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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저는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한림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총장으로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한림 구성원 모두의 참여 아래 수립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한림 Vision 

and Action:2016~ 2022』는 한림의 구성원이 함께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그동안, 교수들에게 띄운 3월22일의 서신에서 비전전략처의 설립 취지를 말씀 드렸고, 

4월의 서신에서는 비전에 포함될 수 있는 34개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비전 수립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는 과거에도 위원회와 같은 한시적인 조직에서 학교 발전 

비전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림 Vision and Action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비전을 

구축하고 이의 실천을 점검하는 담당 부서를 본부에 두어 비전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가를 제도적으로 상시 관리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비전전략처의 설립은 

교수와 행정직원뿐 아니라 학생의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한림 구성원 모두가 비전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본부 차원의 비전뿐 아니라 단과대학별 비전도 함께 수립하였다는 

점입니다. 단, 현재의 비전에는 대학원의 개혁안이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과대학별 비전 중 각 학부, 학과, 융·복합전공의 경우, 각 단위에 특성화

된 비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비전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이름을 “한림 Vision and Action:2016-2022”라고 한 것은 

비전의 수립 못지않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림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이 비전에 포함된 다양한 제안들을 함께 추진해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

대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여러 제안들은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수렴된 것입니다. 비전 

수립 초기에 나왔던 여러 이견은 우리의 비전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실무위원들 및 

팀장들과의 연찬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시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의 계획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해 나간다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비전

으로서 그 유용성을 유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전의 자기실현적인 

기능이 십분 발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미래를 논의하면서 과거의 눈으로 변화를 예단하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림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곧 비전이므로 계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설정해 나갈 때, 우리의 한림대학교는 

선진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Festina Lente! 천천히 서둘러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과속하지는 않되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큰 숲을 이룬 각각의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성원들이 없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큰 숲을 못 보게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조직의 구조 개혁을 이루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림 Vision and Action : 2016~ 2022』보고서를 만드는 데 기여한 한림대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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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Vision 수립 배경

1.1 외부 환경의 변화

(1) 대학의 역할 변화

  가. 대학의 역할이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다수 대중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1) 우리 대학이 개교한 1980년대의 경우, 학령인구 중 12%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당시 대학의 역할은 사회를 이끌어 갈 소수 엘리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 역시 교수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의 80%까지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였다. 

[표 1-1] 우리나라 대학 진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고등교육기관

(A)
총인구

18~21세 인구
(B)

비율
(A/B)

1970년 192 32,241 2,218 8.7%

1980년 577 38,124 3,632 15.9%

1990년 1,380 42,869 3,663 37.7%

2000년 2,600 47,008 3,275 79.4%

2010년 2,818 49,410 2,672 105.5%

2015년 2,850 50,617 2,730 104.4%

 주) 고등교육기관 인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5년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일반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의 합계)연도별 추이’, 인구는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 학령인구의 감소

  가. 대학 진학 연령인 18세 인구가 2015년 65만 명에서 10년 뒤에는 43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학령인구와 더불어 대학 진학자가 급감하여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을 충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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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계가 처해있는 객관적 상황을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재도약과 약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1-2]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18세 인구 고교 졸업자(A) 대학 입학정원(B) 초과 정원(A-B)

2015년 653 607 531 76

2020년 500 460 531 -71

2024년 425 391 531 -140

주) 인구는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고교 졸업자 수는 18세 인구의 92%, 대학 입학정원은 

교육부 ‘2015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기준

(3)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

  가.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급격한 생성과 소멸 등으로 대학에서 배운 전공만으로는 

정년까지 평생 한 가지 직업이나 직장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나. 사회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1) 전문성과 더불어 경계를 넘어 폭 넓은 지식의 세계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융·복

합 능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또한 2018년 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2015

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도입한 문·이과 통

합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4)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가. 정부는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로 입학정원 초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1-3]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예정 현황

평가주기 1주기(2014~2016) 2주기(2017~2019) 3주기(2020~2022)

감축 목표량 4만 명 5만 명 7만 명

감축 시기 2015~2017학년도 2018~2020학년도 2021~202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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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 대학의 현황

(1) 한림대학교 35년의 성취

  가.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35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1) 우리 대학은 1982년 개교 당시 4개 학과에 입학 정원 200명이었으나 2016년 현재 

32개 학과에 입학정원이 1,711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3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나. 우리 대학은 개교 이후 신설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1) 설립 초기에 재단은 과감한 투자를 하였다. 원로 교수를 초빙하는 등 우수 교수진 

확보에 진력하여 신설 명문대학으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에는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에서 10위를 기록하였다.  

  다. 최근에도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 BK21, ACE, CK, LINC, HK 등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수주하였고, 2015년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다. 

[표 1-4] 최근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60억원 2014.06.~2018.0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100억원 2014.03.~2017.02.

 지방대학 특성화(CK-I) 100억원 2014.07.~2019.02.

SMART고령친화서비스인재양성사업단  70억원

동북아지역융합인재양성사업단  15억원

르네상스인문학창의인재육성사업단  15억원

 두뇌한국(BK21플러스)  54억원 2013.09.~2020.08.

청각언어재활프로그램  14억원 2016

인터랙션디자인  18억원 (2015 중간평가결과)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5.8억원 2016(매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협력대학)  연간2억원 2014.10.~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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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중점연구소 167억원

천연의약연구소  60억원 2007.12.~2016.08.

생명공학연구소  61억원 2009.09.~2018.08.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26억원 2012.10.~2018.09.

일본학연구소  20억원 2008.12.~2017.11.

 인문한국(HK) 142억원

동아시아 기본개념 104억원 2007.11.~2017.08.

한국생사학, 자살예방  38억원 2012.09.~2022.08.

(2) 우리 대학의 당면 과제

  가. 우리 대학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교육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대학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국내외 대학 간의 

무한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2)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

해야 한다.  

    3) 대학의 인적자원을 정예화하고, 신입생의 수준을 제고하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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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림 Vision 2016 ~ 2022

2.1 한림 Vision 2016~2022 : 지향과 목표

(1) 비전의 지향

  가. 우리 대학 비전의 방향은 ‘선진일류대학으로의 도약’으로 설정한다.

    1) 우리 대학은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 한국의 위상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 대학

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의 극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할 대학의 선진 교육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선진적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역량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역량을 키워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국가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4) 한림대학은 이를 위해 교육 선진화를 선도하는 선진일류대학을 지향해야 한다.

[그림 2-1] 한림 Vision 2016~2022 지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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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의 목표

  가. 선진일류대학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 중심 교육, R&BD 혁신, 지역사회 기여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나. 첫 번째 목표로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대학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2) 학령인구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 대학은 엘리트보다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3) 학생 중심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운영 체계도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4) 교과과정과 수업방법을 학생 중심으로 개혁하고, campus life 활성화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며,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 두 번째 목표로 R&BD 혁신을 통해 연구의 수월성을 질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1) 대학의 연구 기능이 질적인 수준에서 향상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2) R&BD 혁신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경제의 혁신,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라. 세 번째 목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선진일류대학이 되어야 한다.

    1) 내실 있는 교육으로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 지역사회

에서 존경을 받음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지역대학의 핵심 사명이다.

    2) 이를 위해 지역 연계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유대를 강화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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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림 Vision, 3대 발전 목표와 4대 핵심 전략

    한림 Vision 2016~2022는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이라는 한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3대 발전 목표와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한다.

[그림 2-2] 한림 Vision 2016~2022 

(1) 4대 핵심 전략

  가. 3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은 선진일류 선도그룹 형성, 학생 중심 

교육, R&BD 혁신, 지역 연계 강화이다.

  나. 선진일류 선도그룹 형성은 한림 비전의 핵심 추진 전략이다.

    1) 선진일류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학 선진화의 주도 부문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진화 성과를 전 대학으로 확산코자 한다.

    2) 이를 위해 융합인재학부를 새로이 신설하여 선진일류화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사 단위에서 교육, 연구, 산학, 지역협력 선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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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생 중심 교육

    1)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역량을 신장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2) 학사단위에서 학과의 경계를 넘는 복수과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며, 학생 및 사회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3) 교육 과정에서 사회의 수요와 학문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며, 수업과 실습의 

내실을 기한다. 

    4)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창업교육 등을 질적으로 심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잠재력 개발 및 사회적응성을 향상시킨다.

    5)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campus life의 전 과정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캠퍼스 조성, 비교과 프로그램 내실화, RC(residential 

college) 내실화, intramural league, 학생동아리 활성화, 학생 활동환경 확충을 한다. 

학생 중심의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한다.

  라. R&BD 혁신

    1)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살아 있는 연구와 비즈니스 친화적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한다.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연구의 실용성을 높여 경제사회 발전과 혁신을 

주도한다.  

    2)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해 선도 연구그룹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3)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산학협력관의 인프라, 재단의 5개 병원을 바탕으로 의생명,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특성화 성과를 확산시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마. 지역 연계 강화

    1) 지역 연계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유대를 강화한다. 

    2) 지역사회의 강점을 활용하여 한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3)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4) 지역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대학과 지역 간 상생체계를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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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대 발전 목표

   우리 대학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진인재 교육, 글로벌 연구 선도, 지

역사회 동반 발전 등 3대 발전 목표를 설정한다.

[그림 2-3] 한림 Vision 2016~2022 3대 발전 목표

  가. 선진인재 교육

    1) 선진인재란 자유, 정의, 책임, 평화, 합리 등 선진일류 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 

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2) 선진인재는 ‘선진시민’의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글로벌 사회에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3) 선진인재는 우리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 ‘지성, 감성, 의지, 체력을 구비한 인재’, ‘더불어 성장하는 창의인재’

등 그 동안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다듬어져 온 인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4)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해 입학생을 윤리적이고, 글로벌하며,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인재로 교육시켜 대학과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선도한다.

  나. 글로벌 연구 선도

    1) 우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여 선진일류대학의 핵심 요소인 연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화 연구 환경에

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제에 도전해야 하며, 대학의 대표 연구 성과들이 글로벌 연

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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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사회 동반 발전

    1) 우리 대학의 지역 선진화의 선도 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향해야 한

다.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발전과 선진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가장 

큰 사명이다. 양질의 산학협력 성과를 지역을 통해 실현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경

제 선진화를 주도한다.

(3) 한림 비전

    선진일류화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 나가며, R&BD 혁신에 

주력하면서, 지역 사회·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림 Vision을 실현코자 한다. 선진

인재를 교육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발전하여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이라는 한림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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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림 Action 2016 ~ 2022

1. 핵심과제 1 : 융합인재학부 신설

(1) 우리 대학이 선진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선도할 학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가. 융합인재학부는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고, 응용성이 높은 학부로 우리 대학

의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갈 교육 선진화 학부로 운영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은 해외 유수 대학의 liberal arts college 모형을 근간으로 편성함.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전공을 필수화함.

  가. 전공교수진은 우리 대학의 honors faculty를 겸임으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입학정

원은 총 30명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분할하여 현재 단과대학 수석 수준 이

상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나. 입학생 전원에게 우리 대학의 단과대학 수석 장학금 수준의 혜택(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면제, 연구 활동비 지급, 기숙사 무료 입사 등)을 제공하려 한다.

2. 핵심과제 2 : Honors program 도입

(1) 이 program의 목적은 최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융합

인재학부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최우수 재학생 간 교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에 

있음.

  가. Honors program은 재학생들의 자부심과 애교심을 높이는 한편, 선도 그룹의 성과

를 개별 학과들과 공유함으로써 대학 전반의 동반 선진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2) Honor students 선정은 단과대학별 상위 10%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dean’s list를 

매년 선정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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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과정은 honors 융합전공, honors seminar, honors 핵심교양을 이수하고,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졸업생에게는 우등생 졸업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3. 핵심과제 3 : 글로벌융합대학 신설

(1) 국제학부와 융합인재학부를 중심으로 신설함. 우수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데 주 목적이 있음.

  가. 글로벌융합대학에서 글로벌 역량과 창의 융·복합 능력 함양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

인학생에 대한 수업과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2) 전공 관련 교원은 겸임(joint appointment)으로 운영하고, 학장 및 관계자들은 대내·외 

공모로 초빙함.

  가. 외국인 학생을 위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한국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동시에 외국인 학생의 유치, 상담, 사후관리를 전담하도록 한다.  

  나. Honors program의 담당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학부와 같은 글로벌학과의 편입을 

검토한다. 

4. 핵심과제 4 : 복수전공 필수화

(1) 복수전공 필수화의 목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 또한 

고등학교의 융합인재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응하며, 학생의 다양한 전공 수요에 부응

하고자 함.

(2) 복수전공 필수화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기존 재학생에게는 적극 장려함.

  가. 2016년 중으로 학과별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전공 소개 교양과목을 확충한다. 복수

전공 선택과 이수에 대한 학생 상담 지도를 강화한다.

  나. 융·복합 전공 개설도 적극 권장하여 사전에 복수전공의 기반을 확충한다. 복수전공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강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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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과제 5 : 지역학의 융·복합 특성화

(1) 지역학의 융·복합 특성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의 언어 중심 지역학 관련 학과들을 

융·복합 과정으로 확대시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함.

(2)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가 제안하여 시행될 동북아 지역학 융·복합 과정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림대학교의 특성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가. 융·복합 전공의 운영 평가에 따라 동북아지역학부 신설을 검토한다. 융·복합 과정의 

성과가 확산되면 동북아지역대학 신설 또는 글로벌융합대학으로 통합을 검토한다. 

6. 핵심과제 6 : Campus life 활성화

(1) Campus life 활성화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전인교육 중

심의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학습효과 제고, 학생활동 활성화, 

협업능력 향상 및 애교심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 이를 위해 smart campus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본부 건물 앞에 조성된 사색의 

정원과 같이, 학생의 관점에서 campus 환경을 개선한다. 

  나. 학생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intramural league를 도입한다. 한림스포츠

센터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7. 핵심과제 7 : 연구 경쟁력 강화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수월성 확보와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추구함.

(2) 특훈교수제도와 연구석좌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인문․사회 부문 산업수요 선도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 선도그룹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

  가. 연구소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소를 육성성하고, 연구 선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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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계획이다.

  나. 박사후연구과정(Post-Doc.) 제도 정비, 학생연구보조원 지원 등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을 동반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8. 핵심과제 8 :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1) 의생명·헬스케어서비스 분야의 축적된 특성화 성과를 확산시켜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함.

(2) 이를 위해 헬스케어기술사업화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병원과 대학 간 우수 협력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함.

  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과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신축 산학협력관을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킹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9. 핵심과제 9 : 지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1) 지역사회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에 대한 봉사와 

유대 강화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체제를 구축함.

(2) 인문학, IT, 미디어를 아우르는 융·복합 한류대학원과 같은 Global Hallym Project 추진

을 검토함.

  가. 한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고조되어 가고 있으므로, 

한림대학교의 특성화 과제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다가오는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고 남북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DMZ에서 교육, 

평화, 환경, 북한 개발협력 분야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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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핵심과제 10 : Smart campus 구축

(1)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확충

하고 관리 및 유지시스템을 효율화시킴.

(2) IT시스템, 그룹웨어,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포함한 통합 체제를 구축함.

  가. IT 하드웨어를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며, 대학 전체 정

보시스템을 통합하여 mobile campus 환경을 구축한다.

11. 핵심과제 11 : 행정서비스 전문화 및 효율화

(1) 행정서비스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

  가. 관리형에서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로 행정을 혁신한다.

  나. 문턱과 칸막이 없는 유연한 선진 행정서비스를 확립한다.

  다.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

  라.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을 효율화 한다.

 (2) 경력개발경로를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가. 학사지원, 경영지원, 학생지원, 기술지원 직군으로 분류한다.

  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정기적인 CS 교육을 통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

 (3) 직원 인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 인센티브를 제고함.

  가. Peer review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나. 성과 및 직무 난이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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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림 Vision and Action 로드맵

4.1 한림 Vision 2016 ~ 2022 의 실행 체계

(1) 한림 Vision 2016 ~ 2022는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이라는 한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체계를 지님.  

  가. 교육 및 연구 제도를 선진적인 체계로 개편한다. 전면적인 IT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smart campus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서비스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

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선진일류화 선도그룹 형성, 학생 중심 교육, R&BD 혁신, 

지역 연계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에 따라 제시된 11개의 핵심과제와 세부 사업을 

수행한다. 

  다. 핵심과제와 세부 사업을 바탕으로 선진인재교육, 글로벌 연구 선도, 지역사회 동반 

발전이란 3대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한림 비전을 실현한다.

