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융합대학

Vision and Action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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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 연구활동 및 지식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최고 수준의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 연구 성과 창출로 본교의 국내외적 위상 제고

Ⅲ

글로벌융합대학은 우리 대학의 융합교육과 연구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핵심추진체로서, “Knowledge Alliance and Strategic Global Partnership”의

구현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추진한다.

Ⅱ

해외 유수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인재상

Ⅰ 따뜻한 품성과 냉철한 이성을 겸비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한림인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림인

Ⅲ

Ⅱ

무한한 상상력과 지적 탐구심으로 끝없이 도전하여 성취하는 한림인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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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글로벌학부
• 글로벌비즈니스

• 정보법과학

• 한국학
• 한중통번역•문화산업(정원외 외국인)

융합인재학부
• 의과학비즈니스융합

• 의과학IT융합

글로벌

융합대학

• Language & Communication                            

• Computer Programming

• Big Data

• Leadership

2007년 5월 도내 최초 국제학부 신설, 2008년 1기 학생 모집2007년 5월 도내 최초 국제학부 신설, 2008년 1기 학생 모집

2010년 9월 외국인 대상 정원외 전공 신설(국제회의통번역전공)2010년 9월 외국인 대상 정원외 전공 신설(국제회의통번역전공)

2015년국내유일영어강의기반정보보안+법학+ICT 융합전공신설2015년국내유일영어강의기반정보보안+법학+ICT 융합전공신설

2015년 8월 정보법과학연구소 신설, 11월 석사과정 국제학과 신설2015년 8월 정보법과학연구소 신설, 11월 석사과정 국제학과 신설

2016년 최우등교육 기반 융합인재학부 신설2016년 최우등교육 기반 융합인재학부 신설

2016년 국제학부 정원외 전공 신설(문화산업전공)2016년 국제학부 정원외 전공 신설(문화산업전공)

2018년 2월 특성화 단과대학‘글로벌융합대학’체제 구축2018년 2월 특성화 단과대학‘글로벌융합대학’체제 구축

2018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신설, 학부․전공명 개편2018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신설, 학부․전공명 개편



6

주요성과

Ⅰ 캠퍼스 국제화선도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Ⅲ

Ⅱ

학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지속유치

• 전공 및 교양교과목(비즈니스, 정보보안, 한국학 등) 100% 영어 강좌 개설

• 글로벌학부 SAP, 교환학생, 해외단기 연수, 융합인재학부 글로벌리더프로그램 참여

•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 학문 간 소통, 글로벌 협력 시스템 활용

• 융합인재학부 의과학+IT+비즈니스, 글로벌학부 정보보안+법+ICT

• 2018년 9월 기준 교내 정원외 외국인 학부생 중 글로벌학부 학생 비율 48%



글로벌화

융합화 지역화

7

추진전략



교육

연구

산학협력

• 해외대학 공동 교육 확대

(영국Coventry대학과프로그램운영확정1̀9.5월)

• 파트너대학 등 복수학위활성화

• 해외대학 사이버대학원 개설

• 재학생 외국어 능력 강화

(집중영어 및 제2외국어 필수)

• 글로벌리더프로그램(3학년 2학기) 및

의과학 분야 단기연수 추진

• 아시아, 유럽 및 미주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Partnership 확대

• Joint Education/Research Fund 지원사업 참여
(Erasmus+사업 등)

• 저개발국 ODA 및 KSP 컨설팅 사업참여
(건강보험, 보건정책 등) 

• 글로벌 사이버범죄 역량강화센터 설치(추진 중)
• ODA 역량강화사업 추진
• Interpol 교류-외국 연수생 유치

• 해외 인턴십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국-체코 양자 공동

기술개발 사업’MOU

• 교류대학등과연계한해당지역산업체인턴십추진

(글로벌리더십 1학기+인턴 3개월=총7개월)

글로벌화 추진방안

대학 내 글로벌 리더로서 교육, 연구 및 대외협력 사업 주도



교육

연구

산학협력

• 융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비즈니스, 법학+정보보호+ICT, 한국학
전공별 콘텐츠 강화)

• SW중심대학 및 경영대학 전공 교과 공동
개발/활용

• 과학수사 및 정보보호 관련 학생 참여 프로
그램 지속 확대
(CSI 경진대회/해킹대회 등)

• 융합인재학부-의예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19년~)

• LINC+, 산학협력단 연계교과운영
(기술창업, 지식재산, POCT 등)

