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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연과학대학 비전 / 인재상

자연과학/보건/생명분야의 수월성 있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

비 전

융합적 사고와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 지역과
인류에 기여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인재상



Ⅱ 추진 배경 및 전략

v 미래 성장산업의 기술인력 수요 대응

◦ 미래 성장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재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fast follower  à first mover)

1. 추진 배경



v 한림 Vision에 부응

◦ 「한림 Vision 2016~2022」과 「한림 Vision & Action 2018」 추진에 부응

v 학생 중심의 한림 Vision과 창의적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융합/글로벌/지역화를 이용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 복수전공 필수에 대응한 교육 및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미래지향적 복수전공 커플링을 통한 융합-특성화로 창의력 향상



ü 복수전공 특성화, 안정화

ü 학과간 융합적 공동연구 확대

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ü 우수외국학생 적극 유치

ü 지역선도산업인력양성

ü 생명과학기술산업육성

및 지역협력 활성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2. 추진 전략



자연과학대학 Campus Life 활성화 방안

1.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발굴, 학생 참여독려

(실습프로그램 내실화)

2. 복수전공 선택을 위한 전공알리미 도입

3. 타 전공 진입생의 안착 지원시스템

(오디세이세미나, 멘토링, 진로상담, 학생회연계 활동 지원)

4.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5. 학과별 교수, 졸업생, 재학생의 네트워킹 활성화



Ⅲ 학과별 창의적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

v 화학과

v 환경생명공학과

v 식품영양학과

v 생명과학과

v 바이오메디컬학과

v 청각학전공

v 언어병리학전공

v 체육학과



화학과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 연구 추진

- 나노융합복합체의 디자인 및
합성과 이들의 응용에 관한
연구 (나노융합스쿨)

- 천연물 유도체들의 디자인 및
합성과 이들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생명과학과, 의학과)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 교과목 개발 추진

- 천연물의 구조 분석, 활용 및
생리활성 탐구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 나노융복합체의 합성, 분석 및
산업에의 응용 (나노융합스쿨)

지역 바이오 및 화학기업
들과의 협력 사업 추진

- 질병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칩
개발

- 나노컴포지트를 이용한 나노바
이오 융복합 소재 개발

- 항진통 및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유도체 개발

지자체 연구소 등과의
연구 교류

- 천연물 유도체의 생리효능 활성
평가에 기초한 유무기 화합물 소
재 탐색

- 강원바이오산업진흥원과의 유기
적 협업을 통한 질병진단키트 개
발과 제조

화학 기반의 의약학 및 재료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적 융복합형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한
버디 체계 구축

- 외국인 학부학생 유치의 수월성
담보를 위한 학부 및 대학원 버
디 시스템 구축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의 학술 교류 증대를 통한

글로벌 연구체계 구축

- 나노무기융복합재료 연구 네트
워크 구축
(Vietnam Hue University)

- 질병 조기진단키트의 연구에 대
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Indian In
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환경생명공학과

타학과와의 융합 연구
추진 및 이에 기반한
대형 융복합과제 추진

- BK 사업
-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현 융합연구 현황

-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경북
대 에너지공학과)

- 한림 선도연구그룹과제
(환경생명공학과-전자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지역 환경기업/지자체와
의 협력사업 추진

-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지역 환경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환경 프로젝트에 적극적
으로 참여 (심의위원, 자문위원)

- 기업과의 산학협동 연구 및 사업
화 추진

- 환경 공무원 양성 및 배출
(네트워크 구축, 현 30여 명)

-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벌 전문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유치/해외 환경사업 활성화

- 외국대학 방문 리크루팅
- 워크숍 및 연구교류 사업 등을 통한 인

적 네트워크 구축

현 외국학생(학부, 대학원) 현황

- 학부생 1명 입학 예정 (중국 1명)
- 대학원생 9명 재학중 (파키스탄 3명, 베

트남 2명, 인도네시아 1명, 인도 1명, 몽
골 1명, 미얀마 1명)

- 대학원생 4명 입학 예정 (파키스탄 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1명, 몽골 1명)

해외 환경사업 수행 현황

- [EXIM] 베트남 하이퐁, 닌빈 고체폐기
물 처리 사업 사후평가 수행 (2018~)