  라. 핵심 과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추가하거나 개편함으로써 비전의 성과와 실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림 4-1] 한림 Vision 2016~2022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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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림 Action 2016 ~ 2022 추진일정

(1) Vision and Action에서 제시된 모든 과제들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시행됨.

  가. 2016년에는 교육 및 연구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면적인 IT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한 smart campus 구축, 행정서비스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비전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력 강화 및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 2017년에는 융합인재학부가 신설되어 운영된다.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필수화가 

적용되며, 각종 융·복합 전공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이다.

  다. 2018년에는 honors program이 운영된다. 또한 글로벌융합대학이 출범하고, 동북아 

융·복합 지역학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4-1] 한림 Action 2016~202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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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림 Vision 2016 ~ 2022 목표

(1) 한림 Vision and Action의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 지표 5가지와 

각각의 목표를 제시함.

  가. 선도그룹 관련 전체 학부생 대비 융합인재학부와 honors program 학생의 비율을 

2022년까지 5%로 확대한다. 

  나. 복수전공자의 비율을 현재 17%에서 2022년까지 90%로 확대한다.

  다. 선도 연구 역량 지표로 교원 1인당 SCI/KCI 논문 수를 현재 0.45/0.9편에서 2022년

까지 각각 0.55/1.3으로 증편하도록 한다.

  라. 국제화 관련 외국인 학부 학생 비율을 현재 2%에서 2022년에는 5%로 확대한다.  

  마. Campus life 활성화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를 중심으로 

campus life composite index를 만들어 지표를 현재대비 40% 정도 상향하도록 한다. 

(2) 제시된 성과평가 지표 이외에도 개별 핵심과제의 성과평가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과제의 추진력을 제고시킴.

  가. 학내외 전문가로 비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비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개선하는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한다. 

[표 4-2] 한림 Vision 2016~2022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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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단과대학별 Vision

5.1 인문대학

1. 비전 및 발전목표 

(1) 비전

  가. 인문학적 소양과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

  

  나. 발전목표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함양함.

    2) 글로벌 시대에 부응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

    3) 통섭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

2.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1)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의 내실을 다지고 융·복합 전공 교육 강화·확대

  가. 동북아 융합부전공제 활성화(CK-1)

    1) 지역학과군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북아 융합부전공제를 전교생으로 확대함.

    2) 지역학과군의 경우 전공 언어 외에 타 전공 언어 1개를 2개까지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3) 비 지역학과 학생들은 3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가운데 1개 언어를 부전공

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함.

    4) 부전공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지 언어연수 및 현지조사 기회를 제공함.

  나. 르네상스인문학 융·복합전공을 강화(CK-1)

    1) 자기주도적인 인문고전 독서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인문고전교육을 실시함.

    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외 문화를 

탐방함으로써 체험학습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3) 중국(대련 이공대)과 일본(돗토리대학)의 대학을 중심으로 방학 중 학생교환프로

그램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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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융·복합 협동과정의 내실화

  가. 영상문예창작 융·복합 협동과정

    1) 영상문예창작 협동전공 교과과정을 현장 밀착적인 방향으로 강화함.

    2) 전공 및 협동 교과목을 개선함.

  나. 논리논술 협동과정 프로그램 특화

    1)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판적·논리적 사고능력을 함양함. 

    2) 토론 중심의 논리교육을 통해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함.

    3) 창조적·비판적 글쓰기 훈련을 통해 우수한 논술지도사를 양성함.

  다. 생사학-자살예방 연계전공 프로그램 특화

    1) 학부 생사학-자살예방 협동전공의 특화

      ➀ 철학, 간호, 상담, 의학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설치함.

      ➁ 교과목 : <자살예방의 철학>, <동양철학의 죽음이해>, <호스피스의 이해> 등 

    2) 대학원 생명교육 융합협동전공의 특화

      ➀ 생사학/자살예방 학과를 2013년 9월에 설치하여 특성화 인재를 육성함.

      ② 생사학, 철학, 종교, 상담, 사회복지, 의학, 간호 등 융합교육을 실시함.

(3) 융·복합 교양 및 전공 신설

  가.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핵심교양과목 개설

    1) 동북아 융·복합과정의 대상인 3개국(중-일-러)을 넘어 아시아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획득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인으로 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융·복합적 

성격의 핵심교양 강좌를 제공함.

  나. 러시아 지역학과 관련 투 트랙 교육과정 신설

    1) 의료관광 러시아어 트랙

      ➀ 의료-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함.

      ➁ 강동/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우리들병원 등과 상시 인턴십 체제를 운영함.

      ➂ 국가자격증(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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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러 비즈니스 트랙

      ➀ 한·러 비즈니스 실무전문가를 양성함.

      ➁ 러시아연구소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함.

        -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KOTRA 블라디보스톡지사 등

      ➂ 러시아연구소, 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 강원발전연구원 간의 산학연계 실습프로

그램을 실시함.

  다.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융·복합전공과정 신설 검토

    1) “기억의 인문학”과 “창조의 인문학”을 결합하여 “만드는 인문학”을 지향함.

    2) 과학기술과 결합된 21세기형 인문학을 교육함.

    3) 교육 영역

      ➀ 디지털 문명과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

      ➁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예술

      ➂ 디지털 매체와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 및 창조

    4) 인문대학의 현행 교과목을 활용하고 관련 교과목을 신설함.

    5) 타 단과대학의 관련 교과목을 활용함.

    6) 정보소통영역의 교양교과목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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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과학대학

1. 비전 및 발전 목표

(1) 비전 : 글로벌 선진 사회과학 

   

  가.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함.

(2) 발전 목표

  가. 수요자 중심의 실사구시형 인재를 양성함. 

  나. 연구와 학술 영역에서의 국제적 수월성을 확보함. 

  다. 전문가적 소양과 융합적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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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탁월성 : 사회대의 인재상

  가. 사회가 요구하는 실사구시형 인재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1) 추진전략

      ① 학과별 우수 신입생 선발 노력

        - 학과 특성화를 통한 학과 경쟁력 제고 

        - 고등학생 대상 사전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홍보 강화

      ② 기초 역량,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발

      ③ 복수전공 의무화

      ④ 융합전공, 전문가 트랙 개발

      ⑤ 전문성과 융합적 역량 구축을 위한 인증 체계 구축 

    2) 실행방안

      ① 학과별 맞춤 밀착형 진로 지도 시스템 운영

        - 학년별, 지도교수별, 전공트랙별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 지도 시스템 운영

      ② ICT 기초 역량 강화, 대표‘브랜드 강의’개발

        - ICT 기반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과목 검토 및 개발, 산학협력 실습형 교과목 

개발 논의

      ③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형 교육

        - 현장실무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검토

      ④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중심의 융복합 프로그램 제공

  나. 글로컬(glocal) 역량의 지역인재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추구

    1) 추진전략

      ① 수요자 중심의 글로컬(glocal) 역량 교육,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

        - 지역과의 산학연계,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로 지속적 교류 확대

        - 국제교육원, 국제교류팀, 취업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재학생 교육 방안 마련

        - 교육 대상 국가 및 프로그램, 실습 기간 등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② 전문성, 융합 역량, 응용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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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 및 융합전공 교과목 검토 및 개발

      ③ ICT 역량 보강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④ 취업 역량 중심의 졸업인증 요건 개발 

        -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자격증과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인증 요건 개발 

    2) 실행방안

      ① 전문가 역량과 기초 역량의 균형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외국어, 코딩 능력, ICT 기초역량 강화 

        - 수준 높은 교양 교과목의 개발 및 활성화

      ②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확대와 내실화

        - 인턴십 참여업체 개발 및 기존 실행업체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③ 가족회사 네트워크 개발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개발 

      ④ 지역 중심의 취업과 창업 인큐베이션 활성화

        - 산학협력단 연계방안 추진

        - 창업에 대한 학생 관심 및 이해도 향상에 노력

 

  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인재 

      공직 진출 등을 목표로 추후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공인재 양성 추구   

    1) 추진전략

      ① 공직 진출을 위한 교육 강화

        - 로스쿨 진학반, 국가직 공무원 트랙 및 지도반 운영 강화

        - 지방 행정직/경찰직 공무원 트랙 및 지도반 운영 강화

        - 맞춤형 지도전략 개발

      ②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ㆍ복합 교육

        - 기업 취업 트랙 검토 및 다양화

        - 기업 관련 학과와의 복수전공 운영방안 추진

      ③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 지역의 산업인력(군인, 공무원)을 계약제로 유치, 학위과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도청, 시청, 군청 등) 및 軍과 MOU 체결을 통한 다양화 추진

      ④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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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행방안

      ① 공직전문 트랙 개발 및 전담 지도

      ② 지역 맞춤형 융ㆍ복합 교육과정 개발

      ③ 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총체적 협력

(4) 연구의 수월성

    교내외 연구비 확보를 통해 수준 있는 국내 및 국제 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원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과학대학 연구 경쟁력 확보 

  가. 국제 수준의 수월성 연구

    1) 연구비 확보를 위한 학술 활동 지원 : 연구비 확보를 위한 소규모 그룹 지원

    2) 대규모 국책과제 적극 참여 독려

    3)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

    4) 사회과학대학 대표 업적 선정 : 대중적 영향과 학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 선정

  나. 연구 역량의 국제화

    1) 대학원 교육의 혁신

      ① 융ㆍ복합 복수전공제 도입

      ② 대학원 교환학생 제도 도입

    2)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① 우수 유학생 유치, new frontier 특성화, 글로벌 인적 교류 확대

    3) 학부-대학원 연계 활성화

      ① 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기회 확대 

      ② 학부생의 연구 참여 기회 확대

    4) 단과대학 주도 대학원 활성화

      ① 학과별 맞춤형 대학원 활성화,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

      ② 외국인 대학원 학생 적극 유치

(5) 융합과 혁신

    두 개 이상의 전공 및 학과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격의 입체적 전공 창출,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공지식 및 융합지식을 습득한 현장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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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학 협력 선도

    1) 문화 창조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사회과학형 산학 협력 

      ① 산학 협력을 위한 학제 간 협력 및 융ㆍ복합 프로그램 추진

      ② 기존 융ㆍ복합 교과과정 보완 및 신설

    2) 지역밀착형 산학 협력

      ① 고령화, 국제화, 한류 및 지역 관광, 올림픽과 지역학의 기회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턴십, 글로벌 체험교육 개발

    3) 산학 협력, 브레인 풀 교원 적극 활용 : ‘Bridge Capital’역량 강화

       ① 사회과학대학 C&I(connect and innovation) 추진

  나. 사회대의 국제적 위상 제고

    1) 글로벌 인적 교류 강화 

      ① 해외 대학과의 교류와 교환학생의 증가, 국제사회 공헌 및 해외현장 진출 확대

    2) 국제 협력 연구 및 교육 강화

    3)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2. 글로벌 선진 사회과학대 실현

   교육의 탁월성, 연구의 수월성, 융합과 혁신의 3가지 전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 갈 때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이를 기반으로 글로컬(glocal) 대학의 꿈을 

선도하는 smart social science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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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영대학

1. 비전

(1) 경영학과 비전

  가. 비전 : 상생과 공유의 경영인 양성

    1)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수월성 획득을 교육의 목표로 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중시되며 상생과 공유가 강조되는 자본주의 5.0 시대를 

이끌어갈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함.

    2) 2016년부터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경영학전공, 

의료경영전공, 컨벤션관광경영전공을 경영학과로 통합하였음. 융합 학문으로 통합된 

경영학과는 서비스 창업 트랙을 필두로 비즈니스 &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경영, 

마케팅기획, 회계/세무, 의료경영, 관광경영 등 7개 트랙의 연계로 창업 및 사업

기획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3) 경영학과가 추구하는 특성화 과제는 서비스 창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이는 경영학 전공 교육을 토대로 사업기획 능력을 함양하고, 의료경영과 관광경영 

등 웰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함.

    4) 경영학과의 교육은 서비스 창업 외에도 CEO를 꿈꾸거나 취업 및 자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경영학과의 교과과정은 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트랙 

중심의 심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개 트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경영학의 

폭 넓은 이론과 실무 교육을 담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음. 

    5) 인본경영 교육위원회 통해 인본경영 인재양성 교과과정의 체계적 도입과 관리를 담당

하고 있음. 모든 교과과정의 15주차 수업 중 1주차는 인본경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을 

소속 교원들에게 권고하고 있음. 한 학기 최소 2회 이상의 학생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적성 발견과 진로 목표 수립, 취업 준비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6) 현재 경영학과가 추진하고 있는 학과 차원의 세부과제는 아래의 5개로 정리할 수 있음.



한림 Vision and Action 2016 ~ 2022

- 28 -

[표 5-1] 경영학과가 대학의 비전과 연계하여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세부 과제

구 분 과제명 인력양성 목표

제 1 세부과제
학생 수요에 맞춘
전공 교육 과정

직종 역량과 사업기획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

제 2 세부과제
경영학 전공 이외의
복수전공  의 의무화

통섭형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

제 3 세부과제
빅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전공

의사결정의 수월성을 갖춘 인재 양성

제 4 세부과제
문화관광 

융·복합 전공
급변하는 미래 신관광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제 5 세부과제
의생명보건 융합경영 

융·복합 전공
보건의료, 복지, 생명산업에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2) 학과 비전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

  가. 제 1 세부과제 : 학생 수요에 맞춘 전공 교육 과정

    1) 추진방법

      ① 전공필수와 트랙필수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함.

      ② 현재 7개 트랙을 중심으로 한 전공 교과과정을 확정하였음.   

    2) 기대효과

      ① 트랙 중심의 전공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경영교육을 기반으로 직종과 산업에 

특화된 커리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② 이를 통해 직종 역량과 사업기획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표 5-2] 트랙별 교육 과정의 개요

트랙 명칭 트랙 개요

서비스 창업
사업기획 및 경영자원 활용 능력 함양을 통해 예비 창업자 및 2세 

기업가 양성 

회계/세무
회계/세무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익히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의 재무/경리/회계 분야 실무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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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명칭 트랙 개요

비즈니스 &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와 통계를 활용한 조사 분석 능력 함양을 통해 기업의 전략기

획, 분석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경영
외국어, 글로벌 소통 능력 함양을 통해 선진국, 신흥국 등 해외 기업 

취업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

마케팅 기획
마케팅기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함양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각종 

직군에서 요구하는 마케터 양성 

관광 경영
관광, 호텔, MICE, 레저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경영 소양 심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최대 성장분야인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경영관리 전문가 양성 

  나. 제 2 세부과제 : 경영학 외 복수전공 의무화

    1) 추진방법

      ① 복수전공을 위한 전공 교과목 이수 체계를 조정함.

        - 복수전공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경영학 관련 교양과목 이수체계 조정 사전 수행

        - 또한 다른 전공과목과의 교차인정이나 경영학과 내 전공과목의 이수체계 조정도 

2017년까지 마무리

    2) 기대효과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취업 시장에서 차별적 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

      ② 통섭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다. 제 3 세부과제 :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전공 프로그램의 도입

    1) 추진방법

      ① 빅데이터(big data)란? : 정형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제되지 않은 대용량/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임. 이에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보화 기술로 최신 

통계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 등을 망라하는 개념임.

      ② 교육목표

        - 코딩 능력을 통해 정보처리 목적에 맞는 빅데이터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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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의 기술적 통계능력, 통계적 방법론 개발능력, 추측 통계학의 활용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분석, 평가, 예측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창업,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 수요 지향 및 혁신적인 교육

모델 구현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모델 발굴 

 

[그림 5-1]  빅테이터 기반의 융·복합 전공 교육 과정 개요

   

    2) 기대효과

      ① 빅데이터를 통해 창조적 산업생태계에 적합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함.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 코딩 능력, 자료 분석 능력, 시장 기회 탐색 능력을 갖춤. 

      ②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라. 제 4 세부과제 : 문화관광 융·복합 전공 프로그램의 도입

    1) 추진방법

      ① 융·복합 전공을 위한 전공 교과목 이수체계를 확립함.

        - 특성화된 융·복합 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해 협동전공 개설 추진

        -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융·복합 문화관광 학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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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참여 학과 : 경영학과, 기초교양교육대학, 사회학과, 체육학과,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2) 기대효과

      ① 미래 신관광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함.

      ② 지역관광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

      ③ 다양한 복수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

      ④ 문화관광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제공함.

 

  마. 제 5 세부과제 : 의생명보건 융합경영 융·복합 전공 프로그램의 도입

    1) 추진방법

      ① 의생명보건 융·복합 교육과정의 신설을 통해 협동전공 개설을 추진

    2) 기대효과

      ① 의생명 관련 학과에 비즈니스 및 산업마인드 제공을 통한 융합인재를 양성함. 

