칠암캠퍼스
대학본부가 위치한 캠퍼스와 의학대학과 간호대학이 있는 캠퍼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본부가 있는 
칠암캠퍼스는 ICT융합분야를 선두로 한 융합혁신 캠퍼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의학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칠암캠퍼스는 국립대학병원인 경상국립대병원과 경남지역암센터가 함께 있는 
경남 지역 최고의 의료 중심지입니다.

의과대학 / 간호대학 / 건설환경공과대학 / 융합기술공과대학 / 본부대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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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04. 
2년제 공립진주실업학교로 개교
초대 佐藤政次郞 교장 취임

1925. 05.
제6대 今村忠夫 교장 취임

1931. 04.
칠암동으로 교정 이전

1965. 01. 
5년제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로 승격

1972. 12.
도립에서 국립으로 이관

1979. 01.
2년제 진주농림전문대학으로 승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946. 03. 
진주공립농림학교로 교명 변경

1946. 08. 
진주농림중학교로 교명 변경

1993. 03. 
4년제 진주산업대학교로 승격

1997. 03. 
산업대학원 설치

2000. 03. 
벤처경영대학원 설치

2004. 03. 
산학협력단 설립

2010. 04.
개교 100주년

2011. 01.
진주산업대에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2011. 03.
일반대학 전환

110년이 넘는 역사의 자부심으로 
시대를 앞서가다

1917. 
경상남도수산전습소 설립
(해양과학대학 전신)

1926. 
경남도립진주병원 간호원 
및 조산원양성소 개교
(간호대학 전신)

1969. 03. 
진주농과대학, 
도립에서 국립으로 
설립 주체 변경

1972. 07.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국립대학의 품격을 
갖추어가다

1980. 03.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3. 03.
의과대학 설치

1984. 03.
경남간호전문대학, 
간호학과로 통합

1987. 02.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1995. 03.
통영수산전문대학과 통합해
해양과학대학 설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다

2004. 01.
산학협력단 설립

2004. 06.
학교기업 경남동물과학기술(GAST),
경상동물의료센터(GAMC) 설립

2005. 10. 
LG개척관 준공

2009. 03.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설치

변화를 향한 개척의 길을
모색하다

2014. 06.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부·울·경 1위

2015. 11.
교육부 주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PoINT) 선정

2016. 02.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2017. 08.
창원산학캠퍼스 설립

2018. 0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9. 07.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국립대학의 입지를
공고히 하다

2020. 09.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선정

2021. 03. 01.
경상국립대학교로 개교

2021. 04. 30.
경상국립대학교 공식 출범식

2021. 05.
2021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울산경남 확장 모델 선정

2021. 06. 
GNU 스포츠 콤플렉스 개관

2022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1910 1960 1980 2000 2010 2020
경상대학교

2022
1910

통합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

지역 최초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을 열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황제의 칙령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910년 4월 공립진주실업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지역 최초 전문교육기관으로 개척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경상국립대학교는
1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1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0

근대식 교육기관의 
기틀을 마련하다

1948. 10.
진주농림중학교에서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분리 개교
초대학장 황운성 박사 취임

1953. 02. 
4년제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으로 승격

2016. 11.
칠암캠퍼스 쥬라기 숲 
‘전국 아름다운 숲’ 선정

2017. 08.
K-ICT 3D프린팅경남센터구축사업 
선정

대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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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두 국립대학교의 통합은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캠퍼스와 직원 및 동문 규모, 다양한 학문영역까지
우리나라 국가거점국립대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135개 학과  281개 전공

34억 5000만 원
전일제 장학금 예산(2021년 기준)

대학원 연구지원 활성화 
깊이 있는 학문의 완성을 위해 대학원 연구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0%에 가까
운 대학원생 충원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더 넓어진 규모와 연구 분야를 자랑합니다. 

