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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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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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도입한 문·이과 통합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4)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가. 정부는 대학입학 자원의 급감에 따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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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 대학의 현황

(1) 한림대학교 35년의 성장

  가. 대학의 성장

    1) 한림대학은 1982년 개교 당시 4개 학과 입학 정원 200명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 

현재 42개 학과(전공)와 10개 융합전공에 입학정원이 1,711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

하였음. 지난 36년 동안 박사 580여 명, 석사 5,200여 명, 학사 44,200여 명 등 

50,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림 1-1] 한림의 성장

  

  나. 대학의 질적 성숙 :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일류대학

    1) 한림대학은 설립 이후 우수 인재와 교수진을 대학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지역 사립대학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왔다.

    2)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

단평가에서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세계대학평가에서 대한민국 상위 

10%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한림 Vision and Action 2018~

- 4 -

[그림 1-2] 최근 5년 간 QS 세계대학평가로 본 한림대학의 위상

    3) 한림대학은 BK21+, ACE+, CK, LINC+, HK+, SW중심대학 등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역량을 융합한 지역

대학의 발전 모델을 선도해 왔다.

    4) 산학협력 추진 방향과 가치를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발전을 위한 공익적 

산학협력」에 두고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 왔다.

(2)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혁신의 필요성

  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동시 하락

    1) 대학 진학 연령인 18세 인구가 2025년 4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

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7년 68.9%로 급감하여 지역대학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

  나. 지역대학의 변화 : 생존을 위한 혁신적 도약

    1) 한림대학은 지역대학의 사명과 정체성을 근본부터 혁신하여, 지역화와 글로벌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 21세기의 새로운 혁명과 인재상의 변화 : 사회의 근본적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대학은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

하였다. 새로운 사회는 지식의 주입과 반복 학습, 고정된 전공을 벗어나 창의력과 

소통력, 유연성과 적응력, 협동심과 공감력, 진취적 실천력 등 미래 지향적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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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대학의 사명과 역할 변화 : 지역 명문 대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1)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해체와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2)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고, 학벌 중심 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등 

인재 육성 기반과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

    3) ‘사람 만들기’, ‘지역 만들기’, ‘대학 만들기’의 3위 일체형 혁신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4) 한림대학은 지역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지역대학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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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림 Vision 2018~ 

2.1 한림 Vision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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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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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 3대 발전목표와 3대 핵심전략

    한림 Vision 2018~ 은‘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3대 발전목표와 3대 핵심전략을 설정한다.

[그림 2-2] 한림 Vision 2018~ 발전목표와 핵심전략

(1) 3대 핵심전략

  가. 3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한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를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한다.

    1) 융합화

      ① 지식과 교육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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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융합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학사제도 선진화’, ‘교양교육 혁신’,‘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

      ③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공 간 협력과 혁신적 융합 스쿨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융합

교육을 실현한다.

      

    2) 지역화

      ①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선도적으로 

실천한다.

      ② 지자체, 지역사회, 대학의 상생발전 중심 기관으로 지역대학의 지식과 인적자원, 

혁신 능력을 제공한다.

      ③ 시민사회, 공공 및 민간부문과 대학이 함께하는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한다.

    

    3) 글로벌화

      ① 글로벌 교육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인다.

      ②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③ 글로벌 공동연구와 교류협력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선도한다.

(2) 3대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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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동반 발전을 3대 발전목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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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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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글로벌 연구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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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화 된 연구 환경

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제에 도전해야 하며, 대학의 대표 연구 성과들이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역사회 동반 발전

    1) 우리 대학은 지역 선진화의 선도 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과의 연계 강화, 대학의 발전 및 선진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가장 큰

사명이다. 양질의 산학협력 성과를 지역을 통해 실현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선진화를 주도한다.

(3) 한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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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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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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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이라는 한림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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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림 Action 2018~ 

■ 융합화

1. 핵심과제 1 : 학사제도 선진화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적 융합 스쿨 교육의 실천을 위해 학사제도 전반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융합교육혁신, 스쿨중심 융합연구 활성화, 지식 자원의 산업화, 

교육체제의 혁신을 추진한다.

  가. 융합교육혁신 

    1) 수강신청 장바구니제와 스마트 전자출결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강의와 학습 환경의  

혁신을 지원한다.

    2) 전공박람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학사지도와 전공 이해를 도모한다.

    3) 교육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자원 배분체계를 수립한다.

    4)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5)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목 Code-sharing을 적극 확대한다.

