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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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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 배경

1. 산업계 인력수급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한 전략적 인재 양성 (지역전문가 등)을 위한 대학의 지원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 산업계 수요에 따른 우수인력 공급

◦ 산업계 수요에 따른 인력 공급 유연화 실현



분 야 학 과

바이오의약

고부가가치식품

신소재 / 나노

환경기술 /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응용광물리학과

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수리금융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2. 9대 유망분야 및 미래 전망에 기초한 자연대학 해당학과 현황

환경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체육학과



III. 전략방향 및 세부전략

연 구 :

교 육 :

1. 전략방향

현장/실무 적합형 인재 양성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학생중심의 교육

지속 가능한 연구경쟁력 확보 (HW/SW 인프라)

경쟁력 있는 특성화 분야 육성

산업체 요구 기술개발



2. 세부전략

1) 학생 역량 강화 및 교육 내실화

- 복수전공제도 의무화 : 이중전공/융합전공

-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실험실습 강화

- 산업체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캡스톤디자인 교육

- 자연대 교환학생 비중 증대

-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공 심화교육 강화

- 영어강의 교과목 개발 및 운영



2) 연구력 및 산학협력 활성화 강화

- 특성화분야 연구그룹 발굴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

- 국제 공동연구 및 자연대 연구소 활성화

-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연구활동 장려

- 연구비 수주 확대 노력

- 산학협력 체제 구축 및 R&BD 활성화

3) 교육-연구 HW/SW 인프라 강화

- 교육용 기자재(빔 프로젝트, 전자교탁 등) 현대화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실험실습 공간 확충

- 실험실습비 증대

- 조교제도 활성화 (연구/교육조교 지원 증대)



융합적 빅데이터 분석 특성화

언어청각학부
고령친화 의사소통 케어

기초학문분야

보건관련
학문분야

체육학과

응용광학 특성화

Active Aging을 위한 스포츠케어

기능성 나노 융복합 소재

환경 에너지 융합 및 기후변화
나노바이오융복합소재

“생명건강특성화사업단”
생물 및 의약품 신소재
웰니스 식품소재

생명과학분야

수리금융정보학과

응용광물리학과

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

언어청각학부

IV. 학과별 특성화 추진 방안 (종합) 

1. 전체 개요

자연과학보건생명대학 자연과학대학
단과대학명칭변경



- 강원도 : 관광/체육산업 – 2018 동계 평창올림픽 연계
- 춘천시/강원도 : 바이오산업
- 원주시/강원도 : 의료기기산업
- 강릉시/강원도 : 신소재산업(비철금속)

정부규제프리존전략산업 :  강원도 :스마트헬스케어에선정

1) 지역특화 전략사업

2. 특성화 방안 추진 배경



2)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1)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사업 창출 시범 사업 추진

(2) 빅데이터 창업혁신 지원 :

온라인 문진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빅데이터 특화펀드

빅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포털 서밋)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

강원도 주력산업인 관광, 의료기기, 농업의 재도약을 지원

네이버 역량(데이터/플랫폼) + 지역자원(대학·연구기관) + 강원도 약점보완

⇒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기반 산업의 모태”



(1) 통계학분야 – Big Data Analytics

(2) 광물리학분야

(3) 신소재/환경분야

(4) 바이오분야 유전체(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 분석 연구

(5) 바이오분야 질병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연구

(6) 식품산업관련 제조 및 마케팅 영역 연구분야

(7) 스포츠산업 관련 분야

(8) 보건의료관련 분야

Big Data 관련 사업 가능분야



분석

예측

수집

통합/연계

모니터링

의료기기 간, 기기-의료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및 연동 (사물 정보 통합)

병원 간 이종 EMR 데이터 통합

생체 정보 (혈압, 맥박, 체온 등) 측정

Life Log 정보 (운동량, 칼로리 섭취량 등) 측정

질병 증상 인식 및 판별

Health Index 기반 상태 진단

조기 경보 및 응급 알람 (생체신호 분석 기반
위험 조기 감지 및 의료기관 연계)

통합 DB 기반 예측 모델 제공

수집된 개인 정보 기반 개인 질환 예측

Buzz, 임상 정보 활용 집단 질병 발생 예측

EMR, 임상 시험, Buzz 등 비정형 데이터 분석

Vital Sign 등 생체 정보 트렌드 분석

질환군, 고위험군 등 특성 분석

추천

질환군 별 치료법 추천 (신약 특성에 맞는 최적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헬스 코칭 (운동량, 식단 추천)

