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남대,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대학’으로 우뚝
경남 통일교육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간 평화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가 하면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북한·통일학 분야에
특화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육성해왔다.
경남대는 2020년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서 ‘영남권역 주관기
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진행한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에
서 종합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초대 센터장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50명의 제23기 통일교육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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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며 지역

1 경남 통일교육센터 개소 2 경남대 3 ‘청년 진로·취업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과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계획이다.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대

지역 청년 종합취업 서비스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경남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고용 문제가 점차 심화하는 가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아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운데 학생부터 졸업생, 나아가 지역 청년에게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정하고 지속적인 대학 혁신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지역 명문사학 위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한다.

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진로 탐색·취업 역
량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통일 교육 선도 ‘경남 통일교육센터’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진로 탐색 및 전

경남대는 최근 통일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서

문 상담 지원, 취업 컨설팅·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지역 청년 고용지원

부산·울산·경남 지역 통일 교육을 책임지는 ‘경남 통일교육센터’ 주관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대는 또 독창적인 산학친화형 교육 과정인 ‘일머리 교육’을 중심으

통일·안보 특성화대학으로서 교육부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안보 전

로 한 인재 양성과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문 인재 양성사업’,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며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 발전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 지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학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미래를 향한 도약에 큰 원동력이 되

특히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국제포럼(KGF)’을 주관하며 남북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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