  나. 스쿨중심 융합연구 활성화 및 사업연계 

    1) 융합 스쿨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 선도 연구 그룹, 산업체 및 전문가가 주도하는 선도적 융합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추진한다.

    3)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모델을 창출한다. 

   

2. 핵심과제 2 : 교양교육 혁신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을

혁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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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과제 3 : 대학원 경쟁력 강화

(1) 학부 스쿨 체제에 따른 대학원 학과 운영 구조의 개편 필요성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의 수월성을 향상하여 대학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대학원 스쿨체제 전환

    1) 2019년 3월 대학원 수학과, 통계학과가 데이터과학융합스쿨(데이터과학전공,

영상의학통계전공)로, 물리학과, 나노-메디컬디바이스공학 협동과정이 나노융합스쿨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대학원 연구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림 3-1] 대학원 스쿨체제 전환

   나. 스쿨별 공동연구 활성화

     1) 학부-대학원 스쿨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집단 공동연구 활성화

및 외부연구비 수주를 확대한다.

[그림 3-2] 연구경쟁력 강화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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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

  

4. 핵심과제 4 :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1)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는 대학의 혁신 지식과 기술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창업 지원, 기술이전 활성화, 수익창출

모델 다각화, 지역연계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가. 창업지원 및 사업화 체계화

    1) 대학 여건에 맞는 창업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한다.

    2) 성장 잠재력 높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육성 단계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나. 수익창출 모델 다각화

    1) 대형 산학협력과제 및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협의체, 

가족회사 서비스의 수익 구조를 선진화한다.

    2)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센터 유치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

 

  다. 지역연계 강화

    1) 지역 공동과제 발굴 및 수주를 통해 성과 중심의 지역 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2)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연계 사업을 발굴, 유치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지역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5. 핵심과제 5 : 산학협력 융복합 거점단지 조성

(1) 학생의 취·창업에 대한 현실인식을 고취시키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과 

지역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개방형 산학협력 융복합 거점단지를 조성한다.

(2) 산학협력 융복합 거점단지는 춘천시 우두동에 건축부지 5,000㎡, 건축연면적 1,500㎡ 의

크기에 컨테이너 50개, 총 52실의 공간 규모로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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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은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협력동, 6차산업 및 강원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동, 시제품 디자인 랩과 단지 상주인력을 위한 제반 지원 시설을 갖춘 종합

지원동과 제품 시연 및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6. 핵심과제 6 : 사회혁신과 디자인 역량 강화

(1) 사회혁신과 디자인 역량 강화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과 동반 발전의 동력을 구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새로운 춘천 만들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참여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선도한다.

(2)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과 디자인 역량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창조한다.

  가. 액티브 시니어 역량 강화 및 지역 활성화

    1) 경험과 전문성, 인적자본 역량이 큰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전 노인 세대와 다른 

‘액티브 시니어’로 표현한다.

    2) 사람 중심 균형발전,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액티브 시니어 리더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재생을 지원한다. 

   

  나. 지역재생과 지역활성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과제 추진

    1)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Living-Lab 방식의 학습공간을 창조한다. 

■ 글로벌화

7. 핵심과제 7 : 국제화 역량 강화

(1) 다양한 국적의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학 서비스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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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글로벌 교학 서비스 (ISSO,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Office) 기능 강화

    1) 대학의 글로벌 교육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교학팀의 역량을 강화한다.

    2) 이를 위해, 국제협력부처장 보직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전담 조직으로서 변화한다.  

  나. 초청 및 파견 교환학생 확대

    1) 글로벌융합대학의 한국학전공 등 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미주 등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선호하는 파견 지역의 교환

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외 파견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한다.

    2) 교환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취해 영어전용 교과목 확대 및 개편을 추진한다. 

8. 핵심과제 8 : 글로벌 한국학 교육 기반 강화

(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글로벌융합대학의 한국학 복수전공 확대, 외국대학과의 Dual degree 활성화, 

한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추진전략이다.