또한 창업과 취업 기회가 확대됨.

      ② 통섭형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함. 한림대학교 의료원을 기반으로 의료 생명 분야를 

특성화한 한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함.

(2) 경제학과 비전

  가. 개요

    1) 비전 :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경제학 교육

      ① 통상·산업, 금융, 문화, 지역경제, 사회복지, 법경제, 환경 등 미래 유망 관련 분야에 

대한 경제학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2) 목표 : 미래 환경변화에 맞춰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수전공 필수화와 융·복합 

프로그램 강화

      ① 인문·사회 및 경영 분야의 실용적 기초학문으로서 경제학 분야의 질적 향상을 

추진함. 관련 학과와의 협력 및 융·복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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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융·복합 국제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인성을 함양함.

  나. 제 1 세부과제 : 복수전공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1) 추진방법

      ① 복수전공 필수화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 조정

      ② 복수전공생을 위한 교과목 체계 분류 조정

        - 기초학문으로서 경제학 복수전공 원활화를 위하여 전공필수 개설학기의 확대 개편

        - 전공필수 수요가 큰 미시경제학 I, II와 거시경제학 I, II의 1학기/2학기 동시 개설, 

경제수학과 경제통계학의 이수학년 조정

        - 타전공의 복수전공을 위한 교육 확충. C.E.P. 프로그램의 전공선택 과목 트랙

패키지화(일반경제 분야, 공무원 및 산업 분야, 금융 분야) 유도

    2) 기대효과

      ① 경제학과 관련 학문의 복수전공을 이수한 융·복합 인재 양성

  다. 제 2 세부과제 : 지역학과 연계된 지역경제 전문가양성 트랙 개발

    1) 추진방법

      ①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학 분야와 지역학 분야의 융합·복수전공을 위해 지역

경제 관련 전문가 양성 

      ② 복수전공을 위해 중국학, 일본학, 러시아학, 아시아학 등 지역경제론 분야와 협업 

(3) 재무금융학과 비전

  가. 재무금융학과 비전 : 글로벌화 된 재무금융 융합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학과

  나. 제 1 세부과제 : 복수전공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1) 추진배경

      ① 재무금융 분야의 사회적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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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개인의 재무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을 위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 

      ② 금융시장이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음.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서 재무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융수단 활용도 증가하고 있음. 핀테크의 성장 등 재무금융과 여타 

학문이 융합된 지식을 갖춘 인재가 절실함.  

    2) 추진방법

      ① 종합적, 실용적 재무설계 교과목 운영

        - 투자설계론, 부동산설계론, 은퇴설계론 등의 교과목 운영을 통해 재무금융 

지식의 실용성 강화

      ② 전공 트랙 및 재무금융 교육 전문화

        - 기업재무, 은행/보험, 증권/투자, 국제 분야, 진학 등 기존 전공 트랙을 활성화

하고 융·복합 전공 수요를 반영한 신규 트랙 발굴

      ③ 국내외 공인자격증 취득 활성화

        - 국내 재무금융 자격증(AFPK, 재무위험관리사 등)과 연계된 교과목 운영

        - 특성화 동아리(취업/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업 분위기 조성

    3) 기대효과

      ① 사회적, 산업적 수요 변화에 적기에 대응 가능한 학과 운영모델 수립

      ② 재무금융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③ 유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재무금융 지식의 활용성 및 실용성 확대

  다. 제 2 세부과제 : “글로벌 금융”트랙 신설 

    1) 추진배경

      ① 금융의 글로벌화에 맞춰 교과과정 선진화. 언어, 지역, 금융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학 전공자들을 위한 글로벌 금융지식 제공

        - 글로벌 선진 금융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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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방법

      ① 종합적인 글로벌 금융 교과목 운영

        - 국제재무관리, 국제투자론, 국제금융시장론 등 기존 전공과목의 활용 및 확장

        - 학내 지역/언어학과와의 협업을 통한 트랙 신설 

        - 재무전공 학생들도 타전공의 언어교육 이수

        - 언어 및 지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금융 및 관련 과목 이수

    3) 기대효과

      ① 지역/언어학과와 경영/경제 및 재무금융학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교육과정의 

경쟁력 배가

      ②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영어권 국가에 취업 기회 확대

      ③ 다국적기업 취업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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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연과학대학

1. 비전 및 목표 

(1) 인재상

  가. 책임감 있는 인재

  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2) 비전 : 자연과학/보건/생명분야의 수월성 있는 현장 전문 인력 양성

(3) 목표

  가. 취업률 65% 달성

  나. 산학협력 활성화

  다. 학과별 연구력 국내 TOP 20 대학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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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1) 교육, 산업, 정책 환경의 변화

  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

  나. 미래 성장 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다. 산업 수요의 고도화에 부응한 우수 인재 육성

  라. 산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인재 육성

[표 5-5] 9대 유망분야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 출처 : 교육부 프라임사업 시안, 2015

(2) 미래 유망 신산업에 부응하는 학과 구성

분 야 학 과

바이오의약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고부가가치식품 식품영양학과

신소재나노

응용광물리학과

화학과

환경생명공학과

환경기술 환경생명공학과

친환경에너지 환경생명공학과

빅데이터 분석 수리금융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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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방향 및 세부전략 

(1) 전략방향

  가. 교육

    1) 학생중심의 교육

    2) 현장/실무 적합형 인재 양성

    3)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나. 연구

    1)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개발

    2) 경쟁력 있는 특성화 분야 육성

    3) 지속 가능한 연구경쟁력 확보

(2) 세부전략

  가.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 내실화

    1) 복수전공제도 의무화 : 이중전공/융합전공

    2)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실험실습 강화

    3) 산업체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자연대 교환학생 비중 확대

    5)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 강화

    6) 영어강의 확대

  나. 연구력 및 산학협력 활성화 강화

    1) 특성화 분야 연구그룹 발굴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연대 연구소 활성화

    3) 우수 대학원생 유치와 연구력 강화

    4) 연구비 수주력 강화

    5) 산학협력 체제 구축 및 R&BD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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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강화

    1) 기자재 선진화

    2)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3) 실험실습 공간 확충

    4) 실험실습비 증대

    5) 조교제도 활성화

4. 학과별 특성화 추진 방안 

(1) 전체 개요

기초

학문분야

수리금융정보학과 융합적 빅데이터분석 특성화

응용광물리학과 응용광학 특성화

화   학   과 기능성 나노 융·복합 소재

생명

과학분야

환경생명공학과
환경 에너지 융합 및 기후변화
나노바이오 융·복합소재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건강특성화사업단”
 생물 및 의약품 신소재
 웰니스 식품소재

보건관련

학문분야

언어청각학부 고령친화 의사소통 케어

체육학과 Active Aging을 위한 스포츠케어

(2) 특성화 추진 배경

  가. 지역특화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

    1) 강원도 : 관광/체육산업 – 2018 동계 평창올림픽 연계

    2) 춘천시/강원도 : 바이오산업

    3) 원주시/강원도 : 의료기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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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릉시/강원도 : 신소재산업(비철금속)

      ① 정부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 강원도 스마트헬스케어에 선정

  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강화

      ①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 

        - 전문 인력 양성,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사업 창출 시범 사업 추진

      ② 빅데이터 창업 혁신 지원  

        - 온라인 문진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빅데이터 특화펀드

        - 빅데이터 포털(빅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포털 서밋)

        -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

        - 관광, 의료기기, 생명산업의 재도약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다. 스마트 헬스케어 신성장 산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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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과제별 추진 방안

(1) 융합인재학부 지원

  가. 유망 자연대 학과 선택 유도

  나. Honors class 학생 유치 

  다. 자연대 우수 교수 적극 참여

(2) 복수전공 필수화

  가. 복수전공제 적극 시행

    1) 복수전공을 위한 선수과목 등 교육과정 이수체계 수립

    2) 복수전공 인원 대비 학과 실험실습비 추가 지원 및 교원충원 기준 반영

    3) 복수전공의 필수화로 인해 증대되는 교원/조교 충원 등

    4) 전공 당 적정정원(upper limit) 설정      

    5) 실험실습 기자재 및 공간 확충

    6) 융·복합전공 개선 및 신설

    7) 유망한 미래 산업을 타깃으로 한 학제 간/대학 간 융·복합전공 신설

  나. 기존 융·복합 전공 경쟁력 강화

    1) 헬스케어 융·복합전공 : 화학, 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환경생명공학, 식품영양학

    2) BIT 융·복합전공 : 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식품영양

    3) 고령친화서비스 융·복합전공 : 언어청각학부

    4) 스포츠산업 의공학 융·복합전공 

(3) 연구 활성화

  가. 추진계획

    1) 우수 대학원생 유치

      ➀ 대학원 진학 활성화 

      ➁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2) 연구교류 활성화 : 연구책임자 간 교류 협력 활성화

    3)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연구비 수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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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학제간/대학간 우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➁ 연구소 단위 중/대형 연구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4) 지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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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Project 추진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G-Tech Valley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강원테크노파크 • 강릉 KIST 분원

• 스크립스 항체연구원 • 강릉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5) Campus Life 활성화

  가. 추진계획

    1) 자연대 홈페이지 내실화로 정보 전달 기능 강화

    2) 자연대 학과 동아리를 통한 경진대회 활성화

    3) Intramural league(축구, 농구, 야구 등) 장려

(6) IT 인프라 확충

  가. 추진계획

    1) 학과 홈페이지 내실화

    2) 졸업생 취업 정보 실시간 제공

6. 기타 과제별 자연대 추진방안

(1) 다양한 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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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형 강의

    1) 전공교과 :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일반물리학, 일반식품화학 등

    2) 교양교과 : 현대생활과 운동, 스포츠속의 과학적 지식, 웰빙스포츠론 등

  나. 중/소형 강의

    1) 교수와 학생간의 interaction 확대를 위한 소형 강의 활성화

    2) 실험실습 등 도제식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과목 등

    3) 중형(30~40명) : 기초교과과정

    4) 중·소형(30명 이내) : 핵심교과과정

    5) 소형(15명 이내) : 융합실무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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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과대학

1. 공과대학 비전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공학인 양성

(2) 미래 지향적인 공학인 양성

(3)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공학인 양성

2. 공과대학 목표

(1)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 육성

(2) 5대 핵심 역량(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자발적 협동력, 문제해결 능력) 

강화

(3) 현장/실무 중심 전공 역량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 교육

3. 공과대학 핵심과제

(1) 교육과정 실용화

  가. 목적 

    1) 현장 중심, 실무 친화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나. 추진과제 

    1)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과정 

    2) 과목 간 연계성 및 교과목 내용 검토

    3) 실험/실습 중심의 소형 강의 발굴

  다. 실행방안 

    1) 학과 전체 교원 참여 교과과정 평가 워크숍 (1회/년)

    2) Syllabus 및 과목 연계성에 대한 검토 (예 : 1년 주기)

    3)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 (예 : 2년 주기)

    4) 산업체/현장 실무 수요에 대한 분석 (예 :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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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공 교육과정 개선 (예 : 소규모 매학기 / 대규모 3 ~ 4년 주기)

(2) 미래지향적 융·복합과정 개발

  가. 목적

    1)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공학인 양성

    2) 전체 학생 대상 복수전공 의무화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

  나. 추진과제

    1) 학과별 시너지 극대화 가능 융·복합과정 개발 및 신설

    2)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 및 졸업요건 조정

  다. 실행방안

    1) 학과별 융·복합과정 개발 TFT 및 교과과정개편 TFT 구성

    2) 공대 차원의 교육과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별 이견 조정

  라. 실행계획

    1) 2016년 말까지 : TFT 조직, 학과별 융·복합과정 개발

    2) 2017년 1학기 : 세부 관련 교과과정 개발, 조정, 학기별 순차 적용

    3) 2018년 : 융·복합과정 시작 및 개편 교과과정 1차 적용 시행 후 평가, 개선

    4) 2019년 : 본격 적용

(3) 융합인재 유치 노력

  가. 목적 

    1) 융합인재학부 입학생 및 우수 신입생 유치 확대를 통한 융·복합전공 선도 인재 

육성

  나. 추진과제

    1) 핵심 우수 영어 강의 개발 (콘텐츠 및 교수 지원 체계 마련)

    2) 도제식 교육 확대 적용

  다. 실행방안



제5장. 단과대학별 Vision : 공과대학

- 45 -

    1) 공대 차원 대응 TFT 구성, 운영

    2) 공대 차원 자원(인력과 예산) 마련 노력

(4) 창의/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 목적 

    1) 현장/실무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나. 추진과제

    1) 학부생 중심 도제식 교육 과정 체계화

    2) 학부생 중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연구실/학습실 인프라 구축

  다. 실행 방안 

    1) 학과별 특성 반영한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5) 교수 연구 역량 제고

  가. 목적 

    1) 대학원 활성화 및 연구능력 제고

  나. 추진과제

    1) 공대 내 다양한 연구 그룹 조성

    2) 융·복합 협동전공/연구과제 발굴, 개발, 참여 확대

    3) 우수 대학원생 유치

 

  다. 실행방안

    1)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그룹 조성, 창의적 연구 아이템 발굴

    2) 병원/의대 융합연구 활성화 노력

    3) 대학원 융·복합 협동전공 개발

    4) 우수 학부생 대학원 유치 전략 수립, 자원 투입 (우수 외국인학생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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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의과대학

1. 의예/의학과

(1) 비전의 방향

  가. 국제 수준의 연구

    1) 세계 최고의 미래선도형 중개연구단 육성

    2) 대학원 활성화를 통한 연구경쟁력 확보

 

  나. 학생 중심 교육

    1) 인성 교육 강화

    2) 역량 강화 교육

    3)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다. 지역사회 봉사

    1) 의과대학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

    2) 의과대학 동문의 지역사회 봉사

(2) 핵심과제

  가. 미래선도형 중개연구단 육성

    1) 목적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선도형 중개연구단 육성

      ② 국제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

    2) 추진계획

      ① 미래선도형 중개연구단 육성 TF팀 구성

      ② 미래선도형 중개연구 분야 결정 및 의견 수렴

      ③ 미래선도형 중개연구단 전임교수 및 연구전임교수 채용

      ④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 평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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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을 활용한 의학관 리모델링

    3) 기대효과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 

      ② 중개연구를 통한 미래선도형 첨단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

      ③ 우수 연구 결과를 통한 연구 재원 확보 

  나. 대학원 활성화

    1) 목적

      ① 대학원 활성화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② 기초-임상 중개연구 활성화

    2) 추진계획

      ① 기초의학 대학원의 졸업 요건 강화(학위 논문 제출 기준 강화)

      ② 기초의학 대학원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확대

      ③ 기초-임상 공동 지도교수제를 통한 기초-임상 연구 활성화

      ④ 대학원 연구 여건 개선

    3) 기대효과

      ①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연구인력(대학원생) 유치

      ② 중개연구 활성화로 연구경쟁력 확보 

  다. 인성 교육 강화

    1) 목적

      ① 환자와 소통하는 인간성이 따뜻한 의료인 양성

      ② 동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료인 양성

      ③ 윤리와 자율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2) 추진계획

      ① 의료인문학 수업 강화

        - 의료인문학 전문가 양성

        - 의료인문학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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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그룹 토의를 통한 건전한 토론, 소통 문화 형성

      ② 팀스포츠 수업 확대 및 강화

        - 조정배(에이트) 확충에 따른 수상 팀플레이 교육 강화

        - 동아리 및 특별 활동을 통한 팀워크 강화 

      ③ 오거서(五車書)세미나 수업을 통한 독서 습관 배양

      ④ 건전한 학생 동아리 활동 장려

        - 대학 및 의과대학 자체 우수 동아리 선발대회 운영

        - 동아리 활동 실적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⑤ 우수 졸업생 선발

        - 졸업생 포상자 선발에 인성 항목 반영

    3) 기대효과

      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중심 캠퍼스 구축

      ② 인성 강화로 본교 출신 사회 진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③ 올바른 윤리관과 신체적 건강을 갖춘 의사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 형성에 기여

  라. 역량 강화 교육

    1) 목적

      ① 자기주도 학습 및 자기개발 능력 극대화

      ②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2) 추진계획

      ① 우수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

      ② 수업 방식 다변화 : PBL, TBL, CP, FL 등

      ③ 진로지도 강화(지도교수, 졸업생 멘토, 동기강화 상담프로그램)

      ④ 연구능력 개발과정 운영(실험방법, 통계학, 논문작성)

      ⑤ 역량강화 교육

      ⑥ 미래의학 교육 및 실습과정 개발

    3) 기대효과

      ① 폭넓은 시야와 역량을 겸비한 일차 진료 능력을 갖춘 의사 양성

      ② 임상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의료 준비교육을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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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1) 목적