• Undergraduate Researcher 제도 활용한

학부생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장려

• 5년제학·석사연계제도를통한교수와의일대일

맞춤형연구활동

• 한림의료원과의공동연구(데이터기반질병연구)

• 범죄과학연구소신설추진

(정보보안+법심리학연구소통합)
• SW중심대학 사업 융합분야 지속 참여(더존, 

한컴GMD, 정보보안법무법인 해피마루 등)

• LINC+ 연계교육 창업역량 및 지식재산 역

량강화(동아리 활동 및 경진대회 참여 등 비

교과 활동 성과 확대)

학제 간 융합역량을 기반으로 융합 교육 및 연구분야 특성화 선도

융합화 추진방안



교육

연구

산학협력

• Project-based learning도입

• 현업 책임 및 관계자(바디텍메드, SK 

CNC 등)의 직접 강의 참여

(AI, POCT 교육 등)

• 산업체 현장학습 비중 확대 및 정례화

• 지역정보보호 산업체연계 프로그램확대 운영

• 외부기관Consortium 구성을통한연구인력, 시설

등의공동관리및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컨설팅+공동연구진행

• 남북협력관련연구활동참여

(‘북한의정책·제도·조직·기반구축과역량강화지원사업')

• 강원지방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동연구

• 지역혁신 프로그램 참여주도

(LINC+ 사회혁신경영융합전공 등)

• 마을기업, 지역축제 활동 지원

• 네이버(춘천) 공동사업 추진

• 금융/무역분야 인턴십 강화

(무역협회, 무역연구원, 다국적,제약회사,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업무협약 추진 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다각적으로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

지역화 추진방안



주요 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교류대학과 Joint Education / Research Fund 지원사업 적극참여

주요내용

추진계획

• Erasmus+ Fund 선정(EU 대학 간 학생, 교수 상호교류/공동학위 등 교류 프로그램)

• 3년간 30만 유로 지원 확정

글로벌화

• 아시아, 유럽 및 미주지역 국가 대학 및 기관 파트너십 지속 확대



주요내용

추진계획

• ODA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유엔마약범죄국(UNODC)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국-체코 양자 공동 기술개발 사업 MOU 등

글로벌화

• 교내 준비위원회 구성 및 가칭 「글로벌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센터」 설치 추진

• 포렌식 분야 사업관리 전문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박사과정 학과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추진계획

• 한국학중앙연구원,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등 외국 대학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복수학위제 포함) 참여 확대

글로벌화

• 영국 Coventry 대학과 Business-related Korean Studies Program 추진 확정

• `19년 5월 중, Coventry 학생 및 프로그램 관계자 방한

글로벌 한국학 교육기반 강화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추진계획

• 남북 경협, 동북아경제 활성화 대비 교내 연구소 설립 추진 중

가칭 ‘통일과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글로벌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연계

• 관련 콘텐츠 교양 및 전공교과로 개설하여 저변 확대 예정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을 대비한 교육 및 연구활동 내용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을 대비한 교육 및 연구활동 내용

• 남북 경협, 동북아경제 활성화 대비 교내 연구소 설립 추진

가칭 ‘통일과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주요 추진계획



융합교육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추진계획

• SW중심대학, 정보법과학, 비즈니스 연계하여 SW융합 및 데이터과학 집중교육

• 융합교육 시스템 체계화

융합교육 및 지역협력의 강화

• 교양 및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하여 재학생 전원 관련 분야 공인자격증 취득 목표(2학년 이내) 

• 팀티칭 내실화, 평가체계 개선 및 다중 상담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추진계획

• 융합인재학부-의예과 교과 공동 개발

• SW중심대학 및 교양기초대와 협의하여 공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 개발

• 2018학년도 2학기 중 교양 교과 개발,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공동 개설 목표

• 의과학융합전공 교과 연계 추진

의과학융합전공-의과대학 공동 교육과정

융합교육 및 지역협력의 강화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추진계획

• LINC+ 창업(CEO)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IP) 프로그램 연계 교과 도입

• SW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빌리지 프로그램, 인턴십 등

• 창업역량, 지식재산역량 관련 교과 지속 운영 및 Code-sharing

• SW중심대학 동계 및 하계방학 집중 프로그램 적극 참여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

융합교육 및 지역협력의 강화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 남북 경협, 동북아경제 활성화 대비 교내 연구소 설립 추진 중
가칭 ‘통일과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지역혁신 프로그램 참여지역혁신 프로그램 참여

• LINC+사업(창업동아리, 협동조합 등)을 통한 마을기업, 지역축제 활동지원

• 지역 고교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운영

융합교육 및 지역협력의 강화주요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