  가. 글로벌융합대학 한국학프로그램 복수전공 확대와 외국대학과의 Dual degree 활성화

    1)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를 통하여

외국대학 프로그램과 joint education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한류 교육프로그램 개발

    1) 동북아인문학, 미디어학, 공학이 융합한 한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9. 핵심과제 9 :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1) 특성화 분야의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 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동북아시아 인문학 르네상스’,‘동아시아 고령화 연구 선도’,‘바이오 융합 연구’, 

‘의료헬스·빅데이터’분야를 글로벌 공동연구 분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한림 Vision and Action 2018~

- 16 -

[표 3-1] 글로벌 공동연구 분야별 주요 추진전략

분야
동북아시아

인문학 르네상스

동아시아 고령화

연구 선도
바이오 융합 연구 의료헬스·빅데이터

추진

전략

∙ 동북아 근대 역사비교

  연구

∙ 실용적 동북아 지역학

∙ 동양고전 재해석

∙ 고령친화 전문가 

교류

∙ 존엄한 노년 국제

조사

∙ 동아시아 삶의 질

비교 연구

∙ 천연물소재 확보 

및 분석

∙ 혈관질환 개선 

  신소재 개발

∙ 질환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 다국가, 다기관 임상

시험 설계 및 시행 

주도

∙ 임상데이터 공동 활용

∙ 임상데이터 비교 분석

참여

조직

∙ 한림과학원 

∙ 일본학연구소

∙ 태동고전연구소

∙ 아시아문화연구소

∙ 러시아연구소

∙ 고령사회연구소

∙ 생사학연구소

∙ 융복합유전체연구소

∙ 생명공학연구소

∙ 데이터과학융합스쿨

∙ 한림대 의료원

10. 핵심과제 10 :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1) 글로벌 협력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개발 협력 프로

젝트를 주도한다.

  가. 글로벌 협력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인재 양성

    1)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 대학과의 Dual degree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동북아판 에라스무스(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3) 지역사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글로벌 개발 협력 프로젝트 기획, 수주 및 펀딩

    1)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략적 진출 지역에 특화한 지역발전 거점 센터를 

추진한다.

    2) KOICA/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 국제교류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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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반

1. 추진기반 1 : Campus Life 활성화

(1) Campus Life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새로이 추진하고자 한다.

  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프로그램 확대

    1) 단과대학, 전공별 현장실습 신규기관을 발굴한다.

    2) 산학현장실습 선행교과목을 개설하고 현장실습 교과목과 연계한다.

    3)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을 확대한다.

  나. 신입생 정신건강 케어시스템 구축

    1) 심리검사 참여율을 높이고, 취약·위험군에 대한 케어를 강화한다.

  다. 동아리, 봉사, 레크레이션센터 운영 및 Intramural League 활성화 지속 추진

2. 추진기반 2 : Smart Campus 구축

(1) Smart Campus 주요 추진 시스템은 유·무선 및 서버 인프라 확충, 모바일 캠퍼스 구현, 

전자 출결, 도서관 및 학생생활관 출입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등 교육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2018년 내에 완료한다.

3. 추진기반 3 : 행정서비스 전문화 및 효율화  

(1) 행정직원의 경력개발프로그램(CDP)을 정착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2) 실무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교육훈련을 확대 운영한다.

(3) 스쿨 및 단과대학 행정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사조직 단위별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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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림 Vision and Action 2018~ 실행 체계 및 목표

4.1 한림 Vision & Action 2018~ 의 실행 체계

(1) 한림 Vision & Action 2018~ 은‘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을 지향하는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 의 성과를 지속하고,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립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실행 체계를 갖춘다.

(2)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화, 

글로벌화, 지역화를 3대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10개의 핵심과제와 세부 사업을 수행한다. 

  

[그림 4-1] 한림 Vision & Action 2018~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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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림 Vision 2018~ : 한림의 미래

(1) 한림 Vision & Action 2018~ 의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한 6개 지표와

각각의 목표를 제시한다.

  가. 융합화 전략 지표인 융합전공 재학생 비율을 현재 4.4%에서 2022년까지 7.6%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지역 산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화 전략

지표인 지역사회 혁신 건수를 2022년까지 6건을 수행한다.

  다.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의 선도연구역량 지표로 설정한‘교원당 SCI/KCI 

논문 수(편)’중 국제논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교원당 

SCI 논문 수(편)’지표와 논문의 지속적 질 제고를 위해‘SCI 중 JCR 30%내 비율(%)’

지표를 유지하고 2022년까지 0.55편/40%를 목표로 추진한다.

  라. 국제화 전략 지표인 외국인 학부 학생 비율을 2022년에는 5%로 확대한다.  

  마. Campus Life 활성화를 위해 Campus Life Composite Index 목표를 상향한다. 

(2) 한림 Vision & Action 2018~은 한림 비전실무위원회인 미래비전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한림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림 4-2] 한림의 미래 (한림 Vision & Action 2018~ 목표)



한림 Vision and Action 2018~

- 20 -

제5장. 단과대학 및 스쿨별 Vision

5.1 인문대학

1. 비전 및 발전목표 

(1) 비전

  가. 인문지성을 바탕으로 삶, 사회, 문화의 제반 문제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실용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함.