      ① 세계적으로 활동 가능한 의료인 양성

      ②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증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2) 추진계획

      ① 의예과 해외 교환학생 파견 확대

      ② 의학과 해외 임상 실습 확대

      ③ 미국의사자격(USMLE) 취득 장려

      ④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증

    3) 기대효과

      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의사를 양성

      ②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증을 통한 의학교육의 국제화 및 표준화 

      ③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으로 국·내외 의료경쟁력 확보

  바. 의과대학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

    1) 목적 

      ① 의과대학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 책무 강화

    2) 추진계획

      ① 의과대학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장려

      ②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

      ③ 의과대학 동아리 사회봉사 활동 인증제

      ④ 의과대학 구성원의 헌혈 및 장기 기증 서약

      ⑤ 지역사회 중고등학생들의 동기강화 프로그램(메디컬 캠프)

      ⑥ 안전(생명존중) 사회 운동 전개(금연, 금주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캠페인)

    3) 기대효과

      ① 의과대학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

      ② 생명 존중 사회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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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과대학 동문의 지역사회 봉사

    1) 목적

      ① 의과대학 동문의 대학발전 기여

      ② 의과대학 동문의 지역발전 기여

    2) 추진계획

      ① 생명수호 안전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모금

      ② 학내 심폐소생기 기부 및 소생술 교육

      ③ “티끌 모아 태산” 소액 기부 운동

      ④ 의과대학 동문 병원에서 한림인의 진료비 감면 추진

      ⑤ 의과대학 동문의 사회 공헌 홍보

    3) 기대효과

      ① 대학-동문 간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적 관계 구축

      ② 의과대학 동문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

2. 간호학부 

(1) 비전 : 미래지향적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일류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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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과제

  가. 핵심과제 1 - 교육·연구·행정영역 : 간호대학 승격

    1) 목적

      ① 간호교육과 연구의 선도그룹으로 진입

      ②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

    2) 추진계획

      ① 간호대학 승격 준비 TF팀 구성

      ② 간호 교육기관 환경 분석

      ③ 간호학부 내 외 유관 기관 의견수렴(동창회, 학부모 등 포함)

      ④ 간호대학 승격 실행계획(안) 수립과 추진

      ⑤ 간호대학 승격을 위한 발전기금 확보 전략 수립과 추진

    3) 기대효과

      ① 간호교육과 연구의 선도그룹으로 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②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

      ③ 교육행정의 효율화

      ④ 간호교육기관으로 위상 강화

  나. 핵심과제 2 - 교육영역 : 학습 성과 기반 교육 확립

    1) 목적

      ① 간호학부 교육과정의 질 관리시스템 확립

      ② 현장적응 능력 강화

      ③ 실무현장과 대상자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사 배출

    2) 추진계획

      ① 학습 성과 기반 교육과정 개선

        - 10개 학습 성과에 따른 간호학부 교육목표 재설정

        - 비교과를 통한 교육목표 달성 보완

        - 학습 성과 평가기준 루브릭 보완

        - 매년 4학년 졸업 시점에 학습 성과 달성도 평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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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론과 실습의 연계 강화

        - CQI를 통한 교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

      ③ 실습교육 개선 및 운영

        -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 개선 및 운영

        - 수행능력 평가체계 확립(OSCE, CPX)

        -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 제공

      ④ 학습 성과 기반 교수역량 개발

        - 학습 성과 기반 교수역량 개발 워크숍 참여

        -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적용

    3) 기대효과

      ① 간호학부생의 간호술기 능력 함양을 통한 현장적응 능력 신장

      ② 간호학부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평가를 통한 질 보장체계 확립

      ③ 졸업생의 간호실무 역량 증진

  다. 핵심과제 3 - 교육영역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1) 목적

      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교육

      ② 실습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③ 졸업생의 추후 관리 협력체계 구축 

      ④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 및 유지 

    2) 추진계획

      ① 실습교육기관과 임상교육 위원회 운영

        - 실습교육기관 간호부서장을 포함한 임상교육 위원회 구성

        - 실습교육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

      ② 현장실습지도자(실습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재단병원 간호사 대상 프리셉터 교육 제공

        - 실습교육기관의 간호사 대상 교육에 교수요원으로 참여

      ③ 교수의 임상연수 프로그램 참여

        - 교수의 교육과 실무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연수 교육에 참여

        - 최신 임상의료 기술의 변화를 접할 기회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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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실습교육기관의 특강 및 취업 모의 면접 참여 기회 확대

        -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습교육기관의 특강 확대

        - 실습교육기관의 부서장을 초빙하여 4학년 취업 모의 면접 진행

      ⑤ 취업기관의 졸업(예정)생과의 간담회

        - 연 1-2회 졸업(예정)생 주요 취업기관을 방문하여 졸업생의 현황 파악 

        - 병원별 졸업생 책임교수제를 운영하며 간담회 진행

    3) 기대효과

      ①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및 실습의 질 관리체계 확립

      ② 졸업생의 취업률 보장 및 유지

      ③ 졸업생의 실무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의 역량 발휘

  라. 핵심과제 4 - 연구영역 :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과제 개발

    1) 목적

      ①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마련

      ② 간호실무영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과제 개발

      ③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실무간호사)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계획

      ① 6개 재단병원 간호부와 연구공동체 구축

        - 재단병원별 책임교수제 운영

        - 학술교류를 통한 실무중심의 연구 수행

      ② 연구파트너 기관 발굴 및 협력체계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상병원 등과 협력체계 마련

        - 공동연구 진행

      ③ 산학학술세미나 개최 

        - 매년 산학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물 발표 및 공유

      ④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 발표

        - 학술지에 연구물 게재

        - 연구결과를 실무에 반영

      ⑤ 국책 과제 주제 개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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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① 연구결과 적용을 통한 간호실무의 발전

      ②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③ 연구비 수주 기회 확대 

      ④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연구경쟁력 확보

  마. 핵심과제 5 - 연구영역 : 간호학연구소 활성화 

    1) 목적

      ① 창의적, 생산적인 연구문화 정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타학문과의 교류 필요성 증대

        - 생산적인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학문 내·학문 간 접근 필요성 증대

      ② 간호연구 발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실무를 통한 연구 개념 도출

        -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협력을 통한 근거기반 연구 수행

        - 근거기반 연구결과를 실무현장에 반영하고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시스템 필요

    2) 추진계획

      ① 창의적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영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운영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 연구주제 발굴 : 월 1회 세미나 운영

        - 연구영역 확대를 위한 타 대학 간호학과 교수와의 interest group 운영

        - 융·복합 연구를 위한 타 학과와의 1학기 1회 세미나 주최

        - 학부학생 대상 연구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 1회 주최

      ② 연구프로젝트 수주 확대

        - 연구수혜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 연구 주책임자로서 가능한 연구 프로젝트 수혜기관 네트워킹 구축

         ·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가능한 연구프로젝트 수혜기관 네트워킹 구축

        - 연구주제에 적합한 모의 위원회 구성과 심사 시뮬레이션 운영

         · 연구주제에 적합한 모의 심사위원회 구성 : 3명의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

         · 최종 계획 제출 2주전 심사 시뮬레이션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구

        - 유관기관의 네트워킹 구축

        - 유관기관의 집중 연구주제 확보 및 관련 주제 연구소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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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의 RFP를 위한 전문가 회의 1학기 1회 운영

        - 타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와의 협력 연구 모색

      ④ 글로벌 연구 개발

        - NINR 연구주제 확인 및 글로벌 연구주제 개발

        - Global grant funding을 위한 연1회 워크숍 개최

        - 간호학 관련 주제별 국내외 연구도구 플랫폼 구축위한 기반조성

        - Nursing global conference에 최신 연구경향 분석

    3) 기대효과

      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문화 및 시스템 정착

      ② 지속가능한 연구시스템 구축 및 연구비수주

      ③ 간호학연구 선도 그룹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바. 핵심과제 6 - 연구영역 : 교수-학생 연구 역량 강화 

    1) 목적

      ① 연구역량 갖춘 간호학 석박사 배출

        - 임상실무현장에서 연구역량 있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요구 증가

        - 204개 국내 간호교육기관에서 연구 역량이 있는 연구자 요구 증가

      ② 교수-학생 연구 역량의 국제화

        - 국제 연구 경향에 따른 연구 역량 함양 필요 증대

        - 교수 및 학생의 연구 성과를 통한 실무 적용 필요성 증대

      ③ 특성화 분야 연구 그룹 발굴 및 참여

        - 교내 주요사업이나 정책방향에 따른 특성화 분야 참여 필요

        - 융·복합 연구 및 관련 연구 주제 발굴 필요

    2) 추진계획

      ① 대학원 교과과정 개선 및 연구 관련 교과목 개발

        -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의 요구도 증가

        - 연구관련 교과목 개발을 통한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 참여 확대

      ② 박사과정 개설

        - 박사과정 교과목 개발

         · 4개 박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 개발 : 간호이론개발, 질적연구방법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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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개발 및 평가, 고급간호통계

         · 최소 6개 박사과정 전공선택 교과목 개발

        - 석사과정 교과목 수정 및 보완

         · 석박사과정 공통과목 2개 교과목 수정보완 : 양적 연구방법론, 간호이론

         · 석사과정 공통과목 1개 교과목 수정보완 : 간호전문직론

      ③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 1학기 1회 이상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 논문작성 전 학술지 발표 의무화 : KCI 등재지에 1편 이상 게재

        - 산학협동 연구과제 개발 및 진행 참여 권장

      ④ 우수학생 유치 및 연구 활동 장려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로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연구 활동(학술대회 발표, 저널게재) 지원

    3) 기대효과

      ① 교수-학생의 연구역량 고취

      ② 국내외 교수-학생 연구 활동 활성화

      ③ 우수한 석박사 인재 배출로 본교의 위상 제고

  사. 핵심과제 7 - 글로벌영역 :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목적

      ① 글로벌 간호 및 문화 역량 강화

        - 글로벌 간호의 최신 경향 습득

        - 글로벌 문화역량 함양 필요

      ②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

        - 국내외 의료관광 요구 증가

        - 국제간호서비스의 표준화에 대비

    2) 추진계획

      ① UCLA 간호대학과 MOU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차 UCLA 간호대학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UCLA 간호대학과의 MOU 체결

      ② 국제교류프로그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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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싱가폴대학교, 나고야시립대학교, 하와이 주립대학교 간호학과와의 지속적 

국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③ 국제교류프로그램 신규 개발

        - 선진국 벤치마킹형 국제교류프로그램 1개교/2년 신규개발

         · 미국·캐나다 : 예) 미국 동부 간호대학 : University of Columbia, NewYork

                           예) 미국 중남부 간호대학 : University of Texas, Austin

         · 호주·뉴질랜드 : 예) University of Auckland, School of Nursing 

         · 유럽 : 예) University of Uppsala

        - 기술 파트너형 국제교류프로그램 1개교/4년 신규개발

         · 중동아시아 : 예) 두바이 병원

         · 동남아시아 : 예) 필리핀 세부대학교 간호대학

        - 저개발국 협조형 국제교류프로그램 1개교/4년 신규개발

         · 아프리카 : 예) University of Pretoria, School of Health science

      ④ 글로벌 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보완

        - 국제간호 교과목 개발

        - 국제간호실습 교과목 수정 및 보완

    3) 기대효과

      ① 글로벌 간호역량 강화

      ② 입시 경쟁력 강화

      ③ 국제화 역량 강화

  아. 핵심과제 8 – 글로벌영역 :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

    1) 목적

      ① 국제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국제화 시대에 맞춰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능력 요구

        - 국내외 의료관광의 확대

      ② 해외 진출의 기회 확대

        - 국외 취업의 기회 확대

    2)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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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요 조사, 현황 파악, 학과 의견 수렴

        -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수요조사 및 현황 파악

        - 교내 외국어 관련 장학금 제도 적극 활용 지원

        - 1인 1외국어 인증제에 대한 학과 의견 수렴 

      ② 달성목표 확정 및 시행

        - 학생 포트폴리오에 달성목표 설정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달성목표 시행

      ③ 해외연수 기회 확대

        - 해외 연수 기회 시 1인 1외국어를 자기 주도적으로 달성한 학생을 우선선발 

하는 제도 시행 

        - 본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추천

    3) 기대효과

      ① 학생의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우수 입학생 유치 

      ② 해외 연수를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3) 간호학부 비전 달성 목표 (2016-2022)

핵심영역 성과지표 2015(2016) 2019 2022

교육
간호교육평가인증 평가인증 인증유지 인증유지

국시합격율(%) 100 100 100

연구
산학연구 출판(편수) 2(추정) 4 5

교수논문수(KCI/SCI급) 0.36/0.34 0.40/0.38 0.6/0.4

글로벌
교환학생(IN/OUT) 4/29 4/33 6/40

교육프로그램건수
(운영/개발) 2/1 3/1 4/1

교육·연구·행정 간호대학 승격 - 독립학부 운영 단과대학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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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교양기초교육대학

1. 비전 및 교육목표

(1) 비전 :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성, 폭 넓은 기초소양 함양

(2) 교육목표

  가. 소통 중심의 기초 교양 교육 실천

  나. 지·덕·체의 균형 있는 발전

  다. 폭넓은 지적 소양 함양

2.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1) 교양교육 시스템 구축

  가. 교양교육 정책개발 연구시스템 구축

    1) 교수학습 지원체제 확립 

      ① 교육평가, 교수교육 시스템 제도정비, 교양교육 혁신 연구모임, 학생 학습의 질 개선 

연구모임, 시대변화에 따른 교양교육 과정 확립 연구모임 등을 통해 교수 학습 

지원체제 확립

    2) 교육정책 연구소 설립 운영

      ① 교양 교육관련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연구 모임 활성화 

      ② 교육부/ 교양기초교육원 주관 교양 교육 사업 과제 공모 지원 활동

        

  나. 교양교과목 관련 위원회 활성화

    1) 소통기초 교과목 위원회 활성화

    2) 소통교양 교과목 위원회 활성화

  다. 교양교육 담당 시간강사 공모제 도입 

    1) 공모를 통한 교양교과목 우수강사(한 학기 전) 확보. 질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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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교양 교육과정 개선

  가. 의사소통교육 확대

    1) 읽기, 발표와 토론, 글쓰기 연계학습 및 피드백 강화

    2) 영어 말하기, 쓰기교육 강화 : 수준별 수업, 성과 인증, 몰입 교육 강화 

    3) 한문 등 어문 수업 운영 방법 개선 : 발표와 토론, 피드백 강화

    4) 교양컴퓨터와 정보소통 교육의 내실화, 경쟁력 강화

    5) 교양 체육 교육의 질적 내실화 

  나. 교양 영어강좌 신설 확대 

    1) 외국인 교환학생 수강 기회 확대

  다. 교양 교과목 재정비

    1) 핵심 10과목 중심 재편

  라. 복수전공제 도입에 따른 교양교육 방안

    1) 교양 필수 최저 27학점 외 인문적 소양 등 교양 추가 수강 기준 마련 

      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 교양의 균형 있는 대학 교육

  마. 교직과정 학생 선발 폐지 

    1)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바. 소통중심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내용 

    1)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량 향상 중심 교양교육으로 수업운영 방향 전환

    2) 인문적 소양 특성화 교과목 

      ① “한림교양(중핵교양) 10선 선정 및 개발”최소 1과목 이상 이수 계획

    3) 핵심 반영 내용 

      ① 건학이념 반영

      ② 사회 트렌드(인문, 인성, 융합, 창의성) 반영 교양교과목 내용 등

(3) 교양교육 특성화

  가. 온라인 예비대학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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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안내, 학사 안내, 주요 학생 프로그램 안내 등 (파트 1)

    2) 단과대학별 전공 소개와 복수전공 정보 제공 (파트 2)

  나. 정주대학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비교과 콘텐츠 내실화

  다. 심비우스 교양교육과정 특성화 체계 구축

    1) 소통기초 : 다양한 졸업인증제 도입

    2) 소양활동 활성화 : 창의인재 양성을 독서활동 활성화

    3) 글로벌 사회봉사 활성화

  라. 스포츠 1인 1기, 팀 스포츠 활성화

  마. RC 멘토링 강화 : 담임교수제 운영, 선배 및 교환학생 멘토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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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미래비전제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구분 비고

미래

비전

전략

위원회

본부 총장 김중수 위원장 총장

응용광물리학과 교수 김현중

위원

대학원장

경제학과 교수 이충언 비전전략처장

사무처 처장 손형배 사무처장

인문학부 교수 김기순 인문대학장

사회학과 교수 박준식 사회과학대학장

경영학과 교수 백광기 경영대학장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박진서 자연과학대학장

