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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국책사업 선정으로 ‘새로운 도약’

‘지역혁신 사업’ 지원대학 선정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 국책사
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는 지난 7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지원 대상으
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도를 지역혁신 플
랫폼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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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플랫폼이 참여해 단일형은 경남과 충북, 복수형은 광주·전남
등 3개 지역혁신 플랫폼이 선정됐다.

‘국가연구실’ 선정 쾌거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범부처 핵심정

창원대학교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

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이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인재를 육

실’(N-LAB)에 선정됐다.

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

과기정통부는 국내에 소재하는 국책연구소와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 12

는 사업이다.

개 연구실과 2단계 13개 연구실을 국가연구실로 선정, 총 25개 분야(국책

경남은 창원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49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

연구소 20개, 대학연구실 5개)에서 국가연구실을 지정했다.

폼을 구성해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공

이 중에서 대학 국가연구실은 창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창

동체’ 3개 핵심분야에서 선정됐다. 특히 창원대는 ‘스마트 제조엔지

원대·서울대·KAIST·한양대·전남대)이 선정됐으며, 창원대 신소재공

니어링’ 분야의 중심대학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학부 기능성 나노구조재료 연구실이 ‘국가연구실’(N-LAB)로 선정되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와의 협업 노력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

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다.

국가연구실 책임교수인 창원대 신소재공학과 정연길 교수는 “이번

이호영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

국가연구실 지정을 발판으로 향후 선진국 주도형 기술 분야인 고

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발전 시켜 나가

온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해 국가경

고, 경남의 3개 핵심분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학·연·관

창원대가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력을 극대화하는 등 고온 부품 허브(Hub) 역할을 하는 기능성 나

고 강조했다.

노구조재료 연구실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 2 국가연구실(N-LAB)에 선정된 창원대 신소재공학과
기능성 나노구조재료 연구실 연구원들 3 창원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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