(2) 추진전략

  가. 한림 VISION & ACTION 2018(융합화․글로벌화․지역화)의 지속적이고도 실질적 구현을

위해 인문대학 융합전공 신설

  나. 융합전공 내 세 개의 하위 트랙 운영

    1) 열린 한국학

    2) 뿌리 있는 지역학

    3) 세계 시민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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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1) 교육목표

  가. 인문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보편적 진리를 습득하도록 지도

  나. 열린 미래 세계상을 충족하고 진로 탐색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전공 트랙별 교육의 

유연성 보장

  다. 기초 역량 및 실용(응용․활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전공 진입의 기회 극대화

  라. 교과․비교과, 학내․대외(지역, 국가, 해외), 학기․방학을 활용하여 기초 역량 및 실용 

역량 강화

  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자격증을 트랙별로 안내하여 학생의 실용 역량을 강화

(2) 인재상

  가. 창의적 인재: 주체적, 개방적, 논리적 태도를 통해 독창적이면서 신선한 생각을 하는 

인간형

  나. 실용적 인재: 공익적, 발전적, 합리적 태도를 통해 공동체가 요구하는 제도 문물을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인간형

  다. 융합적 인재: 유창적, 융통적, 자발적 태도를 통해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고 한반도와 

세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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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 트랙 별 세부방안

  가. 열린 한국학

    1) 개요

      ➀ 한국과 한국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공간과 그곳에서 생산된 인문학적 

자산 일체를 연구 및 교육의 범주로 설정

      ➁ 교육 방향을 한국학의 정보화와 국제화에 중점

      ➂ 한국문제 전문가, 남북통일 전문가, 한일 우호 관계 수립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데 중점

    2) 중점 역량 강화

      ➀ 국내 및 해외 한국문화 유무형적 유산(자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 내

갈등 중재,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한일 간 우호 증진, 세계 평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➁ 한국학 DB 구축 및 분석 등의 정보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화 등에 역량 강화

      ➂ 전공 과정 기간 동안 위탁 교육 과정과 인솔 교육 과정 등의 특별과정을 활용

    3) 관련 기관

     

학  내 대  외

아시아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디지털인문학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

UN, NGO, 통일부,

외교부(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협력단), 문화부(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립박물관, 국립국어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나. 뿌리 있는 지역학

    1) 개요

      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영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향상

      ➁ 주변 국가와의 제 관계, 상호작용, 갈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일반 지역연구’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➂ 현실의 선택마다 경쟁과 갈등, 협력과 길항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융합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필수적

      ➃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서 중요한 기치로 삼았던 지역융합, 지식융합, 산업융합의 

가치들을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질적 실무지역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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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점 역량 강화

      ➀ 언어능력과 결합된 종합적인 실무 역량을 배양. 동북아 현지에서 해당 언어와 

문화를 함께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동북아글로벌캠퍼스Ⅰ,Ⅱ) 활성화

      ➁ 문화간(intercultural) 소통 능력 향상

      ➂ 동북아현지조사, 동북아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연계실무능력을

키우고 이후 자신의 진로 모색

      ➃ 글로벌 협력 능력 제고. 글로벌 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갈등조절

및 국제적 협력 능력 향상

    3) 관련 기관

     

학  내 대  외

일본학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등

월드비전, 보건복지부, 각 시도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다. 세계 시민적 소양

    1) 개요

      ➀ 고전 및 명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

      ➁ 범지구적 공동체의 민주적 감수성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정신의 

교육을 지향

      ➂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지향

    2) 중점 역량 강화

      ➀ 인문학적 인간의 지속 가능성과 삶을 둘러싼 변화하는 기술문명의 동역학을

인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기 위함.

      ➁ 고전-명저들을 중심으로 삶을 성찰하는 교과목 설계

      ➂ 통섭적 교과목을 설계,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안목 배양

      ➃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과 인문학적 주제의 문해력(humanistic theme-based

literacy)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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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기관

     

학  내 대  외

아시아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철학교육연구소 등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교육연구원, 여시재, 한국연구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 교과목 개발 계획

  가. 방향

    1) 교과목은 세 트랙 성격에 따라 개발

    2) 기존 전공 및 학과에서 개발된 교과목 가운데 본 전공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공유

    3) 기존 인문대학 두 개 CK-1 사업단(르네상스 인문학 창의인재, 동북아지역 융합 인재양성)