BK21사업 1단계 ~ 4단계 연속 수행
(1999~2027)

단과대학 및 학과
인문, 사회, 과학, 의학, 예술, 해양까지 폭넓고 다
양한 범위의 학문 분야를 교육·연구합니다. 이는 
융합교육과 통섭 연구를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
는 유일한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공공기관 취업 특화 
진주에 조성된 경남혁신도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인재를 공기업 등 공공기
관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17개 단과대학

109개 모집단위

학과 학부

39개국

260개 대학

교류 대학 

해외대학 교류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교류하며 언어는 물론, 문화와 학문 등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캠퍼스
하나의 대학 아래 가좌, 칠암, 통영, 창원, 내동까지 5개의 캠퍼스로 운영합니다. 
학사 조직은 총장 1명, 부총장 3명을 중심으로 8처, 1국, 1본부, 2단, 4실로 운영
됩니다. 

학생 생활관
‘가좌캠퍼스’와 ‘칠암캠퍼스’, ‘통영캠퍼스’까지 3곳에 
총 4개의 학생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는 오래된 학생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4개
동 4인실과 3인실을 모두 2인실로 변경하여, 더욱 넓
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과 면학이 가능해졌습니다.

5260명
학생 생활관 수용인원

88%
136명 중 121명

경남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인원 중 경상국립대 채용 비율(2020년 기준)

30%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1대학

5캠퍼스

* 경남·울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상호 인정

숫자로 보는 대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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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든든한 플랫폼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는 끊임없이 도전하여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2021) 4년 2600억 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2021) 

5년 70억 4000만 원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빅데이터 분야’(2021) 6년 612억 원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2021)  

12년 연속 선정, 8억 6200만 원
•   진로체험버스 사업(2021) 4년 연속 선정,  

1억 3000만 원
•   4단계 BK21사업(2020)   

7년 353억 7000여만 원
•   이공학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2020)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9년 80억 원 /  
식물생명공학연구소 9년 77억 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020)  
448억 원(1차 사업비)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2020) 6개 과제 선정, 
과제당 520만 원

•   인문도시지원사업(2020) 3년 4억 800만 원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2019)  

9년 42억 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지차체- 

공공기관-산업계 연계 협력형)(2019)   
5년 77억 5000만 원

성재복, 김정기, 성효경 교수
국내 최초, 세계 3번째
소재의 원자이상배열

가시화 성공

Innovative R&D 혁신적인 연구 성과

GOVERNMENT FUNDED PROJECTS
성장의 원동력 <국가지원사업>

RESEARCH PERFORMANCE
세계적 연구역량 <연구 성과>

김명옥 교수 
•  국가 R&D 창의적 기초연구로 기술‧시장  
연계형 성과 창출(2019년 국가연구개발  
대통령상 수상)

공일근 교수 
•  형질전환 적색 형광복제고양이 생산으로  

미래 인간 유전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 열어
성효경 교수 
•  소재의 미세조직 활용해 기계적 강도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이상열·김민갑 교수
•  활성산소종의 농도를 인지하는 센서 단백질

인 QSOX1의 조절에 의한 식물체 병 저항성 
기전 규명

오현철 교수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경남·부산 지역 대학 유일)
•  동위원소 흡착 현상 세계 최초 발견
안건형 교수
•  화재·폭발 위험성 없는 차세대  

아연-이온전지 개발
김윤희 교수
•  이론적 청색 형광 효율을 뛰어넘는 진청색 

형광 OLED 개발
정현영 교수
•  불에 타지 않는 고성능 리튬-황 전지 개발
•  3분 안에 충전되는 초고속 충전 배터리 개발

Global Top Class 세계 최초 연구 성과

Leiden 
Ranking

2위

라이덴 랭킹 ‘최우수 상위 10% 논문비율’ 부문 
국가거점국립대학 순위(2021)

국내 23위
THE 세계대학순위(2021)

국내 공동 11위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2020)

