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차 대학평의원회 부의안

 □ 일 시 : 2020. 4. 13(월)

심의 사항

1. 「디지털콘텐츠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원 학칙 개정(안) 2 Page

자문 사항

1. 2019 회계연도 결산(안) 4 Page

한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 2 -

[심의 사항]

「디지털콘텐츠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원 학칙 개정(안)

1. 배경

  □ 4차 산업혁명 및 미디어 분야 융합 인재 양성

  □ 기존 개설된 「인터랙션디자인협동과정」을 확대 개편하여 학문영역의 다양성 확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수요 대응

2. 주요 신설 내용

  

구분 내용

학과명 • 일반대학원 디지털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계열/전공명 • 인문․사회계열, 콘텐츠전공(Major in Contents) 및 인터랙션전공(Major in Interaction)

학위명
• 석사 : 디지털콘텐츠석사 (Master in Digital Contents)

• 박사 : 철학박사 (Ph.D. in Digital Contents)

학생선발

(pool)

• 기존 인터랙션디자인협동과정 재학생(현재 7명)을 전과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운영계획

• 디지털 문화 표현 매체를 설계 제작하여 콘텐츠를 기획, 연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사람과 사람 간, 사람과 기기 등 인터랙션을 연구, 설계, 

기획할 수 있도록 운영

이수연한/

이수학점

• 석사, 박사 : 2년(4학기) 이상 등록, 석·박사통합 : 3년(6학기) 이상 등록

• 석사 : 24학점 + 논문연구 4학점 , 박사 : 36학점 + 논문연구 4학점

• 석·박사통합 : 54학점 + 논문연구 8학점

등록금 • 입학금 992,000원 / 수업료 4,458,000원(2020년 인문사회계열 기준)

장학금

• 내부 장학금(학비감면)

 - 100% 수업료 감면 : 교육조교 및 연구조교

 -  60% 수업료 감면 : 면학장학금(직전학기 성적 3.5 이상)

 -  50% 수업료 감면 : 협력 및 산학연 장학금

3. 추진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0.  4. 13(월) ◦ 대학평의원회 심의

 4월 중 ◦ 규정 공포 시행일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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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개정(안)

  □ 대학원 학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대학원 학칙

(중     략)

제 2 조 1 (교육조직 및 정원) ① 내지 ⑤(내용 생략)

   ⑥ 각 대학원에 설치한 스쿨, 학과 및 협

동과정의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중     략)

제 30 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내용 생략)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수

여 시에 서식 1 내지 서식 5의 해당 학위

증을 수여한다.

   ③ 내지 ⑤ (내용 생략)

(중     략)

대학원 학칙

개정 2020. 4. .

(중     략)

제 2 조 1 (교육조직 및 정원) ① 내지 ⑤(현행 동일)

   ⑥ 각 대학원에 설치한 스쿨, 학과 및 협

동과정의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중     략)

제 30 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현행 동일)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수

여 시에 서식 1 내지 서식 5의 해당 학위

증을 수여한다.

   ③ 내지 ⑤ (현행 동일)

(중     략)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생정원표

대학원명 과정명 계열명
현행 개정(안)
학과 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인문·사회

<신설> 디지털콘텐츠학과

박사학위
과정

<신설> 디지털콘텐츠학과

[별표 2] 대학원 학위종별표

대학원명 과정명
현행 개정(안)

학위종별 학과명 학위종별 학과명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     략)
<신설> <신설> 디지털콘텐츠석사 디지털콘텐츠학과

(중     략)

박사학위
과정

(중     략)
철학박사 <신설> 철학박사 디지털콘텐츠학과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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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사항]

2019 회계연도 결산(안)

1. 자금계산서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계정과목(관)
예산액 결산액 예결차

계정과목(관)
예산액 결산액 예결차

추경(A) (B) (B-A) 추경(A) (B) (B-A)