에서 운영하던 교과목 가운데, 본 전공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승

  나. 방침

    1) 기초 및 실용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개발하고 운영

    2) 교과목 간 내용체계(지식, 내용요소, 기능) 및 성취기준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교과목 개발

    3) 기존 전공 및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식(code sharing)하도록 유도

    4) 인문대학에서 운영 중인 두 개의 CK-1사업 개설 교과목을 발전적으로 수용

    5) 융합기초 6과목, 융합심화 12과목, 융합응용 4과목, 특별교육과정 2과목 등 총 24

과목 이내로 개발 및 기존 교과목 수용․운영

(5) 기대효과

  가.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인문학의 통섭 효과와 실용적 가치를 체득

하게 하고, 비전공 학습자에게는 융합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진입 의지를 제고함

으로써 제1전공과의 상승 작용의 기회를 제공.

  나. 한림대학교, 한림대 학습자, 한림대 인문학자, 이 세 주체가 함께 본 전공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어 간다면 한림대학교의 국내외적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본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면 인문학 지원 사업 선정

확률을 높이고 선정 이후에는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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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과학대학

1. 비전 및 발전목표

(1) 비전 : 글로벌 선진 사회과학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함.

(2)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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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육부, 국제팀, 취업진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재학생 교육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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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문성, 융합 역량, 응용력 신장 

        - 심화 및 융합전공 교과목 검토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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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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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하고, 대학원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과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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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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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공지식 및 융합지식을 습득한 현장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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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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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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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비전(인재상) 

  가. 융합화 : 다양한 전공의 한림인을 경영대학의 특성화 지식과 통섭형 역량까지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로 양성

  나. 글로벌화 :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폭 넓게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 나가는 인재 양성

  다. 지역화 : 경영대학 소속 전문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산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실용적 수월성 추구

(2) 핵심과제

  가. 학내 폭 넓은 전공 기반의 학생까지 포함하여 융합형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나. 복수전공 학생까지 트랙제를 적용하는 특성화된 심화 교육

  다. 글로벌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교육 참여 자원 육성

  라. 연구소 기반의 지역특화형 산학 협력과제 발굴 및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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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과제

  가. 복수전공 환경에 적합한 전공교과과정 및 수업 운영

  나. 트랙제 운영을 통한 특성화된 한림인재 양성 

  다. 외국 교류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라. 연구소 중심의 지역 연구과제 수주 및 경험 축적

  마. 대학원생 유치 및 재정 지원

2.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1) 경영대학 전체

  가. 복수전공 환경에 적합한 전공교과과정 및 수업 운영

    1) 학과별 복수전공자 수학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전공교과이수 체계 조정

    2) 복수전공자 저변 확대를 위한 조사•홍보 프로그램 실시

    3) 학과별 복수전공자 및 편입학자 통합 전공학업설명회 실시

  나. 트랙제 운영을 통한 특성화된 한림 인재 양성 

    1) 복수전공자의 트랙 이수 허용 및 권장 추진

    2) 학과별 트랙제 운영 개선 및 항상성 정기 점검(경영학과 7개 / 경제학과 4개 / 금융

재무학과 5개)

  다. 외국 교류대학 학생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1) 일본 쿠르메대학과의 장•단기 학생교류 프로그램 지속 운영

      ① 방학 중 단기 학점 교류 학습 프로그램 재개(재원 확보 방안 모색, 추진)

      ② 학기제 파견 교환학생 자원 개발 육성(저학년)

    2) 대학 전체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육성

      ① 일본, 중국, 영어권 중심의 준비 자원 구분 육성

      ② 저학년 중심으로 상담 개발 및 준비 과정 상담 지원 

    3) 초청 교환학생 및 외국인학부생과의 교류 강화

      ① 초청 교환학생 및 외국인학부생과의 수업 중 교류 접촉 방식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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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구소 중심의 지역 연구과제 수주 및 경험 축적

    1) 연구소 및 학과 회의에서 연구제안서 공모 정보 공유

    2) 대규모 연구를 위한 과제에 공동 응모

    3) 트랙 소속 교수간 연구 그룹 구성

  마. 대학원생 유치 및 재정 지원

    1) 외부 연구비 수주 시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2) 연구조교 임명

    3) 대학원생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세미나의 활성화 

(2) 경영학과 비전

  가. 비전 : 상생과 통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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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경영, 글로벌경영, 마케팅기획, 

회계/세무, 헬스케어서비스, 관광경영 등 7개 트랙의 연계로 창업 및 사업기획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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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전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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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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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본경영 교육위원회를 통해 인본경영 인재양성 교과과정의 체계적 도입과 관리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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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로 정리할 수 있음.