국내 18위
네이처 인덱스(대학 연구기관 연구 경쟁력 지표) 
(2020)

A등급
대학혁신지원사업 최고 등급 달성

김준영 교수
옷에 부착해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핵심요소 
기술 개발

김기환 교수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 blue LEDs 

개발에 새로운 방법 제시

김재연 교수
차세대 작물 유전자교정 핵심기술 

개발(대한민국 특허 2건 등록, 
특허협력조약(PCT) 특허 2건 출원)

산업통상자원부
•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2021) 5년 43억 2000만 원
•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해외연계)(2021) 

3년 26억 2000만 원
•    항공 스마트제조 기술사업화 선도 위한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MOT)’(2020) 5년 26억 3000만 원

환경부
•   야생동물질병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2021) 

3년 14억 4000만 원
•   지중 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2020) 3년 13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사업(2020) 3년 28억 원
•   기초연구실 BRL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위한 

원천기술 개발(2019) 6년 30억 원
•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 

(2019) 매년 국가보조금 지방비 투입
•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ERC)(2017)  

7년 201억 원

고용노동부
•   스마트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0)

산림청
•   산림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사업(2020)  

3년 1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연구센터(ARC) 지원사업(2017)  

10년 160억 원

대학 경쟁력➀_ 국가지원사업 및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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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준비하는 더 넓은 미래
기술의 발전은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넓혀줍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화학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 인재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성화 예비육성 분야 
동물생명과학, 지리산권 문화연구, 항노화 분야

대학 경쟁력➁_ 특성화 교육

생명과학
생명과학 분야의 대형국책사업인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SRC), 핵심연구센터
(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등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항노화바이오 핵심IP 산업화촉진 플랫폼 개발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제1단계 두뇌한국21(BK21)’ 전국 최우수 사업단 선정(대통령 표창)
•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BAMRC) 선정
• 세계 최초 BNIT 융합기술 이용 새로운 치매 치료원천기술 개발(시장성 1조 원)
• 교육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선정 141억 원
• 농촌진흥청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 박기훈 교수팀, 콩잎 추출 식물성 에스트로겐 생산기술 개발 성공

차세대 바이오산업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
World Class 항공기계시스템

경남 진주·사천지역의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함께 활발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항공기계시스템 특성화 분야는 세계의 하늘과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활발한 산학협력과 첨단 교육 환경은 국제
적 수준의 명품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경상국립대학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특성화
대학원 설립

•  항공우주산학협력관 개관 산학연계프로그램 실무인력 양성
•  KT-1, T-50 무인항공기 개발 참여(교육부) 공동연구센터(DRC) 24억 원 

지원
•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MOT사업단 

(기계항공 전문 인력 양성)

항공 분야 최초 선도연구센터사업 선정
First

나노신소재·화학
나노신소재·화학 분야는 2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연차평
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 
사회 신성장동력인 나노신소재·화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인체 이식 가능 융합형 나노 배터리 생체연료 전지전원 시스템 
연구단 60억 원 지원

•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 반도체 개발, 세계 최초 광발광성 초분자 
개발

•  경상국립대-삼성디스플레이 OLED연구센터 공동설립

BK21사업 연차평가
1위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마산의료원(위탁경영)

남해삼동학술림
산청덕산학술림
진주금산사육장
산청금서학술림

산청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마산의료원(위탁경영)

남해삼동학술림
산청덕산학술림
진주금산사육장
산청금서학술림

산청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남해군

산청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금서학술림

산청덕산학술림

남해삼동학술림

진주금산사육장

산청금서학술림

산청덕산학술림

남해삼동학술림

거제수련원통영캠퍼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마산의료원(위탁경영)