플랫폼 참여

데이터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병원, 건진센터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네이버

의료기기 업체

요양기관

의료기관 EMR

의료기기 센서

피트니스 업체

원격진료 센터

IoT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

3) 정부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강원도 : 스마트헬스케어 선정) 



V. 핵심주제별 추진방안



1. 융합인재학부 신설

학부 운영계획

 Honors class 학생 유치 : 자연대 학과별 전공소개

 Honors 융합 전공에 자연대 우수 faculty 적극 지원

도제식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함양

 자연대 소속 학과의 제1전공 선택 유도



1. 기본적으로 복수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이중전공, 융복합전공 중 반드시 1개 이상 선택

1) 복수전공 선택 시 이수학점 예시 :

(1안) 각 전공별 45학점 내외

(2안) 자연대 내 소속학과 전공 45학점 (실험실습과목 12학점 포함),

소속학과 외 전공 33학점

* 전공에 따라 제1전공 선이수 후 제2전공 이수 권장 가능

* 제외학과: 언어청각학부, 식품영양학과, 체육특기생

(소속학과전공 45학점 + 학과특별전공 25학점)

2) 융복합 전공 선택 시 이수학점 예시 : 각 전공별 33학점

3) 복수전공 선택시기

1학년 입학 시 제2전공 선택가능

전공에 따라 제1전공 선이수 후 제2전공 이수 선택가능

제2전공의 선택은 수시로 변경 가능

2. 복수전공 의무화



2. 추진내용

o 복수전공을 위한 선수과목 등 교육과정 이수체계 수립

o 복수전공 인원 대비 학과 실험실습비 추가 지원 및 교원충원 기준 반영

o 복수전공의 필수화로 인해 증대되는 교원/조교 충원 등

o 전공당 적정정원(upper limit) 설정

o 실험실습 기자재 및 공간 확충

o 융복합전공 개선 및 신설

o 유망한 미래산업을 타깃으로 한 학제간/대학간 융복합전공 신설

복수전공 의무화



o 헬스케어 융복합전공 (LINC사업) :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o BIT 융복합전공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

o 고령친화서비스 융복합전공 (CK-1사업): 언어청각학부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 : 

o 스포츠산업 의공학 융복합전공 : 스포츠과학기자재용 기구 개발 인력 양성
(추진 예정)

현재 단과대 내 융합전공 진행현황

융복합전공



3. 연구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연구비 수주 확대

- 학제간/대학간 우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 연구소 단위 중/대형 연구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 PI급 연구책임자 연구주제 발표 및 정기적 교류

 우수 대학원생 유치

- 대학원 진학 활성화

학과별 대학원 진학 홍보 (홈페이지 안내, 정기/비정기 오리엔테이션)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분야별 연구교류회 활성화



4. 지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추진계획

 지역사회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Project 추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G-Tech Valley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 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

 스크립스 항체연구원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 KIST 분원

 강릉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5. Campus Life 활성화

추진계획

 자연대 홈페이지 내실화로 정보 전달 기능 강화

 자연대 학과 동아리를 통한 경진대회 활성화

 Intramural league (축구, 농구, 야구 등) 장려



6. IT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주기적/지속적 학과 홈페이지 관리

 졸업생 취업 현황 실시간 안내 (역대 졸업생 분야별 취업현황)

(학과 학과장/조교 및 단대 실장에게 홈페이지 수정 및 업그레이드 권한 부여)



7. 기타 추진방안

1) 강의(대형, 중형, 소형) 운영

 대형 강의

전공교과 : 일반화학/일반생물학/일반물리학/일반식품화학 등

교양교과 : 현대생활과 운동, 스포츠속의 과학적 지식, 웰빙스포츠론 등

 중/소형 강의

교수와 학생간의 interaction 확대를 위한 소형 강의 활성화

실험실습 등 도제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과목 등

중형 (30~40명) : 기초교과과정, 

중소형 (30명 이내) : 핵심교과과정, 

소형 (15명 이내) : 융합실무 교과과정

* 실험은 안전문제로 반드시 분반 필요



기타 추진방안

2) 졸업인증제 개선

 외국어 분야

o 전공별 영어 교육의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영어 졸업인증제 확대

영어 외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제 2외국어로 졸업인증제 확대

- 일본어(JLPT, JPT, JTRA)

- 중국어(HSK, CPT, BCT)

- 러시아어(TORFL) 등

 졸업연구논문

 비교과 분야; 예시) 졸업 시 ‘체력인증제’ 적용 (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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