등록금수입 67,632 67,328 -304 인건비 99,749 88,797 -10,952 

전입 및기부수입 80,615 70,609 -10,006 관리운영비 15,303 10,409 -4,894 

교육부대수입 13,904 12,691 -1,213 연구,학생경비 47,584 42,579 -5,005 

교육외수입 1,176 1,152 -24 교육외비용 239 197 -42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1,805 8,676 -3,129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4,758 17,040 2,282 

고정자산매각수입 6,647 6,657 10 고정자산매입지출 11,501 9,257 -2,244 

고정부채수입 1,407 1,437 30 고정부채상환 2,650 2,412 -238 

기본금수입 4,125 3,442 -683 　 　 　

합        계 187,311 171,992 -15,319 합        계 191,784 170,691 -21,093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946 5,527 -419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473 6,828 5,355 

자금수입총계 193,257 177,519 -15,738 자금지출총계 193,257 177,519 -15,738 

2.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와 기본금

계정과목(관. 항) 당기 전기 증감액 계정과목(관. 항) 당기 전기 증감액

1. 유동자산 31,648 34,608 -2,960 1. 유동부채 24,821 29,081 -4,260 

 (1) 유동자금 29,038 32,536 -3,498  (1) 예수금 1,654 1,622 32 

 (2) 기타유동자산 2,610 2,072 538  (2) 선수금 21,195 25,168 -3,973 

2. 투자와기타자산 57,243 48,878 8,365  (3) 기타유동부채 1,972 2,291 -319 

 (1) 기타자산 4,012 4,007 5 2. 고정부채 4,325 5,300 -975 

 (2) 임의기금 53,231 44,871 8,360  (1) 장기차입금 2,613 4,983 -2,370 

3. 고정자산 167,512 169,186 -1,674  (2) 기타고정부채 1,712 317 1,395 

 (1) 유형고정자산 167,512 169,186 -1,674 부채총계 29,146 34,381 -5,235 

　 　 　 　 1. 기본금 227,257 218,291 8,966 

　 　 　 　  (1) 출연기본금 56,757 53,315 3,442 

　 　 　 　  (2) 적립금 53,231 44,871 8,360 

　 　 　 　  (3) 운영차액 117,269 120,105 -2,836 

　 　 　 　   ①전기이월운영차액 120,104 122,309 -2,205 

　 　 　 　   ②당기운영차액 -2,835 -2,204 -631 

　 　 　 　 기본금총계 227,257 218,291 8,966 

자산총계 256,403 252,672 3,731 부채,기본금총계 256,403 252,672 3,731 

3. 운영계산서 (단위: 백만원)

운영수익 운영비용

계정과목(관. 항) 당기 전기 증감액 계정과목(관. 항) 당기 전기 증감액

1. 등록금수입 67,328 66,488 840 1. 인건비 88,798 89,801 -1,003 

 (1) 등록금수입 64,673 62,577 2,096  (1) 교원인건비 77,330 78,052 -722 

 (2) 수강료수입 2,655 3,911 -1,256  (2) 직원인건비 11,468 11,749 -281 

2. 전입및기부수입 70,609 67,183 3,426 2. 관리운영비 19,086 17,616 1,470 

 (1) 전입금수입 44,831 43,879 952  (1) 시설관리비 5,061 3,465 1,596 

 (2) 기부금수입 1,736 1,846 -110  (2) 일반관리비 4,106 4,095 11 

 (3)국고보조금수입 22,496 19,945 2,551  (3) 운영비 1,242 1,113 129 

 (4)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1,546 1,513 33  (4) 감가상각비 8,677 8,943 -266 

3. 교육부대수입 12,692 13,154 -462 3. 연구,학생경비 42,579 44,111 -1,532 

4. 교육외 수입 5,556 1,493 4,063 4. 교육외 비용 197 284 -87 

　 　 　 　 운영비용합계 150,660 151,812 -1,152 

　 　 　 　 기본금대체액 17,036 7,804 9,232 

　 　 　 　 운영차액대체액 8,676 9,094 -418 

　 　 　 　 당기운영차액 -2,835 -2,204 -631 

운영수익총계 156,185 148,318 7,867 운영비용총계 156,185 148,318 7,867 

 

 별첨: 2019회계연도 교비 결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