창원산학캠퍼스

진주금산사육장

경상국립대병원

칠암캠퍼스

가좌캠퍼스
내동캠퍼스

1514

남해고속도로

KTX 진주역

JC

IC

통영대전고속도로

● 진주시외버스터미널

● 국립진주박물관

● 연암공과대학교

● 남부산림연구소 
   수목종합전시원

천전동

독산리
신율리

상평동

가호동

송백리

속사리

평거동

상대동

하대동

● 진주휴게소

● 진주시청

● 진주생활체육관

● 모덕체육공원

망진산

남강

가좌캠퍼스

칠암캠퍼스

내동캠퍼스

경상국립대병원

경 남  진 주 시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비상

경남의 중심 진주에 자리 잡은 경상국립대학교는 가좌와 칠암, 통영, 창원, 내동 캠퍼스를 
지역 발전의 기지로 삼아, 지역의 발전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경쟁력➂_ 경남의 교육·연구·산학협력 발전의 주인공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마산의료원(위탁경영)칠암캠퍼스 내동캠퍼스가좌캠퍼스

창원산학캠퍼스

경상국립대병원

통영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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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의 동반자,
경남혁신도시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진주에는 ‘경남혁신도시’와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련 분야 학문발전과 

우수 전문 인재 양성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R&D 기능 및 기술 융‧복합 허브 기능
•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 항공기부품연구

소 등을 활용한 핵심기술 개발 

핵심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기술비즈니스센터 등을 활용

한 사업화 지원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운영 성과  
(2021년)
•  연구소기업 설립 22건
•  기술이전 43건
•  기술창업 28건
•  기업지원 69건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기술핵심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글로벌 거점 육성

경상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분야의 특허

총227건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운영 성과(2021년)

총162건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협력) 선정

•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위한 MOU
• 경남 공공기관 직무박람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대학원(야간 공학석사과정) 설립
- 대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MOU
• 국방기술품질원
-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위한 MOU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한 MOU
-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기관 선정
• 한국남동발전(주)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공동개설

-  학사과정 계약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공동개설

-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전(電)력질주 MOU
-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 프로젝트 협력, 산학

연융복합연구사업단 개소
-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약, 태양광 개발사

업 투자협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으뜸그룹 채용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
- 공동 관심 분야 업무협력 MOU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상국립대 협력 현황
전체 취업생 중 혁신도시 공기업과 
공무원, 교사로 취업하는 비율 35%

경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협약
11개

경상국립대 졸업생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2013~2020년)

614명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지역혁신의 기반

경상국립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에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을 더해 지역 전략산업을 발전시킬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은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란?
지방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축된 ‘울산·경
남 지역혁신플랫폼’은 USG 공유대학을 설립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플랫폼 형태 대학 모
델입니다. 

USG 공유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춘 스마트 공동
체,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의 미래 유망산업 관
련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이를 이수하면 소속 
대학과 공유대학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
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과 별

도로 지원되는 혁신인재지원금,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USG Pass Pay가 지원되며, 참여기
업에서 취업 연계 인턴십을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저탄소
그린에너지

스마트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

미래 모빌리티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2021년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중심대학
경남대·창원대

울산대·경상국립대

3088억 원
지원금(5년간)

5개 분야 8개 전공
울산·경남형 공유대학(USG)

13개 대학 

62개 지역혁신기관 참여

대학 경쟁력➃_ 항공우주 및 혁신도시 산학협력 허브 구축 대학 경쟁력➄_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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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
국제화 프로그램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고,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인재들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는 경상국립대학교, 
보다 넓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당입니다.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 
2021년부터 개발도상국 최고의 인재를 차세대 친한(親韓) 지도자로 
육성하는 ‘개발도상국 차세대리더 육성사업(FGLP; Future Global 
Leaders Projec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와 경상남도, 해
외진출 지역기업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 교육, 실습 등을 거쳐 한국 기업 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FGLP 석사과정 장학생들은 2년(4학기) 동안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전공 분야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지원, 경남지역 자
연환경, 관광·문화, 선진기업 체험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지원사업 수행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동남아시아 지원사업인 ‘GKS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ASEAN 국가 우수 대학생 초청 연수’, ‘CAMPUS-
Asia AMIS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
론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류 국가
39개국