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찬영 공과대학장

의학과 교수 홍경순 의과대학장

국제학부 교수 박노섭 국제학부장

러시아학과 교수 최태강 교양기초교육대학장

미래

비전

실무

위원회

경제학과 교수 이충언 위원장 비전전략처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용수

위원

인문대 추천교수

심리학과 조교수 최훈 사회대 추천교수

경영학과 교수 황현석 경영대 추천교수

바이오메디컬학과 조교수 이근욱 자연대 추천교수

전자공학과 교수 이선우 공과대 추천교수

의학과 교수 서준교 의과대 추천교수

국제학부 조교수 장윤식 국제학부 추천교수

교양기초교육대학 교수 김지일 기초대 추천교수

미래

비전

실무

작업단

경제학과 교수 이충언 위원장 비전전략처장

전략개발팀 팀장 김수현

위원

전략개발팀장

인문대학 실장 정국태 인문대 교학실장

사회과학대학 실장 이중재 사회대 교학실장

경영대학 실장 이중재 경영대 교학실장

자연과학대학 실장 박삼희 자연대 교학실장

공과대학 실장 최도영 공과대 교학실장

의과대학 팀장 윤배연 의과대 교학팀장

교양기초교육대학 팀장 박상묵 기초대 교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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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구분 비고

미래

비전

추진

위원회

사회학과 교수 박준식 위원장 비전전략처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용수

위원

영어영문학과장

심리학과 조교수 최훈

한림과학원 교수(HK) 이경구

전자공학과 교수 이선우 기획처장

간호학부 교수 강경화 간호학부장

의학과 교수 서준교 의학과장

경제학과 교수 한영욱

교양기초교육대학 교수 이지혜

사회학과 부교수 신경아

융합인재학부 교수 조창익 융합인재학부장

체육학과 교수 양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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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Vision 수립 경과

일정 추진업무

4월 1일(금)
▢ 비전전략처 신설

▢ 비전전략위원회 및 비전실무위원회 구성

4월 8일(금) ▢ 행정부처 처장, 팀장 비전 워크숍

4월 14일(목) ▢ 비전전략위원회 및 비전실무위원회 연석 회의 : 비전수립 관련 논의

4월 21일(목) ▢ 비전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업무 및 향후 비전설정 방향 논의

4월 28일(목)
▢ 비전실무위원회 : 비전수립 과제 검토 및 과제 제출기한 안내

▢ 학장 및 학과장 연석 회의 : 비전수립 과제 관련 논의

5월 23일(월) ▢ 단과대/연구소/행정부서 비전 및 실행과제 제출

6월 2일(목) ▢ 비전실무위원회 : 비전 제안과제 및 워크숍 관련 논의

6월 16일(목) ▢ 비전전략위원회 : 단과대별 제안과제 발표

6월 20일(월) ▢ 비전실무위원회 세미나 :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6월 24일(금) 

~ 25일(토)
▢ 미래비전실무위원회 워크숍 : 단과대별 제안과제 발표 및 핵심과제 논의

7월 1일(금) 

~ 3일(일)
▢ 직원세미나 : Vision 2022 발표 및 의견수렴

7월 7일(목) ▢ 교무회의 : 비전 핵심과제 발표 일정(교수세미나) 확정

7월 14일(목) ▢ 비전전략·실무위원회 연석 회의 : 대학의 비전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

7월 18일(월)
▢ 처장회의 : 비전 핵심과제, 비전 체계도 논의

▢ 비전실무위원회 : 단과대학별 비전 발표 및 자료집 발간 방향 논의

7월 19일(화)

~ 26일(화)
▢ 단과대학별 비전 설명회

7월 28일(목) ▢ 비전실무위원회 : 단과대학별 비전 발표 자료 검토

8월 9일(화) ▢ 융·복합 전공 주임교수 간담회

8월 26일(금) ▢ 교수세미나 : 대학과 단과대 비전 발표

9월 1일(목) ▢ 비전 선포식

10월 말
▢ 비전보고서 및 비전백서 발간

▢ 월별·분기별·반기별 비전 핵심과제 이행상태 점검계획 공지

2학기 중 ▢ 비전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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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한림대학교 역대 발전계획

1. 발전계획 수립 배경

발전계획 발전계획 확정 수립 배경

한림 21세기 계획

(1996 ~ 2005)
1996.09.01.

- 21세기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한림대학교의  

비전수립

- 특성 있는 명문사학을 지향한 장기 발전계획

한림 21세기 발전계획

(2004 ~ 2010)
2004.08.24.

-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한림 21세기 

발전전략을 수정·보완

New @ Hallym

Initiative T/F Report
2008.08.22. - 단기 발전계획 수립

한림대학교 발전계획

VISION 2020
2014.02.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한림대학교 발전계획 

수립

2. 발전계획 주요 내용

발전계획 주요 내용

한림 21세기 계획

(1996-2005)

□ 교육 목표 : 종합적 소양 육성 교육 중점, 실용교육과 실무교육의 

강화, 최선의 교육을 실시하여 상위권 대학으로 발전

□ 특성화 발전전략 설정

 - 지역학 및 생명과학을 특성화의 중심축으로 지정

 - 최소전공인정학점제와 복수전공제 채택

 - 교육조직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증진

 -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과 기숙사 확충, 담임교수제 실시

 - 신입생 전원 기숙사 수용으로 전인적 인성교육 실시

한림 21세기 

발전계획

(2004 ~ 2010)

□ 분야별 비전 설정

 - 교육 분야 : 풍부한 인간성, 창조적 지성,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 연구 분야 : 일부 학문분야에서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업적 달성

 - 국제화/지방화/세계화 분야 :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협력/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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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주요 내용

한림 21세기 

발전계획

(2004 ~ 2010)

□ 발전전략 방향 설정

   교육과 연구의 조화, 규모보다 질 우선,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대학 운영체제 구축, 국제화/지방화/세계화 추진

□ 발전전략의 단계별 추진계획

 - 도입기(2004-2005) :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략 추진에 필요한 

토양을 다지는 작업 추진

 - 확산기(2006-2010) : 발전계획의 실행, 시행착오 수정,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계획 이행

New@Hallym 

Initiative

T/F Report

□ 추진 목적

   대학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한림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

□ 추진 목표

 - 비전 :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

 - 발전 목표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국제화 역량 강화, Campus 

Life 실현, Brand Image 향상, 입시 경쟁력 강화

□ 추진 체계

 - 2008.1학기 : 비전 및 발전목표 설정,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도출

 - 2008.2학기 : 제도정비 및 전략적 투자, 로드맵 및 실행체계 설계

 - 2008.12월부터 : 수행 평가 및 지속적 발전

한림대학교 

발전계획

VISION 2020

□ 발전전략 방향 설정

   건학이념을 토대로 본교의 핵심역량에 기반 한 특성화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창의 인재 육성

□ Mighty Hallym 2020

 - 비전 :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 인재 양성

 - 단계별 목표

  ∙ 1단계(2013-2014) : 역량 기반 재구축

  ∙ 2단계(2015-2017) : 역량 기반 확장·발전

  ∙ 3단계(2018-2020) : 한림대 위상 확립

 - 추진전략

  ∙ 교육영역 : 기초교양기반의 가치관 정립, 전공학문 기반의 의사

결정능력 제고

  ∙ 연구영역 : 기초 및 실용연구의 중계기반 구축

  ∙ 사회적 책임영역 : 산-관-학 협력의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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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한림대학교 특성화사업과 성과

1. 특성화사업 추진

※ 특성화사업 추진 체계도

(1) 추진 방향

  가. 대학의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자체 특성화사업을 상호 유기적으

로 연계시키면서 특성화와 대학발전을 도모함.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교육 분야

    1) 대학 전체 

      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을 교육 특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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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문 단위별 

      ① BK21-2단계, CK-1, BK21+ 등 국가 재정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 

특성화사업을 추진함.

구 분 내  용

BK21-2단계 - 강원도 선진복지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고급전문인력 육성사업

CK-1 

- SMART 고령친화서비스 인재 양성사업

- 르네상스 인문학 창의인재 양성사업

- 동북아지역 융·복합인재 양성사업

BK21+
- 인터랙션디자인 전문인재 양성사업

- 노화와 만성감염질환제어를 위한 창의인재 양성사업

    3) 특성화 학과 육성 

       2단계 CK-I사업 추진과 본교 대표 특성화 학과 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단을 선

정하여 지원함.

      ① 선정 

        - 언론전공+디지털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응용광물리학과

      ②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차년도(2014.11 ~ 2015.02, 4개월) : 학과별 3천만원(총 1억 2천만원)

        - 2차년도(2015.03 ~ 2016.02, 12개월) : 학과별 3천만원(총 1억 2천만원)

  나.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

구 분 내  용

BK21-2단계 - 인문한국(HK)사업

BK21+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대학 자체 특성화

- 노화-헬스케어

- 사회복지-노년학

- 웰니스서비스

- 국가위기형유행성감염질환 => 항노화치매연구

    1) 연구 분야

      ① 우리 대학은 인문학, 노화학, 의생명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여 재정지

원사업과 함께 대학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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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문학 분야는 인문한국(HK)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화학, 의생명 분야는 

대학 자체사업으로 2012년부터 5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산학협력 분야 

      ① 우리 대학은 의료관광인재양성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

며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음.

    3) 인프라 확충 

      ① 연구경쟁력과 산학협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2014년 한림중개의과학연구센터와 

2016년 산학협력관을 건립하였음.

2. 특성화사업 추진 성과

(1) 교육 분야

  가. 주요 사업실적(ACE 1주기)

    1) 우리 대학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교육과정, 학생지도, 학사제도 선진화 및 교수-학습 지원체

제 선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구 분 주요 내용

교양교육과정

RC 기반 기초교양과목 운영(신입생세미나, 외국어와 외국문화의 이해)

수준별 맞춤형 기초교육(글쓰기, 외국어기초교육)   

교양교육 개편 및 다양화(자기주도학습형 교과목 운영)

전공교육과정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웰니스서비스, 사회복지노년학 등)

핵심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맞춤형 전공트랙제, 국제화 프로그램  

비교과 과정
RC 기숙교육 프로그램 운영(인성, 진로, 국제화, 봉사학습)

‘Hallym Start Career’및 학교기업 운영

학사제도 통합정보시스템기반 학사제도, 영어졸업인증제, 전공영어강의 의무수강

학생지도
NICE Care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학생지도, 신입생 적응 지원

한림 진로지도 시스템 연계 활용

교수․학습지원 
교수법 워크숍, 수업컨설팅, 명강의 프로젝트, 한림 e-Campus 운영 

학사경고자 케어 프로그램,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학습포트폴리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강의중간평가 실시(강좌 유형별 6가지 평가도구 적용)

교수업적평가 교육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 반영 

신규임용 및 교수승진 시 수업 컨설팅 참여 의무화

OCW를 통한 우수강의공개(※ 2014년 110과목 공개/ 38,463회 조회)

대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K-CESA) 참여, 교육만족도조사․교육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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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 성과지표 실적(ACE 1주기)

    1) 우리 대학은 교육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ACE사업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

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현장적합성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음.

구분 지표명(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성과
지표

정주대학 교육 성취도(점) 70.4 78.0 85.0

맞춤형 직업트랙 프로그램 교과목 비율(%) 31.8 66.3 70.6

글로벌 핵심 역량 향상도(점) 75.6 99.9 101.4

자율
성과
지표

자기주도적 학습 교과목 개설 수(개) 35.0 73.0 77.0

TOEIC 성적(점, 100점 기준) 58.7 60.8 61.9

한림인턴십 핵심역량 향상도(점) 86.8 109.9 119.9

전공횡단 융․복합 프로그램 수(개) 6.0 7.0 8.0

한림스타트커리어(HSC) 참여율(%) 34.6 43.9 51.3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만족도(점) 71.9 76.2 76.1

한림멘토링 프로그램 역량 향상도(점) 87.4 97.1 95.5

교수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25.5 35.6 41.9

강의평가 점수(점, 5점 만점) 4.2 4.3 4.3

교육콘텐츠 활용율(%) 25.5 28.8 31.4

(2) 연구 및 산학 분야

  가. 인문학 분야와 노화학 및 의생명 분야의 특성화 추진으로 연구실적과 특허실적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자리 메김 하였으며, 연구 및 

산학 분야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대학의 특성화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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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야별 실적

분 야 추진 내용

연구

인문학
- 인문한국(HK) 동아시아기본개념 연구

- 인문한국(HK) 한국생사학 자살예방 연구

노화학 - BK21+ 고령화와 지속가능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연구

의생명

- BK21+ 신경계질환극복을 위한 선도연구

- BK21+ 청각언어재활 프로그램 개발연구

- BK21+ 대사성질환기전연구 및 식품소재개발연구 

산학협력
- 의료관광인재양성사업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인프라
- 2014년 한림중개의과학연구센터 건립(130억)

- 2016년 산학협력관 건립(124억)

(3) 대학 자체 특성화 분야

  가. 대학 브랜드 제고 및 재정지원사업(LINC, CK-I 등) 수주 기여

  나. 연구실적 향상(2012-2015년)

(단위 : 천원, 개)

사업 지원액 사업기간
연구실적

SCI KCI 교재개발

노화-헬스케어 500,000 2012~2015 25 - -

사회복지-노년학 497,700 2012~2015 5 25 -

국가위기형유행성감염질환 200,000 2012~2013 20 1 -

치매연구 600,000 2013~2015 13 - -

웰니스 99,500 2012~2013 1 3 3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건립 12,971,043 2012~2014 - - -

산학협력관 건립 12,351,250 2013~2015 - - -

계 27,219,493 - 64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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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한림 Vision and Action : 2016~2022 관련 총장 연설문

취임사(2016. 3. 2.)

  존경하는 윤대원 이사장님을 위시한 일송학원 재단 이사님 여러분, 한림대학교의 제 9대 

총장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저를 신뢰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김진태 국회의원님, 최동용 춘천시장님, 배순훈 

일송학원 재단이사님, 최의열 바디텍메드 대표님의 귀한 말씀은 앞으로 제 업무의 중요한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한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해 온 교수·학생·행정

직원·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지난 8년 동안 몸은 한림대학교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한림대학교를 잊지 않고 

지냈었다는 말로 저의 총장 취임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이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숙제를 마무리하라는 소명을 부여받기 

위해 저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국내외 대학교, 연구기관, 정부부처, 국제기구 대표부, 중앙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근무하였든, 저의 변하지 않았던 지상 목표는 

경제학을 전공할 당시 제가 가슴에 품었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이란 

바로 우리나라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선진일류는 제 머리

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제 일생의 생활신조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조직부터 

“선진일류”에 부합하도록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일류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한림 Vision and Action 2016 ~ 2022

- 73 -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관건인가요? 