<경영학과가 대학의 비전과 연계하여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세부 과제>

구 분 과제명 인력양성 목표

제 1 세부과제
학생 수요에 맞춘

전공 교육 
직종 역량과 사업기획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

제 2 세부과제
복수전공자를 위한 

교육 내실화
통섭형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

  나. 제 1 세부과제 : 학생 수요에 맞춘 전공 교육

    1) 추진방법

      ① 전공필수와 트랙필수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함.

      ② 현재 7개 트랙을 중심으로 한 전공 교과과정 운영함(복수전공자의 트랙 이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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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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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경영
컴퓨터와 통계를 활용한 조사 분석 능력 함양을 통해 기업의 전략기

획, 분석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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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명칭 트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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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2 세부과제 : 복수전공자를 위한 교육 내실화

    1) 추진방법

      ① 복수전공 필수화에 따른 전공 교과목 이수 체계 조정(복수전공 선택·수행의 

수월성 제고)

      ② 복수전공자 대상 전공 설명회, 학업 상담 실시.

    2) 기대효과

      ① 폭 넓은 전공 기반의 통섭형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 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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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문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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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선택·수행의 

수월성 제고)

      ② 복수전공생을 위한 교과목 체계 분류 조정

        - 기초학문으로서 경제학 복수전공 원활화를 위하여 전공필수 개설학기의 확대 개편

        - 전공필수과목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통계학 3과목으로 대폭 축소

하여 복수전공 학생들의 선택기회를 극대화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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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지역

경제 관련 전문가 양성 

      ② 폭 넓은 복수전공을 위해 중국학, 일본학, 러시아학, 아시아학 등 지역경제론

분야와 협업

(4) 금융재무학과 비전

  가. 금융재무학과 비전 : 글로벌화 된 금융재무 융합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학과

  나. 제 1 세부과제 : 복수전공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1) 추진배경

      ① 대학 복수전공 의무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학과 접근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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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전공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학과로부터 금융재무 복수전공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구성과 운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

      ② 사회적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대학 비전 추진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여타

학문분야와의 유연한 융합능력을 갖춘 통섭형 금융재무 인재 양성을 선도

        -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개인 재무설계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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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 증가   

    2) 추진방법

      ① 종합적, 실용적 재무설계 교과목 운영

        - 은퇴설계론, 투자설계론, 노후설계론, 보험설계론, 부동산설계론, 세금설계론 

등의 교과목 운영을 통해 금융재무 지식의 실용성 강화

      ② 전공이수 학점 및 전공필수 이수기준 조정 

        - 학생들이 꼭 필요한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편

      ③ 국내외 공인자격증 취득 활성화

        - 국내외 금융재무 자격증(CFP, AFPK, 자산관리사 등)과 연계된 교과목 운영

        - 특성화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업 분위기 조성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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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 수요자(학생)와 산업의 요구(needs)를 적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하여 탄력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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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2 세부과제 : 금융재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트랙 운영 

    1) 추진배경

      ①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적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재무 인재 양성

        - 금융 및 기업재무 각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전문인재를 양성

        - 글로벌 선진 금융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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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친화 금융서비스 교육 

강화

        - 기존 CK 사업(고령친화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하여 고령화로 인한 금융재무 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2) 추진방법

      ① 금융재무 교육 전문화를 위한 5개 세부 전공트랙 운영

        - 은행/보험: 은행/보험 관련 기본적 지식 및 다양한 이론과 실무 적용을 학습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은행 및 보험업 전문가 양성

        - 증권/투자: 증권/투자 분야 진출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기법을 학습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증권 및 금융투자 전문가 양성 

        - 기업재무: 자금조달 및 운용, 투자안 평가, 자본예산 편성, 위험관리, 경영분석

으로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한 기업재무 관리자 양성

        - 글로벌금융: 국제재무의 기본 지식과 더불어 국제경영 능력 및 정보감각 습득을

통해 국제사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금융 전문인재 양성

        - 금융재무학: 현대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금융재무 연구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인력 양성

      ② 전공트랙 별로 담당교수를 지정

        - 각 전공트랙 참여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3) 기대효과

      ① 금융재무 분야 내 특화된 심화 전문가 양성

      ②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전문가 및 재무관리자 육성 

      ③ 주전공 학생은 물론 복수전공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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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연과학대학

1. 비전 및 목표 

(1) 인재상

  가. 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

  나. 지역과 인류에 기여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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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성장산업의 기술인력 수요 대응

  가. 미래 성정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나.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재