교류 대학
260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부과정 261명+대학원생 170명)

431명

국제화프로그램 선발시기 및 파견대학
매년 1월
하반기 일본 교환학생
오사카대, 규슈대, 나고야대, 메이지대, 간사이대, 
시마네대, 나가사키대, 오사카경제법과대, 야마구
치대, 고치현립대, 교토공예섬유대학

매년 4월
하반기 중국·대만 교환학생
(중국) 산동대(제남), 산동대(위해), 요녕과기대, 천
진공업대, 청도대, 장수대
(대만) 중국문화대, 창화사범대, 불광대
하반기 중국 복수학위제생
산동대(위해), 청도대, 사천대
하반기 유럽권 교환학생
독일 함부르크대, 데겐도르프 공과대학, 라트비아 
리가기술대, 러시아 돈주립기술대, 스페인 말라가
대, 프랑스 프랑슈-콩테대, 아비뇽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샤카림세메이국립대, 사르센 아만
졸로프 동카자흐스탄대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말레이시아 HELP대

매년 4월, 9월
방학 및 학기제 영어연수생
말레이시아 HELP대, 필리핀 라살아라네타대, 
UA&P대학, 미국 머레이대

매년  8-9월
상반기 영어권 교환학생
미국 머레이주립대, 미국 피츠버그대, 체코 프라하 
생명과학대학, 말레이시아 HELP대
상반기 일본 교환학생
오사카대, 규슈대, 나고야대, 메이지대, 간사이대, 
시마네대, 나가사키대, 오사카경제법과대, 야마구
치대, 고치현립대, 교토공예섬유대학

매년 10월
상반기 중국 교환학생
화중과기대, 청도과기대, 청도농대, 장춘이공대, 장
춘사범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해외취업 길
해외로 취업하려는 글로벌 개척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해외취업 아카데
미’와 국가별 해외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해외취업 특강’, ‘해
외취업 캠프’, ‘해외취업 설명회·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인재들이 
해외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해외대학 2년, 경상국립대학교 
2년 수학 후 복수학위취득 가능

2+2

GLOBAL
PROGRAM

국제화의 표준을 제시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정착을 위해 멘토 및 GNU Buddy 제
도, TOPIK(한국어능력시험) 장학금, 문화체험 및 산업체 견학, 한국어 
집중 교육과정, 출입국 비자 연장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글로벌 
카페 및 인터내셔널 라운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학점취득과 국제경험을 동시에!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학점취득까지 가능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류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복수학위제 프로
그램’,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의 학문과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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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를 연결하는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키우도록 

경상국립대학교가 곁에서 함께 응원합니다.

개척학기제
국가거점국립대학 최초로 학생설계 교과
목인 ‘개척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척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
업 대신 스스로 과제를 설계하고 자기 주
도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양 또는 전공학점
을 인정받는 학사제도입니다. 

꿈·미래개척 프로그램
신입생들이 소속 학과 교수 또는 선배들
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얻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
그램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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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오프라인 경계 허문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 국가고시준비반, 공인회계사반 운영

재학생 교육지원

• 진로·취업 상담
• NSC 및 직무적성검사 대비 교육
•   학과별 Job Day, 진로·취업 특강지원 

프로그램
•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턴십, 설명회, 
아카데미 등)

• 진로 및 취업 캠프
• 취업 동아리 지원
• 취업 추천
•   일 경험 참여지원(현장실습, 체험형  

인턴십, 청년강소기업 체험 등)

취업지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GNU리더스(수시, 정시)

단과대학 
수석 장학금
(수시, 정시, 약대)

단과대학 
차석 장학금
(수시, 정시)

모집단위 
우수자 장학금

농어촌 특별전형 
우수자 장학금

제한 없이 가능성을 넓혀 가는
장학제도

GNU리더스(수시, 정시)
수능 국어, 영어, 수학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
혜택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 학기당 생
활보조금 400만 원, 학기당 생활관비 80만 원 이
내(생활관 입소할 경우). 의대, 수의대, 약대 제외.