지금까지는 남을 배우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배우고 싶어 하도록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진일류의 척도인 

것입니다. 남을 뒤쫓아 가면서 또는 남만큼 해서는 일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맨 앞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때, 선진이 된 것이고, 진정 미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선진일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특히 대학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한림대학교의 존재이유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릴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가의 

조건은 대학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나라에서, 대학교육이 선진국에 뒤처지면서 

그 나라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오늘 저는 제 취임사

에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작업은 우리 한림대학교를 선진일류대학교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는 데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조건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한림대학교는 어떻게 변모해야 할까요? 한림대학교를 사랑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취하고 싶은 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세기 초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를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위기이전의 상태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직면한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글로벌 환경은 다극화가 심화되고, 국지적

으로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이 함께 공존하는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a)상태가 공존

하면서, 불확실성이 만연하여 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정상이라고 불렸던 상태가 계속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도 예측되며, 

한 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초래한 근원적 요인이 “글로벌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 추세

는 경계가 사라지면서 상호연계성이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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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정의에 근거한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연관성이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 습득하였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의 유효성이 매우 제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진전되는 

글로벌화 추세에 비하여 기존 규범들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 지구촌 

경제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경제는 많은 제도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과도한 글로벌화 추세 때문에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취한 결과로 글로벌화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는 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될 때까지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부문도 글로벌화 추세를 피할 수는 없으며, 학문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므로 학계가 사회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더하여 글로벌화 추세가 초래하는 제반 복잡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에도 

학계가 앞장서야 하게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발전을 이끌 학계의 공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간다는 말입니다. 복잡다단한 글로벌화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능력을 지닌 지식기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대학이외에 어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글로벌화를 대학교육에서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첫 번째 이슈로 제시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1) 

민족적·언어적·문화적 다양성, 경제통합과 국제적 불평등 확산 등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되므로, 교육이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의 역할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입니다만, 다양성·통합·

기술진보 등에 관련된 교육내용에 새로운 글로벌 현상의 영향을 반영하려는 심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화 추세에 대처하는 것도 매우 벅찬 일입니다만, 우리의 눈을 안으로 돌

려 보면, 이에 못지않은 위협적인 도전과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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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출산현상에 따라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눈앞에 다가왔고, 이에 대처

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졸업자 수가 2013년 63만 

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2) 

인구변화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며, 정부의 정책은 모든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 대학들의 입장에서 모두 최적이라고 만족할만한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하면서 이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구조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상과 현실이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

입니다. 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피교육자의 단기적인 선호와 무관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수요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시장의 수요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교육문제의 해결을 접근하지 못하면 시장에 이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시장을 탓하기 이전에 

시장이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수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인들의 집합소인 대학이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훌륭한 사회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학령인구감소 문제 이외에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길러내는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취업기회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반값등록금으로 명명되는 정책이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교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영리목적 

교육기관의 등장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이 전적으로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여하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화 추세, 인구의 

고령화, 정보기술의 급진전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교육과 재교육의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식기반사회 현상이 심화될수록 과거의 추세를 뛰어 넘는 

수준의 교육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대학교육이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위기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한 대응책은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한 해결하지 못할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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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한림가족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대학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大學”은 “대학의 길은 사람이 

본래 타고난 선한 덕을 밝게 빛내고, 내가 밝힌 덕으로 백성을 새로워지게 하고, 

기울거나 치우침이 없이 중용(中庸)의 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3)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성의 전당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過去와 現在와 未來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학의 

역할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4)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과 

조직은 “現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는 “過去”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축적해 

놓은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학에는 “未來”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으로서 비전을 세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젊은 학생

들을 키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되, 한편에서는 과거로부터 쌓아놓은 

지식을 공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구축하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교육과 연구를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사색과 

번민, 상상력, 학문의 자유 등이 주요한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

입니다.

  한편, 국·공립 대학교와는 달리, 사립 대학교는 그 대학특유의 건학이념의 달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고 윤덕선박사님에 의하여 설립된 한림대

학교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과 학술문화의 진흥”을 건학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大學에서 밝힌 대학의 길과 너무나도 맥락을 

같이 하는 숭고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기본철학으로 건학이념을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시적

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인간성’은 대학교육 본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대학교육을 직업

교육과 차별화할 뿐 아니라, 우리가 키워내는 인재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실사회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단기적으로 유용한 지식 공급에 못지않게 변화된 환경에 스스로 대처해 나갈 

장기적 능력배양 훈련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으며, 인성교육이 잠재력함양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학문분야를 총망라한 교양교과 및 

이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한림대학교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한림 Vision and Action 2016 ~ 2022

- 77 -

왔으며, 앞으로도 품격이 더욱 향상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

입니다.

  ‘창조적 지성’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깊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융합지식이 등장하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 개념은 어제한 일을 오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도록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과거 

습득한 이미 쇠퇴해 버린 지식을 전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색을 통한 

창조적 지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어제 한 행정을 오늘 답습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한림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

다.

  ‘인재의 양성’에서 인재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으나, 재목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나 부문에서 

종사하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건물을 지을 

때의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는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술문화의 진흥’은 대학교육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를 밝히는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림가족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대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줄여 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대내외 환경이 한림대학교에만 

어렵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소재 23개 대학은 이미 학점공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5) 교과목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 년 동안 강의하였던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복수의 학과에서 수요가 있는 것을 교수충원의 한 조건으로 삼고 

있고 매우 훌륭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6) 글로벌화 추세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정책이 너무 

오랜 기간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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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교과서로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은 물론이며 사회과학 분야 

교과서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기이전의 교육내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나가는 대학이란 것은 이러한 대내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왜 기존조직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때에 비로소 남보다 더 발전하는 것

입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 계층의 여러 구성원들과 협의

해가면 서 결정해 나아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우선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 

비전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비전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 만들어져서는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람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각 구성원이 목표를 이해하고 역할을 알고 있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이해상충을 조정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비전의 “자기실현적”인 속성

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꿈도 함께 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7)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한림대학교 모습을 함께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각자의 역할을 마음 속 깊이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입니다. 이 

비전마련에서 소외되는 조직이나 구성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면서 그러한 조직이 잘 발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왜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등 국제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나라 

중에서 왜 일부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외부의 강요에 의하여 개혁하는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성공의 결정요인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고치지만 세입자는 고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자발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주어진 일을 자기 일로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한림인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한림대학교가 크게 융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학문적 자유를 말합니다. 인생과 사회에 

대해서 이상·꿈·비전·사색·번민의 날개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캠퍼스여야 한다는 

뜻에서 자유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색은 토론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융합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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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되는 상황에서 토론은 창조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발표를 위해 학교 도서관과 교수 연구실에 불이 밝혀지고 있을 때에 대학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져야 다양성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방임·방관·비협조·불참의 환경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조직의 “격”입니다. 한림대학교의 격을 높이는 데 

모든 구성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술적

으로는 산학협력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지역사회가 더욱 행복해지는 데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림대

학교는 2015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등급을 

받았고, 6년 연속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청년고용센터 평가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림대학교 뿐 아니라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지역사회의 기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및 한림가족 여러분,

  이제 제 취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진일류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는 다져졌고,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비전을 세우고,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토론이 강물처럼 흐르는 한림대학교를 만드는 

작업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지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가 본 길을 잘 안내하고, 리더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 총장이 리더가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리더의 헌신과 능력이 없이 

새 길이 개척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완수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수행해야 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온다는 시구절도 

있습니다. 우선은 고통이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200년간 로마의 평화 (Pax Romana)의 기틀을 만든 아우구스투스황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Festina Lente!” 천천히 서둘러라! 과속하지는 말되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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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를 선진일류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지상목표입니다. 

반세기전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상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나라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대학을 도약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믿습니다. 가능한 목표이며 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데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치자는 호소를 하는 것으로써 제 취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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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ECD, Trends Shaping Education 2016,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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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영,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슈분석, The HRD Review, 2014년 11월

 3) “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즉, “대학의 길은 밝

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느

니라.” 大學·中庸, 박일봉역저, 육문사 p 2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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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축사(2016. 3. 2.)

  오늘, 존경하는 윤대원이사장님과 부총장을 위시한 교무위원들과 함께 한림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한림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입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한림대학교로 인도해 주신 

학부모 및 친지 여러분들에게 한림대학교의 전체 교수와 학생과 행정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새 식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 식구이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한림대학교 구성원

들과 더불어 이 조직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바로 신입생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입학식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한림인”이 되었습니다. 한림은 “빼어난 인재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이 될 재목을 인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교명을 갖게 

된 것은 능력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한림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 각자가 모두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재목이 되도록 교육·훈련하는 장소

입니다. 쓸모가 있는 인재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줄 알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사회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의 대비책도 마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 못지않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참 역할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까? 그리고 왜 한림대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경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된다고 

믿습니다. 대학에서의 생활이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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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본인의 앞날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게 될 것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도 몸에 

체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게 될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합니다. 한림대학교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과 

학술문화의 진흥”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을 지향하는 매우 

숭고한 이념이며, 한림대학교는 이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은 사람의 바탕을 공고하게 만들어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제조건 입니다. 지식은 문명의 발달로 유용하지 않게 될 수 있

지만 인성은 사람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한림대학교는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아 강원권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 불리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평가에서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수와 학생과 행정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한림인들이 합심하여 이룩한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쟁적 상황이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이러한 고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선진국의 대학생들은 그들의 대학생활을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처럼 긴장되게 보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더 우수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이후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현상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환경이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국에서는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캠퍼스에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캠퍼스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캠퍼스라이프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쉬어도 도서관에서 쉬고, 놀아도 캠퍼스내의 각종시설을 활용하면서 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독서·사색·토론·발표·체력단련 등의 모

든 활동이 캠퍼스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캠퍼스라이프를 생활화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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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서 입학식을 치르는 목적은 여러분 각자가 인재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고 이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들에게 몇 마디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명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꿈과 목표의 달성을 간절하게 원하여야 합니다.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 정해 놓고 대충 일을 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

니다. 꿈이나 목표는 가능한 한 높게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im High! 

Dream High!”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능력을 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꿈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해서는 

그 꿈을 실현하겠다는 절실함이나 의욕이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하고 “차별화”

되는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왜 차별화되어야 

하냐고요? 남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시장에서 차별

화되지 않은 상품이 팔리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남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되, 여기에 본인 나름의 특성을 가미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본인 나름의 특성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사색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색이 차별화를 이끄는 핵심요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때문에 책을 읽는 데에 투입하는 시간만큼 사색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는 토론과 발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은 사색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셋째, 높은 이상을 세우고 끊임없이 사색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천의 첫걸음은 본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재력을 확충해야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해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은 

무한할 정도로 매우 크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의 사람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대부분 본인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잠재력이 노력을 하게 되면 계속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지식의 기초가 튼튼해야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기초소양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매우 획일적이며 경직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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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람의 능력을 평가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기만성의 입지를 좁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매우 큰 신뢰를 부여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은 여러분

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여 발휘해야 하고, 이것을 대학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또한 옛날 사람들이 어제 한 대로 오늘 답습해서는 차별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됩니다. 

교수님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을 뿐 아니라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한림대학교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또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후배가 선배보다 더 좋은 업적을 남겨야 

그 조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배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글로벌화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환경입니다. 전 세계가 활동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늠름한 기상을 가져야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이 한편의 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담대함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 

도전의식이 젊은 사람인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의 4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졸업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척해가는 미래에 한 발짝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입학식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2016년 3월 2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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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수세미나 총장 특강(2016. 8.26)

한림대학교 Vision and Action 2016~2022 : 배경과 특징

  “What can I do with my boy?” 지금부터 거의 150년 전인 1869년 2월, 

「The Atlantic」이라는 미국의 journal에 게재된 article, ‘The New Education’의 첫 

문장입니다1). “나는 내 아들에게 실용적인(practical)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당시의 전통

적인 학교나 대학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내 아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지? (Where can I put him?)” “내 아들에게 기존의 방법으로 옛 좋은 시절의 

방식대로 교육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거의 쓸데없는 짓인데?”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위 논문의 저자는 Harvard대학교에서 수학과와 화학과의 강사를 역임하였었고, 

이후 근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에 유학했으며, 그리고 귀국하여서는 

Harvard대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당시 신설된 MIT대학교에 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Charles Eliot이었습니다. Nobel상 수상자 T.S. Eliot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The New Education이 발표된 이후 Eliot은 약관 35세의 나이에 Harvard대학교의 총장으

로 선임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이렇게 젊

은 학자가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 이후 75세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Harvard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면서 Harvard대학교 뿐 아니라 미국 현대 대학

교육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 법학, 신학 위주의 대학

교육에 faculty of liberal arts and science를 도입한 것도 Eliot이었습니다. 대학을 교육 뿐 

아니라 연구의 본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 can 

I do with my boy? I want to give him a practical education“ 많은 대학교들이 그의 이

러한 철학을 오랫동안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논문으로부터 145년이 지난 2014년 9월, 동일한 journal 「The Atlantic」에 또 하나

의 article, “The Future of College?”2)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목 뒤에 물음표 

“?”가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Ben Nelson이라는 internet사업자가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분야가 교육투자이었으며, 그 투자과제의 이름이 “Minerva Project”

였고, 결국 Minerva대학을 세우게 되었으며, 설립하자마자 그 첫해부터 Harvard대학교

보다도 입학하기가 더 어려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Harvard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Larry Summers를 그 학교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Stanford대학교 경영대학장과 Harvard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두루 역임한 심리학과

1) Eliot, Charles W., “The New Education” The Atlantic, February 1869
2) Wood, Graeme, “The Future of College?” The Atlantic,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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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 전문가인 Stephen Kosslyn을 초대 학장으로 초빙하는 등 일류학자들로서 학교

를 운영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도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비는 미국의 ivy league대학교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강의는 없고, 교수에게는 tenure가 없으며, librarian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온라인 공개수업,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가 존재

하는 한, 교실에서의 강의가 거의 쓸모없어지게(obsolete) 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고 있습

니다. 글로벌 융복합의 시대에 앞으로의 인생은 다양한 다중생활(multiple lives)을 영위해 

나가야하는데, 학생에게 한 분야에만 집중하여 전공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정분야의 전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가(how to think)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야만 전공하도록 할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사라지면 그런 학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기회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도는 미래의 고등교육에 

대한 시간여행(time travel to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처럼 느껴지며, 그러한 시각

에서 제목에 물음표를 부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기존의 대학교육시스템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article이 발간된 지 일 년이 지난 2015년, Kevin Carey는 그 해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저서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The End of College」3)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번역본이 2016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면서 그 제목이 원제인 「대학의 종말」이 아닌 

「대학의 미래」4)로 바뀌었습니다. 부제로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열린교육의 탄생

(University of Everywhere)”을 붙여서 기존의 대학이 종말을 고한다는 원저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지만, 아마도 기존의 대학체제가 사라진다는 측면

보다는 대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번역본의 

제목을 원제와 차별나게 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논의한 「The Atlantic」의 

2014년 article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우연인지는 몰라도 번역본은 원제가 

아닌 그 article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고등교육의 물결을 타고 팽창한 미국의 수천 개의 대학 중에 불과 15개 정도

(50개 까지도 가능?)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고, 따라서 대학들이 

모두 칼날위에 서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에 대한 과잉교육(overeducation)5)의 후유증을 대학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인구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회가 이 많은 젊은이들을 수용할 만큼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3) Carey, Kevin, 「The End of College」, Riverhead Books, New York, New York 10014, 2015
4) 케빈 캐리, 「대학의 미래 :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탄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지

민역, 2016
5) Freeman, Richard, 「The Overeducated American」, Academic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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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없으니 고등학교 졸업이후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이들을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게 된 것이 과잉교육의 근본 원인이고, 이것이 대학교육이 elite대상으로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전환하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의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등교육기회를 늘린다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동일한 대학교육에 

대한 과잉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대학이 

팽창하다 보니, 교수의 규모도 이에 비례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자질에 대하여 사회가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박사학위는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대학이 우려를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Harvard대학교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금의 7000명 미만의 학부생 규모를 

그 열배로 증가했다면 과연 Minerva 대학이 탄생했을 가라는 의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Harvard대학의 학부생 규모가 한림대보다 작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대학교의 폐쇄성과 학벌위주나 학교 brand위주의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대한 과잉교육으로 대학불패의 인식이 팽배한 환경에서, 

대학의 brand-name유지라는 것의 이득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Minerva대학교는 

서울을 포함하는 세계 6~7개 대도시에 학교를 세울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에게도 잠재적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변화에 기존 

대학교의 반응이 늦어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필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150년 

전 Charles Eliot이 기존 교육체제의 경직성과 시대에 뒤떨어짐을 비판한 것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육혁명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위의 세 episode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세상의 

환경이 어떠게 변화하였더라도 “What can I do with my boy”가 교육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의 아들을 가르칠 때보다는 자기 아들을 가르칠 때에 성의가 

더 들어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면서 교육을 해야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지난 4월 18일자 총장서신의 

말미에 “한림대학교를 교직원들이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창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비전에서 

각별하게 강조되는 “학생중심교육”이라는 이념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면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경우에 비교하여, 학생면담을 소홀히 

한다거나, 학교행정에 무관심하다거나, 학교생활을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이란 피교육자인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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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뜻에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총장 취임사에서 비전의 수립을 제가 해야 할 여러 임무 중에 첫 번째 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를 선진일류 대학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여하히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낸 3월22일의 첫 번째 서신에서 비전전략처의 설립을 제의하였으며, 

4월 18일의 두 번째 서신에서는 비전에서 논의할 수 있는 34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

니다. 위원회와 같은 임시 조직에서 비전을 수립해온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비전을 

구축하고 이의 실천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비전의 

실행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교수와 행정직원 뿐 아니라 

학생의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한림 구성원의 그 어느 누구도 비전의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전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비전의 또 다른 특징은 한림대학교 전체의 종합비전을 짜는 것 뿐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로 자체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한림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각 단과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과거의 기준에 따라 학교나 학과를 배치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매력적이고 적성에 적합한 전공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동안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 오늘 발표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이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비전 수립의 핵심 전략을 채택하게 된 철학적·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네 가지의 이슈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융합인재학부 설립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의 학생을 선발하여 

