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경남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대학’으로 우뚝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하이테크·하이터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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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대 스마트 학습 공간 제2경영관 이비즈(E-Biz) 실험실 2 경남대 2021 엑스-페스타
X-Festa) ‘레고 로봇’ 3 경남대 창의융합공간 제4공학관 1층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세계 속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창의
융합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 대학’으로 성
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 특성화와 경험 기반 운영에 집중하
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경남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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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2주기 ‘자율개선대학’에 이어 올해 3주기 평가에서도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뽑히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
반재정지원) 지원을 받게 됐다.

학생 스스로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신으로

구조화학습환경(SOLE)과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진로 개발을

대학의 적정 규모와 교육의 질을 평가한 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

위해 학업 컨설팅 전담 교수와 전공별 학습컨설턴트 교수제를 운영

춰야 할 요소들을 3년마다 종합평가한다.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또 NET-a 학사지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최소 전공제와 복수

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2년 연속 받아 지역 명문 사학의 위상

전공 등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했다.

을 더욱 공고히 했다.

대학 특성화로 전문화를 겸비한 지역 연구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

아울러 학생들의 경험기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학습을 지

는 경남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원하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하이테크-하이터치 학습 모델’을 도

연구자 육성과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입했다.

있다.

기존 이론 중심 수업을 탈피하고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창의 경

지난해부터 영남권역을 대표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주관기관으

험’, ‘융합 경험’, ‘지역 경험’, ‘도전 경험’, ‘글로벌 경험’ 등의 질 높은 교

로서 지역 내 통일 역량 강화와 사회통일 교육 거버넌스 확장을 위

육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을 구축해 영남권역 5개

있다.

지역에 균형감 있는 통합형 통일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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