  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인재(Fast follower → first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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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림 Vision 2016~2022」와 「한림 Vision & Action 2018~」추진에 부응

(3) 학생 중심의 한림 Vision과 창의적 경쟁력 강화 필요

  가. 융합/글로벌/지역화를 이용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나. 복수전공 필수에 대응한 교육 및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다. 미래지향적 복수전공 커플링을 통한 융합-특성화로 창의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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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 및 Campus Life 활성화

(1) 추진 전략

  가. 융합화

    1) 복수전공 특성화, 안정화

    2) 학과간 융합적 공동연구 확대

  나. 글로벌화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2) 우수외국학생 적극 유치

  다. 지역화

    1) 지역선도사업인력양성

    2) 생명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지역협력 활성화

(2) Campus Life 활성화

  가. 현장실습 참여기업/기관 발굴, 학생 참여독려(실습프로그램 내실화)

  나. 복수전공 선택을 위한 전공알리미 도입

  다. 타 전공 진입생의 안착 지원시스템(오디세이세미나, 멘토링, 진로상담, 학생회연계 활동 지원)

  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마. 학과별 교수, 졸업생, 재학생의 네트워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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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별 창의적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 

(1) 화학과

  가. 인재상 : 화학기반의 의약학 및 재료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적 융복합형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나. 추진 방안

(2) 환경생명공학과

  가. 인재상 :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벌 전문기술인력 양성

  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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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영양학과

  가. 인재상 : 풍부한 학문적 이론과 실무로 국민보건향상과 건강생활에 기여하는 영양사

및 식품전문가 양성

  나. 추진 방안

(4) 생명과학과

  가. 인재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명건강과 빅데이터 융합유전체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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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메디컬학과

  가. 인재상 : 의생명과학 분야의 R&D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나. 추진 방안

(6) 청각학전공

  가. 인재상 :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한 국제적 수준의 글로컬 청각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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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어병리학전공

  가. 인재상 : 생애주기별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언어치료사 양성

  나. 추진 방안

(8) 체육학과

  가. 인재상 : 창조적, 도전적, 윤리적, 현장 맞춤형 스포츠 인재 양성

  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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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과학대학의 목표

(1) 주요 경쟁력 실현 목표 

(2) 신입생 → 학과 전문교육/복수전공 → 창의·융합과학기술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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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스쿨

(1) 스쿨의 비전, 목적 및 목표

  가. 비전 및 목적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중심대학의 비전 실현을 위해 대학-산업체-지역사회를

연계한 커뮤니티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

    2) 문제해결을 위한 CODE(Community-Oriented multi-Disciplinary Experts)형 SW인재

양성을 목적

    3) 인재 육성의 핵심가치로 창의융합, 개방형 협업, 탁월성, 역량강화를 추구

  나. 한림대가 육성하는 미래 인재 방향

    1) 전공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SW전공교육을 통해 실무형 SW전문가 양성

    2) 융합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SW 융합 인재 양성

    3) 기초교육으로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가진 SW 활용 인재 육성

    4) 지역 시민을 SW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

(2) 추진 방향

  가.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SW 전공교육 

    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설립 및 전략산업 수요 분석을 통한 3개 핵심전공 운영

    2) 오픈소스 교과목 및 오픈소스 기반 실습 확대

    3) 정주형 교육을 통한 24시간 SW교육 및 창업교육 실시

    4)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해외교육 및 인턴십 확대

    5)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하여 연구 및 산학협력 전문가 육성

  나. SW 활용 능력을 겸비한 실전형 SW 융합교육

    1) 복수전공 필수화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

    2) SW융합전공 및 SW연계전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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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함양하는 SW 기초교육

    1) SW예비대학을 통하여 SW 교육에 대한 체험 및 관심도 증가

    2) SW 교과목 5학점 필수 및 SW 코딩 교육 필수화

  라. 지역 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치 확산 교육

    1) SW 가치 확산의 거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Digital Citizen 양성

    2) 개방형 SW 강좌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SW교육 확대

    3) 취약계층, 원격지 학생 및 군인 대상 SW 가치 확산

2. 소프트웨어융합 대학 체계

(1) 개요

  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AR/VR, IoT 그리고 보안 기술을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하여 본 스쿨에서는 지역 SW

분야에 특화된 전공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SW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한 역량을 함양한 SW융합 전문가를 육성함. 또한 SW 기반 기술을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분야에 집중하여 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SW 분야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함. 