더 우수한 자질의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근본 설립목적일 

것입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건학이념에 상응하는 교육을 시켜 이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1700여명의 입학생의 자질을 일시에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여 볼 때, 학생의 질적 수준은 학교의 평판, 교수진, 학생생활 여건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학생선발의 규범이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치려고 도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학벌사회가 특징적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행을 고치려면 매우 

이례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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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점에서 특이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 원용하고자 

한 이론이 중국의 발전경험에서 알 수 있는 special economic zone이론이나, 최근 

World Bank의 chief economist로 선임된 Paul Romer가 수년전에 제안한 charter city이론

입니다6). 두 이론의 취지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수의 지역을 선정하고 예외적인 개혁

조치를 수행하여 발전을 triggering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spillover

효과로써 여타 지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한림대학교는 융합인재학부를 설립하여 지금의 제도로는 유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학력수준의 학생을 모집하여 키우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림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수준의 장학제도를 제시함과 동시에 일종의 특수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선발 기준은 기존의 학력평가 시스템에서 여러 분야를 고르게 잘 하는 

학생보다는 고르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왜 소수의 지역이나 그룹을 선정하느냐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겠지만, 원래 Startup

기업 규모가 큰 법이 없는 것입니다. Venture기업이 대기업인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의 special economic zone정책을 시행할 때에 Deng Xiaoping이 

한 말을 소개합니다. 왜 큰 나라인 중국에서 Shenzen이라는 조그만 어촌을 선정하여 여러 

혜택을 주는지에 대하여, “중국경제를 개방하는데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기나긴 주장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7) 당시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유산을 고려할 때, 언제나 비

현실적인 공허한 사변인지도 모르면서, 실증자료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논쟁만 

일삼다가 실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일침을 놓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ule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소위 기존의 rule을 

통제할 수 있는 meta rule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 규모가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rule로써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기존의 rule로써 성공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한편,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형평성을 중시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입학이전에 본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이 당연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하며, 이들에게 잠재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 대학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honors class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합인재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의 능력이 개발된 소수의 학생들에게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융합인재학부와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들 중에 honors class에 

6) Romer, Paul, “Interview on Urbanization, Charter Cities and growth Theory,” 
http://paulromer.net/tag/charter-cities, April 29, 2015

7) p2, Romer. ibid

http://paulromer.net/tag/charter-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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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학생들이 한림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특수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교육을 담당하는 honors faculty를 구성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honors class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honors faculty는 

융·복합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교수들을 의미하며, 이 교수들은 내외적으로 공모하여 

선발할 것이며, honors faculty는 봉사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제화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에 야심차게 한림대학교의 

국제화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국제학부를 설립한 것이 그 결과물로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 중에 학부에서 국제학부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안되므로 앞으로 우리의 활용여부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부는 교육과 훈련의 수단이 영어일 따름이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화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외국학교에 가서 수학하는 것 

못지않게 외국학생들이 한림대학교에 와서 수학하여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한림캠퍼스에 외국학생들의 비율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꼭 

영어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냐는 일부 교수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Chile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3대권역인 미국·EU·중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략으로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하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지향적인 발전

전략으로 움직이고 발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림대학교 

학생들을 유독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작은 범주 안에서 가르치겠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지금 한림대학교에는 외국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학부생은 

전체 학부생 수의 1.5%에 불과한 120명 정도의 규모이나 이 중 90%이상이 중국과 몽골

학생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교환학생 수도 비슷하나 여기에서도 거의 절반이 중국

학생인 실정입니다. 이 규모를 늘리고 지역의 다양성을 늘리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 외국학생들이 한림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이 여럿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외국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영어강의의 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아마도 한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공분야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이러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강의

과목들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절차는 적어도 동서양사이의 학기 시작 

시기의 차이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 년 전에 유학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연중 이러한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제

학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모하게 되면 융합인재학부와 병합하여 글로벌 

융합대학의 체제로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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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금 시대의 화두가 융·복합이듯이, 향후 한림대학교 교육관련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다양한 융·복합과정의 개발에 주력하는 데 두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여건에서 대학에서 단일 전공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교육시키는 내용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다중전공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선진 일류대학에서는 이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2017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의 필수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기본적 철학은 하나의 전공만을 선택하여서는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전공으로서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록 2017년 신입생

부터 복수전공 의무화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생들에게 융·복합을 포함한 

복수전공을 선택하도록 권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기되는 것이 일부 학생의 경우 하나의 전공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데 어떻게 복수전공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중전공에 관한 

논의는 매우 우수한 자질의 학생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경우라면 당연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syllabus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일 전공을 주장하는 분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대학의 종말」의 저자 Kevin Carey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과학에 대하여 지식이 없이 대학교육을 마쳤지만 사회에 나온 이후 무궁무진하게 많은 

지식을 접할 기회를 쉽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학시기에 그러한 지식습득에 시간을 할

애하기보다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대화를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하는 시간의 투입이 

더 많으면 한계기여도가 마이너스가 아닌 한 총산출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수전공의 환경에서는 결국 학생 뿐 아니라 교수도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수도 

융복합의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이미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복수의 학과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교수충원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미리 밝힌 것이 바로 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campus life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어쩌면 한림대학교의 교육

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campus life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일 뿐 아니라 사색을 통하여 젊은 시절의 인생관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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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유대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해법모색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만 듣고 학교를 떠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데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에 대한 “미운 정 고운 정”이 축적되어야 학교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smart campus를 구축하여 젊은 사람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수요를 

맞추어 줌으로써 학교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운동장을 포함한 제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동아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연대감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림대의 건학이념인 풍부한 인간성이 교실의 강의에서만 함양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동문이 35,000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고, 불과 소수의 몇 개과만 동문회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한 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성과를 알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남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림대학교 출신의 교직원

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조직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뿐 

아니라 학교에 보답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Campus life의 가장 큰 

소득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럼으로써 오래 동안 

조직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campus life의 정신은 학생 뿐 

아니라 교수와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교수와 직원의 

변화가 없이 학생의 변화만으로 학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위의 네 가지 사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는 그저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愚公移山의 각오로 머뭇거리지 말고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를 선진일류대학교로 만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속한 

조직의 번영을 달성한다는 의미 이상의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창한 “지역발전의 핵심이 명문대학의 존재”라는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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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한림대의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호기일지도 모릅니다. 내년 개교 35주년 기념일에는 한림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time capsule을 묻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한림의 100주년을 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Plutarch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The mind is not a vessel to be filled but a fire to be rekindled,”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 한림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한림대학교의 선진일류화가 대한민국의 선진일류화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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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Vision 수립 기초자료

주요연혁

  우리대학은 1982년 개교한 이래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1989년 3월 종합대학교로 승격

되었고, 초대 총장에 현승종 박사가 취임하였음. 2016년 현재까지 9대 총장을 거치면서 9

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및 5개 특수대학원을 가진 종합대학교로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이룩하였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연 도 일 자 내 용

1982 01. 08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 설립 인가

1983 12. 10 부속 춘천성심병원 개원

1988 11. 10 종합대학교 개편 인가

1989 03. 01 한림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6 02. 29 199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종합 3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 02. 16 산학협력단 설치

2003 03. 01 교육개발센터 설치

2004 03. 01 기초교육대학 설치

2010 06. 01 NICE CARE 교육사업단(ACE사업) 설치

2012 02. 0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3
07. 01 한림스포츠센터 설치

10. 01 창업교육센터 설치

2014

03. 0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육성사업단 설치

06. 0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CK-Ⅰ사업) 설치

심비우스 케어 교육사업단(ACE사업) 설치

09. 01 한림미래교육평가원 설치

10. 01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설치

11. 01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2015 08. 3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A등급 획득

2016

03. 01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

제 9대 총장 김중수 박사 취임

04. 01 비전전략처 설치

07. 01 연구윤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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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및 기구표

대학본부 대학원 단과대학 직속기구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8처 대학원(1), 특수대학원(5) 9 6 17 단과대학산하(53), 교책연구소(8)



A.6 Vision 수립 기초자료

- 96 -

주요 보직자 현황

(기준 : 2016. 11. 3.)

구 분 보직명 성  명 소  속

본부행정

기관

총  장 김 중 수 -

부총장 변 용 환 경영학과

의무부총장 김 용 선 의학과
비전전략처장 박 준 식 사회학과

교무처장 최 영 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연구처장 최 성 찬 환경생명공학과

학생처장 고 윤 순 사회복지학부

사무처장 손 형 배 -

기획처장 이 선 우 전자공학과

입학처장 박 현 숙 수리금융정보학과

대외협력처장 박 동 진 광고홍보학과

대학원

대학원장 박 진 서 바이오메디컬학과

경영대학원장 안 동 규 재무금융학과

사회복지대학원장 서 인 해 사회복지학부

보건과학대학원장 배 소 영 언어청각학부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양 병 은 의학과

간호대학원장 김 춘 길 간호학부

대학

인문대학장 김 기 순 인문학부

사회과학대학장 강 연 욱 심리학과

경영대학장 노 석 재 경제학과

자연과학대학장 강 일 준 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장 박 찬 영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의과대학장 홍 경 순 의학과

교양기초교육대학장 최 태 강 러시아학과

국제학부학장 박 노 섭 국제학부

부속기관장 

도서관장 김 인 영 정치행정학과

정보전산원장 황 현 석 경영학과

국제교육원장 노 은 미 교양기초교육대학

박물관장 최 재 영 인문학부

한림과학원장 김 용 구 한림과학원

평생교육원장 양 은 석 체육학부

고령사회종합연구원장 윤 현 숙 사회복지학부

학생생활관장 정 수 동 학생생활관

연구윤리센터장 김 상 훈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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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구성원 현황

1. 교원, 연구원, 조교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임

교원

(임상

제외)

교  수 150 154 159 161 161 163 178 188 192

부교수 47 61 69 73 72 75 72 62 58

조교수 77 78 67 68 65 94 78 81 78

전임강사 47 34 34 27 28 0 0 0 0

소 계 321 327 329 329 326 332 328 331 328

전임교원(임상) 463 482 476 469 477 471 475 487 471

비전임교원　 103 104 143 153 180 209 220 243 225

조  교 273 294 306 308 291 384 416 446 447

연구원　 117 122 156 169 222 214 225 238 225

2. 학생

(1) 학부

  가. 학적 현황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편제정원 7,516 7,512 7,512 7,512 7,512 7,512 7,512 7,512 7,383

재학생 7,511 7,907 8,258 8,784 8,811 8,863 8,869 8,723 8,277

휴학생 3,807 3,754 3,795 3,610 3,427 3,422 3,279 3,221 3,225

재적생 11,318 11,661 12,053 12,394 12,238 12,285 12,148 11,944 11,502

탈락생 455 497 515 390 483 489 457 439 464

※ 탈락생 기준 :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일까지 탈락생 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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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원 현황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대학 학 과
학년도별 입학정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인문 국어국문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대학 영어영문학과 40 45 45 45 45 45 45 45 44 44 38 

　 철학과 40 35 35 35 35 35 35 35 35 35 　

　 사학과 60 56 56 56 56 56 56 56 55 55 　

　 인문학부 　 　 　 　 　 　 　 　 　 　 113 

　 중국학과 45 5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일본학과 40 44 39 39 39 39 39 39 38 38 38 

　 러시아학과 40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소 계 305  305 290 290 290 290 290 290 286 286 264 

사회 심리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36 

과학 사회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39 

대학 사회복지학과 60 60 　 　 　 　 　 　 　 　 　

　 사회복지학부 　 　 60 60 60 60 60 60 59 59 59 

　 정치외교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39 

　 언론정보학부 160 160 150 150 150 150 150 150 148 1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81 

　 광고홍보학과 　 　 　 　 　 　 　 　 　 37 37 

　 법학부 100 100 100 90 90 　 　 　 　 　 　

　 법행정학부 　 　 　 　 　 90 90 90 89 89 　

　 법학과 　 　 　 　 　 　 　 　 　 　 65 

　 소 계 440 440 430 420 420 420 420 420 413 413 356 

경영 경영학과 100  　 　 　 　 　 　 　 　 　 118  

대학 경영학부 　 111 111 111 136 136 136 136 135 135 　

　 경제학과 80 69 69 69 69 69 69 69 67 67 53 

　 재무금융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39 

　 소 계 220  220 220 220 245 245 245 245 241 24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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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대학 학 과
학년도별 입학정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자연 수리정보과학부 80  80  80  80  　 　 　 　 　 　 　

과학 수학과 　 　 　 　 37 37 37 37 35 35 　

대학 금융정보통계학과 　 　 　 　 38 38 38 38 37 37 　

　 수리금융정보학과 　 　 　 　 　 　 　 　 　 　 60 

　 전자물리학과 35 35 35 35 33 33 33 33 33 33 　

　 응용광물리학과 　 　 　 　 　 　 　 　 　 　 30 

　 화학과 40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생명과학과 50 50 50 50 50 50 50 50 48 48 48 

　 바이오메디컬학과 60 60 60 60 57 57 57 57 56 56 52 

　 환경생명공학과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식품영양학과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체육학부 84 84 84 84 69 69 69 69 67 67 　

　 체육학과 　 　 　 　 　 　 　 　 　 　 53 

　 언어청각학부 60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소 계 499  499 499 499 474 474 474 474 466 466 433 

공과 정보통신공학부 220  220  　 　 　 　 　 　 　 　 　

대학 컴퓨터공학과 　 　 140 140 80 80 80 80 75 75 70 

　 유비쿼터스컴퓨팅학과 　 　 　 　 50 50 50 50 47 47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0 

　 전자공학과 　 　 80 80 70 70 70 70 66 66 62 

　 융합신소재공학과 　 　 　 　 　 　 　 　 35 35 35 

　 에너지공학과 　 　 　 　 　 　 　 　 　 　 30 

소 계 220 220 220 220 200 200 200 200 223 223 237 

의과 의예과(의학과)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대학 간호학부 80 80 80 90 105 105 105 105 105 105 105 

　 소 계 156 156 156 166 181 181 181 181 181 181 181 

국제 국제학부 　 　 25 25 30 30 30 30 30 30 30 

학부 소 계 　 　 25 25 30 30 30 30 30 30 30 

합 계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84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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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대학원

  가. 학적 현황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재

학

생

석 사 298 302 373 357 317 297 334 349 326

박 사 111 122 46 112 105 106 123 128 133

석박사통합 8 9 11

계 409 424 419 469 422 403 465 486 470

휴

학

생

석 사 71 64 118 52 61 58 42 37 40

박 사 17 20 17 21 34 28 22 22 19

석박사통합 0 1 2

계 88 84 135 73 95 86 64 60 61

재

적

생

석 사 369 366 491 409 378 355 376 386 366

박 사 128 142 63 133 139 134 145 150 152

석박사통합 8 10 13

계 497 508 554 542 517 489 529 546 531

탈락생 58 46 25 31 21 31 48 22 0

※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 2013년 2학기 신설

※ 탈락생 기준 :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일까지 탈락생 수 합산

  나. 정원 현황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학생
정원

석 사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박 사 64 64 64 64 64 64 64 64 64

소 계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편제정원 541 536 536 536 536 536 536 536 536

※ 일반대학원 편제정원 : 당해연도 + 익년도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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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기준 : 연도별 4월 1일, 단위 : 명)

구 분 직 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정규직

관리직 102 99 100 98 95 96 98 107 108 100 98

기술직 42 42 43 43 40 41 38 37 36 36 35

기사직 24 23 23 23 22 22 21 18 17 17 17

기능직 38 36 33 28 10 7 7 6 4 4 4

소계 206 200 199 192 167 166 164 168 165 157 154

비정규직

복지기금직 0 0 1 3 8 9 9 7 6 6 7

연구기금직 11 16 18 19 21 21 20 20 21 21 23

특목기금직 46 46 42 40 33 37 37 25 14 34 36

임시직 14 14 14 14 8 8 11 14 31 28 32

소계 71 76 75 76 70 75 77 66 72 89 98

총 계 277 276 274 268 237 241 241 234 237 24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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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1. 연도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1) 수입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운영수입 89,746 98,566 111,562 130,310 135,360 142,590 148,348 158,975 163,168 163,378

- 등록금/수강료수입 55,174 60,659 67,140 70,135 73,716 76,090 71,744 70,860 71,734 70,077