단과대학 수석 장학금(수시, 정시, 약대)
전형 총점 최상위 학생에게 지급
혜택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 학기당 
생활보조금 200만 원(2학년까지), 첫 학기 
생활관 관리비(생활관 입소자 대상)

단과대학 차석 장학금(수시, 정시)
전형 총점 차순위자 학생에게 지급
혜택 : 등록금 전액 지원(2학년까지), 첫 학기 
생활관 관리비(생활관 입소자 대상)

농어촌 특별전형 우수자 장학금
전형 총점 기준 상위 5% 이내 학생에게 지급
혜택 : 등록금 전액 지원(1학년 1학기)

모집단위 우수자 장학금
전형총점 기준 상위 40% 이내 학생에게 지급
혜택: 1학년 1학기 등록금 차등
•   상위 10% 이내 : 150만 원, 첫 학기 생활관 

관리비(생활관 입소자 대상)
• 상위 10%~20% 이내 : 100만 원
• 상위 20%~40% 이내 : 50만 원

교내외장학금
88종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70.2%

재학생 1인당 장학금(연간)
272만 8300원

경상국립대학교는 무한히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장학지원은 

인재들이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지원 프로그램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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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워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전공교육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꿈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단과대학

내일의 꿈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러시아학과 / 
불어불문학과 / 사학과 /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전공) / 중어중문학과 / 
철학과 / 한문학과 / 민속무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 사회복지학부 / 사회학과 / 심리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 아동가족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물리학과 / 수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학과 / 정보통계학과 / 지질과학과 /
화학과 / 항노화신소재과학과 / 제약공학과 / 
컴퓨터과학부(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경영대학
경영학부 / 경영정보학과 /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 국제물류전공) / 회계세무학부
(회계학전공, 세무학전공) / 스마트유통물류학과 / 
산업경영학과(재직자 과정)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 도시공학과 / 토목공학과 /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 / 
나노․신소재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세라믹공학전공) / 
산업시스템공학부 / 건축학과 / 반도체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 
화학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 환경산림과학부 / 
환경산림과학부 산림융복합학전공(야간) / 
환경재료과학과 / 농학과 / 스마트농산업학과 / 
원예과학부 / 식품공학부 / 환경생명화학과 / 
식물의학과 / 동물생명융합학부 / 축산과학부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지역시스템공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 국어교육과 / 역사교육과 /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 윤리교육과 / 
일반사회교육과 / 일어교육과 / 지리교육과 / 
물리교육과 / 생물교육과 / 수학교육과 / 
화학교육과 /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 
체육교육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 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학과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 
양식생명과학과 / 해양식품공학과 / 
미래산업융합학과(재직자 과정) / 
기계시스템공학과 / 스마트자동화공학과 / 
지능형통신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해양토목공학과 / 해양환경공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본부대학Ⅰ
기계융합공학과

건설환경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 환경공학과 / 
인테리어공학과 / 조경학과 /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융합기술공과대학
기계소재융합공학부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자동차공학과 / 융합전자공학부 / 에너지공학과

본부대학Ⅱ
휴먼헬스케어학과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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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
계약학과
 
일반과정
석사과정 
4개 학부 98개 학과
박사과정 
4개 학부 88개 학과

석·박사통합과정 
4개 학부 61개 학과

학과 간 협동과정
석사과정 18개 학과
박사과정 19개 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5개 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석사과정 7개 학과
박사과정 6개 학과

계약학과
석사과정 1개 학과
박사과정 2개 학과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보건대학원
건축도시토목대학원
스마트미래농업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
창업대학원

대학원은 깊이 있는 학문의 완성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과 학·석사 연계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기계항공, 나노신소재·화학 등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세상을 바꾸는
연구,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의 산실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및 분관