- [The World Bank] 한-WB 공동 캄보디
아 폐기물관리 기술자문 사업 수행
(2018~)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진행중 #추진중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연구
추진 및 대학원 융복합 협동
과정 모색

- 유해 미생물 살균 및 공정
개발 (전자공학과)#

- 건강돌봄 디자인사업*

(간호, 심리, 체육, 사회복지)

-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탐색
및 개발 (의학, 화학과) #

지자체 기관 및 연구소와의
연구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지역 내 식품기업 및 학교,
보건소 등 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실무교육 추진*

- 강원테크노파크

-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 강원도청, 춘천보건소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복수전공을 통한 영어 등
외국어 경쟁력 강화

해외 학술교류 증대를 통한
학부 및 대학원의 글로벌화
및 외국인 학생유치 활성화

해외대학과의 공동연구 추진#

- 국순당, 하이트맥주 등

- Purdue University

- UCSF

- Hebei University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식품영양학과

풍부한 학문적이론과 실무로 국민보건향상과건강생활에기여하는영양사 및 식품전문가양성



건강증진 신소재 개발 및
융합 유전체 연구 추진

- 천연물 활용 건강증진 신소재
및 질환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

-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마커 발굴*

융복합 교과목 개발 추진
- 천연물 분석 및 활용 #

- 의약신소재 개발 *

- 빅데이터 생물정보학 *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장내 미생물 활용에 관한

지역 바이오기업과의
협력 사업 추진

- 건강한 혈관 유지를 위한 기능성
식품개발#

- 장내 미생물 개선을 통한 면역
향상 기능성 식품 개발#

- 인지기능 및 피부질환 개선에 효
능이 있는 천연물 신소재 개발#

생리효능 평가 및 유전자
원 개발에 관한 지자체
연구소와의 연구교류

- 천연 추출물의 생리효능 평가를
통한 유용 화합물 소재 탐색#

- 강원도 특용작물의 유전적 특성
연구 및 신품종개발#

천연물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동남아 약용식물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유용 천연물 소재 확보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의 학술 교류 증대를 통한

글로벌 연구체계 구축
- 작물유전체 분석(중국 남방과기
대, 남중국농과대학, 미국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 #

*진행중 #추진중

생명과학과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글로벌 경쟁력을갖춘 생명건강과빅데이터융합유전체연구를 선도하는전문인력양성



바이오메디컬학과

의약신소재 전공을 활용한
융복합 교육

- 학생과 사회 수요에 대한 NEEDS
맞춤형 강의 개발

-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팀 단위
실습 프로그램 운영

- 관련 학과간 대학원 공동 강좌 개설

의생명 관련 학과간 융합형
공동연구

- 질환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전체 및
단백체 연구팀, 소재개발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팀 구성

- 2019중점연구소 후속사업 지원 계획

지역기반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 (주)바디텍메드, (주)바이오셀트란,
(주)지한 등 춘천 소재 기업체

- 학생 현장실습과 기업체
기술지도를 통한 상호 교류

- 기업체 연구원 재교육 프로그램,
대학원 유치

지역기반 기업체와의
공동연구

- 치료용 단백질 소재 개발 및
질환치료 메커니즘 공동연구

- 정부사업 공동 참여: (예) 최수영
교수/안구건조증 단백질 치료제
개발; 이근욱 교수/IBD 치료를
위한 맞춤형 FMT 기술 개발

의생명과학분야의R&D와산업화를선도하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전문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 이탈리아 Verona 대학의 Dr. Lucia 

연구팀, 영국 Cantabio
Therapeutic 사의 Dr. Toth 연구팀,
미국 Vanderbilt 대학의 Dr. 
Boothby 연구팀

- 본 학과 졸업생 이수진 박사
연구팀 (미국 Emory 의과대학)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 학부, 대학원, 연구원 리크루팅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청각학전공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CK-1 사업의 융합교과목*
(「고령친화서비스」-
사회복지학, 
사회학,금융재무학,언어병리학)

- LINC 사업의 융합교과목*
(「건강돌봄디자인전공」–
식품영양학,심리학,간호학,체육
학, 사회복지학,언어병리학)

융�복합 교육 및 연구의
실질적인 유닛화

- BK21PLUS와 SSK사업추진으로
구축한 대학원 융합연구(의학,
공학, 의사소통과학, 
인지/신경과학)의 인프라*
활용으로 학부 과정부터 학생
개개인의 니즈에 근거한 맟춤형
융�복합 교육 및 연구 실시**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 내
산학협력 기반 구축