 ∘ 등록금수입 54,627 59,558 65,621 69,254 72,976 74,616 70,751 69,768 70,013 68,513

 ∘ 수강료수입 548 1,101 1,519 881 740 1,474 993 1,092 1,721 1,564

- 전입금 18,964 21,109 22,253 30,062 33,511 34,788 41,418 53,510 59,503 61,721

 ∘ 법인 13,755 17,114 17,383 23,951 27,012 27,903 34,054 41,080 53,124 54,917

 ∘ 자산 1,000 24 30 42 0 0 190 6,000 0 0

 ∘ 기타 3,500 3,400 4,068 5,000 5,000 5,000 5,232 5,000 5,000 5,497

 ∘ 산학협력단/학교기업 709 570 772 1,069 1,499 1,886 1,942 1,430 1,378 1,306

- 기부금 11,506 11,066 13,240 16,338 13,804 11,785 10,169 2,530 2,184 1,520

- 국고보조금 446 608 2,679 8,036 8,260 9,323 14,938 22,738 21,079 22,228

- 교육부대수입 2,785 3,940 4,156 3,909 4,006 6,855 6,928 6,503 6,430 6,374

- 교육외수입 870 1,185 2,095 1,828 2,063 3,748 3,152 2,833 2,238 1,459

자산 및 부채수입 2,852 1,912 3,314 11,019 22,573 9,470 8,373 18,188 19,577 19,057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0 2,567 2,295 2,554 2,159 1,914 6,928 6,769 9,156 3,939

합 계 92,597 103,045 117,170 143,883 160,092 153,974 163,649 183,932 191,901 1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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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운영지출 81,703 87,296 95,420 108,791 116,917 123,423 131,318 144,332 146,919 151,379

 - 보수 42,321 44,730 48,545 68,396 72,951 84,207 85,711 89,734 91,692 94,298

 - 관리운영비 6,477 7,303 7,484 7,931 7,851 9,195 8,925 8,556 8,535 8,583

 - 연구학생경비 32,888 35,248 39,370 32,410 35,933 29,082 35,710 45,228 45,987 47,926

 - 교육외비용 17 15 21 55 182 940 973 813 704 571

자산 및 부채지출 8,328 13,455 19,196 32,932 41,261 23,623 25,562 30,444 41,042 29,192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567 2,295 2,554 2,159 1,914 6,928 6,769 9,156 3,939 5,803

합 계 92,597 103,045 117,170 143,883 160,092 153,974 163,649 183,932 191,901 1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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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책사업 수혜 실적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참여학과

지방대학 특성화  25억원 1997 ~ 2002 노화생명과학

두뇌한국(BK21) 60억원 1999 ~ 2006 멀티미디어정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고령친화전문인력양성 108억원 2005 ~ 2009

문화콘텐츠 65억원 2004 ~ 2009

게임,에니메이션 40억원 2004 ~ 2009

강원관광레져스포츠산업 16억원 2004 ~ 2009

두뇌한국(BK) 2단계 55억원 2004 ~ 2009 사회복지, 생명과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149억원 2009 ~ 2013 대학 전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 137억원 2009 ~ 2012 의료관광인재양성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120억원 2009 ~ 2012 대학 전체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2주기)  60억원 2014.06 ~ 2018.02 대학 전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100억원 2014.03 ~ 2017.02 12개 학과

지방대학 특성화(CK-I)

2014.7~2019.2

3개 사업단

SMART고령친화서비스인재
양성사업단

 70억원
사회복지, 사회학, 
재무금융, 언어청각

동북아지역융합인재양성사업단  15억원 러시아, 일본, 중국

르네상스인문학창의인재육성사업단  15억원 인문학부

두뇌한국(BK21 플러스)

2013.9~2020.8

2개 사업단

청각언어재활프로그램  14억원 청각

인터랙션디자인  18억원
언론, 광고, 심리, 
경영, 융합소프트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5.8억원 2016(매년 신청) 대학 전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강원대 주관)

 10억원 2014.10 ~ 2019.02
바이오메디컬,

식품영양,생명과학

중점연구소

천연의약연구소  60억원 2007.12 ~ 2016.08

생명공학연구소  61억원 2009.09 ~ 2018.08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26억원 2012.10 ~ 2018.09

일본학연구소  20억원 2008.12 ~ 2017.11

인문한국(HK)

동아시아 기본개념 104억원 2007.11 ~ 2017.08 한림과학원

한국생사학, 자살예방  38억원 2012.09 ~ 2022.08
생사학, 고령사회,
임상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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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평가 결과

1. 2015 교육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등급 구조개혁 조치

A
□ 자율 감축 (강제감축 없음)

□ 정부 재정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

2. 2015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등 급 산업 분야 학  과

최우수 미디어 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3. 연도별 중앙일보 평가 종합순위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순 위 19 24 26 26 34 40 46 44 40 31 40

4. 연도별 중앙일보 평가 부문별 순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여건 4 4 5 5 10 5 11 11 8 9 19

국제화 43 43 48 44 33 37 37 39 28
교육여건과 

통합

교수연구 46 50 48 54 48 72 78 62 58 50 53

학생교육노력 
및 성과

2015년 신설 29 43

평판도 91 94 63 67 64 78 88 91 69 45 52

개선도 61 2007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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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2009년 신규 진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시아 103 118 116 100 118 134 149 201~210

국  내 19 20 22 19 23 24 26 30

(1) 세부 평가 결과 (아시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구

능력

학계 평가(30) 　 　 　 　 　 201+ 201+ 201+

교원당 논문 수(15) 　 　 　 　 　 198 201+ 201+

논문당 인용 수(15) 　 　 　 　 　 70 114 201+

교육

수준

교원당학생 수(15)

※ 2015년까지 배점 20점
　 　 　 　 　 49 39 -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5)

※ 2016년 신규지표
　 　 　 　 　 　 　 -

졸업생

평가
졸업생 평판도(10) 　 　 　 　 　 201+ 201+ 201+

국제화

외국인교원 비율(2.5) 　 　 　 　 　 201+ 201+ 201+

외국인학생 비율(2.5) 　 　 　 　 　 153 201+ 201+

교환학생 비율(2.5) 　 　 　 　 　 53 76 -

교환학생 비율(2.5) 　 　 　 　 　 73 72 -

※ 201위 이하는 201+로 표기, “-”는 QS 비공개 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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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평가 결과(국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구

능력

학계 평가(30) 　 　 　 　 　 43 38 34

교원당 논문 수(15) 　 　 　 　 　 39 31 41

논문당 인용 수(15) 　 　 　 　 　 14 25 57

교육

수준

교원당학생 수(15)

※ 2015년까지 배점 20점
　 　 　 　 　 11 9 9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5)

※ 2016년 신규지표
　 　 　 　 　 　 　 41

졸업생

평가
졸업생 평판도(10) 　 　 　 　 　 44 54 46

국제화

외국인교원 비율(2.5) 　 　 　 　 　 63 65 48

외국인학생 비율(2.5) 　 　 　 　 　 45 62 45

교환학생 비율(2.5) 　 　 　 　 　 19 22 19

교환학생 비율(2.5) 　 　 　 　 　 30 24 23

6. 연도별 조선일보 QS 세계대학 평가 순위 (2013년 신규 진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세 계 651~700 651~700 735 601~650

국 내 22 20 25 23



A.6 Vision 수립 기초자료

- 108 -

정주대학 운영 현황
 

(기준 : 2016학년도 1학기)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재학생 수 1,921명 1,983명 1,925명 2,416명 8,245명

입사인원 1,056명 646명 444명 329명 2,475명

입사율

재학생 대비 23% 24% 23% 29% -

입사인원 대비 43% 26% 1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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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졸업논문(시험) 기준 현황

(기준 : 2016년 8월 졸업심사)

학과/전공 유형 기  준 비 고

국어국문학 논문 논문 제출

철학 논문 논문 제출

사학 논문 논문 제출

영어영문학과
논문 졸업논문발표(Oral Presentation) 모든 

기준충족논문 외 TOEIC 700점(단, 교내 모의토익 및 특별시험 인정)

중국학과 논문 외

① 新HSK 5급 210점 이상 : 新HSK 성적증명서

② 新HSK 5급 195점~209점 : 新HSK 성적증명서, 졸업PT

 *인턴십 참가 시 졸업프리젠테이션 면제

택1

일본학과 논문 외 일본어능력시험 1급 이상 혹은 JPT 750점 이상 취득

러시아학과

논문 외 토르플 1단계 이상

논문 졸업논문(졸업유보자 대상) 졸업유보

자 限 택1논문 외 TOEIC 700(졸업유보자 대상)

심리학과

논문 논문 제출

택1
논문 외

심리학 관련 자격증(산업및조직심리사 외) 중 필기

시험이 합격일 경우 졸업논문 면제(단, 4학년 1학기

까지 제출 인정)

사회학과

논문 논문 제출

논문 외

사회문화콘텐츠 트랙 이수자 중 공모전 입상 시 졸업논문 면제

(영상, 미디어, 문화 기획 등 사회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 공모전)

논문 외
TOEIC 750점 이상 졸업논문 면제

(단, 4학년 1학기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사회/

노인복지
논문 외 졸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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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유형 기  준 비 고

정치행정학과

논문
논문 제출

(논문연설문 작성법 수강 후 C0이상 취득자 限)

논문 외
졸업시험

(단, 3·4수준 과목 48학점 B학점 이상 시 면제)
구, 행정학 

전공자 限 
택1논문 외

TOEFL(PBT 530이상, CBT 197 이상), 

TOEIC 700이상, TEPS 625이상 중 택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논문 졸업논문
택1

논문 외 졸업작품

광고홍보학과
논문 졸업논문

택1
논문 외 졸업작품

법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4수준 과목 7과목 이상 시 면제)

택1
논문 외

TOEFL(PBT 530이상, CBT 197 이상), 

TOEIC 700이상, TEPS 625이상 중 택1 

경영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10개 분야 중 6개에서 B0이상 시 면제

단,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경우만 인정)

논문 외
졸업시험(8개 분야 중 5개에서 B0이상 시 면제 

단,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경우만 인정)

구, 경영학 

전공자 限

논문 외

① 토익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점수 소지자)

② 졸업시험 해당 5과목 중 택 4과목의 성적이 C+

이상이면 그 대상 과목의 졸업시험 면제

③ 취업(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구, 

의료경영 

전공자 限 
택1

논문 외

① 컨벤션프레젠테이션 A0학점 이상 취득

② 토익 65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점수 소지자)

③ 전국 규모의 공모전에 3위(동상) 이상 입상

④ 취업(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구, 컨벤션 

관광경영 

전공자 限 
택1

경제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

(미시경제학Ⅰ·Ⅱ, 거시경제학Ⅰ·Ⅱ 4과목이 B0학점 

이상 시 면제, 단 졸업시험은 2학기에만 실시)

재무금융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

(재무론1 외 11과목 중 4과목 이상 B0학점 이상 시 면제)
택1

논문 외
TOEFL(PBT)500점 이상 또는 TOEIC700점 이상 취득 시 

졸업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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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유형 기  준 비 고

수리금융

정보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

응용

광물리학과

논문 졸업논문 발표

택1
논문 외

졸업작품

(교내·외 학술발표)

화학과

논문 졸업논문

택1
논문 외

졸업시험

(전공기초과목 5개 중 2개 교과목 통과 시 면제)

생명과학과 논문 논문 제출(생물학연구1 이수자 限)

바이오메디컬

학과
논문 논문 제출

환경생명

공학과

논문 논문 제출

택1
논문 외

①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1급 취득자, 자격증1차시험 

합격이상자

② 영어TOEIC 750점, TOEFL 80점, TEPS 560점이상

③ 전공분야, 기타취업 관련 전국적 규모의 공모전 

입상자

④ 학과에서 인정한 포상자, 업적을 성취한 자

식품영양학과
논문 졸업논문

택1

논문 외 졸업시험

체육학과 논문 외

졸업시험

[학과지정 체육관련 자격증 5개(2급 전문스포츠지도

사 외 4종 중 1개 이상 포함) 이상을 취득 시 면제]

언어병리학 논문 외

졸업시험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주관 언어치료사(2급정) 

합격자는 면제)

청각학 논문 외
졸업시험

(청능치료사(2급 정)검정시험 합격자는 면제)

컴퓨터공학과 논문 외

졸업전시

("졸업프로젝트", "종합설계프로젝트", "헬스케어

캡스톤디자인(LINC)" 중 1과목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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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유형 기  준 비 고

융합소프트

웨어학과

논문 외
졸업작품

(교내·외 전시회 출품 원칙)

택1논문 외 장기현장실습보고서

논문
졸업논문 

(기사자격증 취득 시 면제)

전자공학과
논문 졸업논문

택1
논문 외 졸업시험, 졸업작품, Project, 과목보고서 중 택1

융합신소재

학과
논문 졸업논문

 주1) 의과대학, 국제학부 제외

 주2) 단과대학별 영어졸업인증 기준 <별표 1> 참조

 주3) 학과별 이수학점 기준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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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단과대학별 영어졸업 인증기준

(2016학년도 기준)

구 분 TOEIC TOEFL TEPS TEPS-S TOEIC-S OPIc

인문/사회과학/경영/

의과대학(의예제외)
650 74~75 520~523 46 110 IMI

자연과학(체육학과 제외)/

공과대학
600 68~69 482~485 42 110 IMI

체육학과 500 56~57 416~419 31~32 90 IMI

국제학부 850 80 730 - - -

의과대학(의예과) 700 80 5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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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과별 이수학점 기준표

(2016학년도 기준)

번호 대학 학과/전공

졸
업
기
준

전공기준학점 교양필수학점

잔
여
학
점

전
공
기
준

오
디
세
이
3

전
공
필
수

필
수
계

필
수
기
초

선
택
기
초

핵
심
교
양

학
부
지
정
교
양

한
림
소
양

필
수
계

1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전공 130 60 1 0 1 10 6 6 0 5 27 43 

2 철학전공 130 60 1 6 7 10 6 6 0 5 27 43 

3 사학전공 130 60 1 9 10 10 6 6 0 5 27 43 

4 영어영문학과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5 중국학과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6 일본학과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7 러시아학과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8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과 130 60 1 9 10 10 6 6 0 5 27 43 

9 사회학과 130 60 1 9 10 10 6 6 3 5 30 40 

10 정치행정학과 130 60 1 0 1 10 6 6 0 5 27 43 

11 광고홍보학과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12 법학과 130 60 1 36 37 10 6 6 6 5 33 37 

13 사회복지학 130 60 1 60 61 10 6 6 0 5 27 43 

14 노인복지학 130 60 1 60 61 10 6 6 0 5 27 43 

15
언론방송융합
미디어전공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16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전공

130 60 1 12 13 10 6 6 0 5 27 43 

17

경영
대학

경제학과 130 60 1 18 19 10 6 6 3 5 30 40 

18 재무금융학과 130 60 1 18 19 10 6 6 6 5 33 37 

19 경영학과 130 60 1 21 22 10 6 6 9 5 36 34 

20

자연
과학
대학

수리금융정보학과 130 70 1 15 16 10 6 6 12 5 39 21 

21 응용광물리학과 130 70 1 18 19 10 6 6 6 5 33 27 

22 화학과 130 70 1 12 13 10 6 6 6 5 33 27 

23 생명과학과 130 70 1 11 12 10 6 6 6 5 33 27 

24 바이오메디컬학과 130 70 1 11 12 10 6 6 6 5 3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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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학 학과/전공

졸
업
기
준

전공기준학점 교양필수학점

잔
여
학
점

전
공
기
준

오
디
세
이
3

전
공
필
수

필
수
계

필
수
기
초

선
택
기
초

핵
심
교
양

학
부
지
정
교
양

한
림
소
양

필
수
계

20

자연

과학

대학

수리금융정보학과 130 70 1 15 16 10 6 6 12 5 39 21 

21 응용광물리학과 130 70 1 18 19 10 6 6 6 5 33 27 

22 화학과 130 70 1 12 13 10 6 6 6 5 33 27 

23 생명과학과 130 70 1 11 12 10 6 6 6 5 33 27 

24 바이오메디컬학과 130 70 1 11 12 10 6 6 6 5 33 27 

25 환경생명공학과 130 70 1 11 12 10 6 6 12 5 39 21 

26 식품영양학과 130 70 1 0 1 10 6 6 3 5 30 30 

27 체육학과 135 70 1 0 1 10 6 6 0 5 27 38 

28 언어병리학 130 70 1 15 16 10 6 6 0 5 27 33 

29 청각학 130 70 1 18 19 10 6 6 0 5 27 33 

30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130 70 1 30 31 10 6 6 12 5 39 21 

31 전자공학과 130 70 1 56 57 10 6 6 3 5 30 30 

32 융합소프트웨어학과 130 70 1 17 18 10 6 6 6 5 33 27 

33 융합신소재공학과 130 70 1 26 27 10 6 6 21 5 48 12 

34 에너지공학과 130 70 1 47 48 10 6 6 18 5 45 15 

* 필수기초는 평균값 10으로 책정

* 의과대학, 국제학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