부속시설·지원시설
인재개발원, 박물관, 공동실험실습관, 보건진료소, 
학생생활관, 국제어학원, 평생교육원, 과학영재교
육원, 신문방송사, 출판부, 공학교육혁신센터, 국
어문화원, 교직부,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
터, 체육진흥원, 보육교사교육원, 예비군연대, 사
회봉사센터, 최고영농자교육원, 산학협력역량개
발원, 창업보육센터, 위칠드런 국제문화센터

연구시설(계열별 가·나·다순)
인문·사회계열
경남문화연구원, 경영경제연구소, 경제·경영지
원센터, 교육연구원, 국제지역연구원, 국제무역·
물류 연구소, 대학사회책임센터, 법학연구소, 사
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
소,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여성연구소, 인권사회
발전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전통시장상권 활성
화센터, 창업연구소, 청담사상연구소, 커뮤니티
비즈니스연구소

자연과학계열
기초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동물생명
산업센터, 미래동물성자원연구소, 바이오융합기
술연구소, 버섯연구소, 생명과학연구원, 식물생
명공학연구소, 식품감각인지연구소, 스마트팜연
구소, 아름다운마을연구소, 약학연구소, 양돈과

학기술센터, 유전자분석센터, 작물보호연구센터,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센터, 해양산업연구소

공학계열
공학연구원, 국제정원연구소, 그린에너지융합연
구소, 미래융복합기술연구소, 중소기업산학협력
센터, 컴퓨터정보센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의학계열
건강과학연구원, 동물의학연구소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학시설과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성장의 중심에서 

경상국립대학교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원동력

대학시설/연구기관

2021년 전일제 장학금 예산

34억 5000만 원
수학기간 전액 장학금 지급

100%
국가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한 장학 혜택
(전일제 대학원생 대상)

BK21사업 1단계~4단계 연속 수행
(1999~2027년)

28년

이공계열 졸업생 취업률

86.64%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

22개국  117개 대학  

3개 기관  6개 연구소

2021년 대학원 충원율

99.15%

대학원 대학시설/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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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 재학생을 위한 교양 체육수업 
- 교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교내외 스포츠리그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과정 연수 등

특화 프로그램 
- 연회원 할인율 적용 및 사전등록 특전 제공

- 디지털 AI기반 프로그램 
-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
- 여성들을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
- 가족 운동 프로그램 

개관시간
평     일 : 06:00 ~ 22:00 
토요일 : 09:00 ~ 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스포츠 콤플렉스는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스포츠 강좌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면적 7779.06m2 규모로 수영장(25m X 8개 레인)을

비롯해 필라테스, 요가, 헬스, 세미나룸, 키즈존, 체력측정 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최신식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헬스케어 공간

스포츠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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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
• 1987년 개원한 950병상 상급종합병원
• 경남권역외상센터 지정 운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2016년 개원한 중부경남 거점병원으로서 경남

권역 메디클러스터 역할
•  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산모 및 이른둥이, 중증

외상 등 치료 난도가 높은 질환자에게 전문 진료 
제공

경상국립대학교 운영 의료기관
• 마산의료원(위탁운영)
• 경남지역암센터
•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공공전문진료센터
• 응급의료센터
• 경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로봇사이버나이프시스템
• 경남권역외상센터

경남 지역 거점 병원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지역 암센터인 

‘경남지역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상국립대학교의

지속적인 투자와 열정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

의료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

Only One
경남지역암센터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암센터

First
2021년 경남권역외상센터 개소
New

의료기관



가좌캠퍼스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0114, 1114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TEL. 055)772-3114
[의·간호대학]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TEL. 055)772-8017

통영캠퍼스 
5306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TEL. 055)772-9099

창원산학캠퍼스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TEL. 055)772-0248

내동캠퍼스 
5284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139번길 8  TEL. 055)772-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