- 기 특허 출원의 실용적 연구 (ex,
「이명소리치료기」, 「노인성난청
재활앱 개발」, 「소음성난청 예방
앱 개발」, 「한국형 보청기 피팅
법」)를 기반으로 기술이전 실천**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하
는 지역연계 교육 추진

-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보청기 및 인공와우 착용 아동 대
상 청능평가 및 재활 서비스*

- 춘천계성학교: 특수교사연수*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이명재활노

인돌봄서비스*
- ㈜BSL(춘천소재벤처기업): 이명재

활기기 공동개선 및 이명프로그
램 운영*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한 국제적 수준의 글로컬 청각케어 전문인 양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전공교과목 원어사용수업개설 비율
을 현재 46.15% (학부), 100% (석�
박사)에서 질�양적 상향 조정*

Asia-Pacific 지역 최초 『국제
청각임상박사학위』인증

- Univ. of Hawaii의 청각학과와 MOU 
체결(2018.05.)로* 해외임상실습 실
시 예정**

- 해외 청각기관의 취업 추진**

청각분야의 Asia-Pacific 허브
로 우수외국학생 유치/배출

- 현재 청각학전공의 학부(재학생2명-
중국,베트남) 및 대학원(재학생1명-
요르단,입학예정1명-말레이시아)의
우수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실시**

*진행중 **추진중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융합/복수전공
사례발표회

- 주전공/복수전공생 심층인터뷰
- 복수전공 성공사례
- 언어병리 친선대사
- 융합/복수전공 동아리

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 언어평가 및 치료를 위한
대화중심 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프로그램 구축

- 웹기반 자동언어분석 프로그램

KLA 개발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

- 어린이집 기반 언어발달지체 영
유아 조기 선별 및 진단 모형 개
발(산학협력, 한국연구재단 지원)

- 영유아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산학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 난독학생 문해력 지원(산학협력, 
강원도교육청, 화천교육지원청)

- 춘천시: 멘토 멘티

졸업생 연계 지역 협력

- 지역 언어재활사들의 재교육 및
수퍼비전

- 졸업생 참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언어센터 지역협력 활성화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 한국어와 영어권 아동의 초기
발성 비교를 통한 한국형 초기
발성 모델 개발

- 한국 난독 아동을 위한 영어
파닉스 및 작문 프로그램 개발

- 한국 뇌졸중 환자의 신경 말 장애
특성

해외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참여

-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언어병리학전공

생애주기별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언어치료사 양성



체육학과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 연구 추진

- 건강 관련 학과(의학, 영양학, 
사회복지학, 공학)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연구영역
개발

관련 학과들과의
융합 교과목 개발 추진

- 복수 전공 융합 교과목 개발
-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역 기업과의 협력 사업
추진

- 도내 건강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
산학 협력 구축

- 리조트 전문 인력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 관련 기업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 연구소와의
연구교류

-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 지원
과 향후 미래 발전 전략 공동 연구

창조적, 도전적, 윤리적, 현장맞춤형 스포츠 인재 양성

글로벌 시장 발굴 및 확대
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국, 괌 등 체육 관련 시장 개척
과 인적 네트워킹 확대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의 학술 교류 증대를 통한

글로벌 연구체계 구축
- 해외 학교, 학회 교류와 적극적

인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로 글
로벌 공동 연구의 기틀 마련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Ⅳ 우리의 목표

1. 주요 경쟁력 실현 목표

구분 경쟁력 지표

기준값
3년평균(2015~17) 2021

(목표)
전체 자연대

교육

취업율(%) 55.13 56.91 65

중도탈락률(%) 3.78 3.98 3

학생충원율(%) 111.06 101 105

외국인학생 비율(%) 1.53 1.29 1.5

연구
전임교원1인당 SCI논문 수(편) 0.46 0.91 1.2

전임교원1인당 교외 연구비(천원) 53,078 83,764 120,000

산학
전임교원1인당 기술이전료(천원) 2,148 2,084 2,500

전임교원1인당 지적재산권 등록 수(건) 0.34 0.26 0.3



신입생 ® 학과 전문교육/복수전공 ® 창의∙융합과학기술인력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