(2) 조직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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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원 : 전임교원, 겸직 및 산학중점교원으로 구성

  나. 연계조직

    1) 정보전자공학연구소, 스마트컴퓨팅연구소, BIT 연구소를 중심으로 SW 핵심 기술을

연구하며 SW융합대학의 교원들과 외부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을 진행함. 

    2) 또한 2019년에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연구자가 융합 연구를 수행함.

    3) 학부전공 : SW융합대학은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전공을 운영하며 2개

이상의 SW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함얌할 수 있도록 지도함.

(3) 혁신 목표 달성 계획

구분 융합화 지역화 글로벌화

교육

-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

IOT 전공 신설

-실무형 프로젝트에 기반한

이론/실습 연계 교육 체계

구축 

-SW빌리지를 통한 SW심화

교육

-스타트업빌리지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및 SPIN-OFF

프로그램

-도제식 교육 기반 학부

연구생

-지역전략SW 수요 분석을

통한 전공 신설

-지역수요 반영한 산학과제

발굴

-재직자 교육 및 학부 인턴십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SW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주민 대상 SW교육/

디지털리더양성 교육 제공

-SW융합대학의 글로벌 수준

향상을 위한 실리콘밸리 

SW교육 참여(매년 20명)

-해외인턴십-취업 연계 활성화

(프랑스 그르노블, 일본 

IT 업체 취업 강화)

연구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융합연구

-ITRC 수주를 목표로 공동

연구 진행

-SW융합대학 내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과제 수주 및 

공동연구 체계구축 

-교원 겸직화 대폭 확대를

통한 융합연구 기반 조성

-강원도 데이터 수도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클라우드 

연구 연계

-스마트토이 활성화를 위한

AR/VR 기술 및 IOT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해외공동연구활성화: 의료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

해외석학 초빙, 

-IEEE/ACM 컨퍼런스에서 

연구 발표 활성화(교원

업적평가개정)

산학

-융합 SW 프로젝트 운영

-K-CLOUD Park, 스마트 

토이 사업 참여 및 공동 

연구를 통한 지역 SW 

생태계 활성화

-지역SW업체와 산학연구 

수행

-캡스톤-인턴십-취업연계형

산학모델 구축

-해외 대학/연구소/기업체 

연계한 해외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매년 1건 

이상 추진)

-해외기업체 인턴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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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별(2018~2021) 추진 계획 (예산 포함, 단위 백만원)

분야 ’18 ’19 ’20 ’21

교

육

교

육

과

정

실무 프로젝트 기반 전공 수업 운영 10 10 10 10

SW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구축 및 운영 10 10 10 10

HALLYM SPIN-OFF를 통한 창업교육 확산 10 10 10 10

조

직

혁

신

SW융합대학 조직 구성 - - - -

SW융합대학 발전계획에 따른 기능 구조 개편 - - - -

연구

ITRC를 위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력 제고 30 30 30 30

SW융합대학 의료/헬스 빅데이터 연구소 활성화 20 20 20 20

산학

협력

K-CLOUD, 스마트토이 산업 연계한 프로젝트 진행 10 10 10 10

캡스톤-인턴십-취업 연계형 산학협력시스템구축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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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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동문 및 의대후원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학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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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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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그룹 토의를 통한 건전한 토론, 소통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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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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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Big Data 활용능력 교과과정 개발

      ⑦ 4차 산업 시대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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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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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간호대학

1. 비전과 인재상

(1) 비전 : 미래지향적 간호인재 양성

(2) 인재상

  가.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인재

  나. 창의 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

  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2. 간호대학 발전 목표

(1)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가. 학사제도 선진화

  나. 교양교육 혁신

  다.  대학원 경쟁력 강화

(2)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과 연구 경쟁력 증진

  가. 글로벌 역량 강화

  나. 글로벌 공동 연구 활성화

  다.  글로벌 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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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연계 영역: 지역 맞춤형 보건 의료 환경 조성과 기여

  가. 하이테크-하이터치 혁신적 돌봄 인재 양성

  나. 사회수요맞춤 인재 양성

  다. 산학협력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

  라.  돌봄 공동체 환경 조성

3. 핵심 전략

(1) 교육영역: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가. 학사제도 선진화

    1) 변화하는 간호환경에 부합하는 간호교과과정 운영

     ◦ 학습 성과 기반 교육 운영

     ◦ 역량기반교육 도입

     ◦ 통합형 간호교육과정 개발

    2) 학생중심 전공운영

     ◦ 과목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법 활용

     ◦ 다양한 소규모 전공선택 과목 개설

     ◦ 임상과 전공연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오디세이세미나와 진로탐색프로그램, 인성교육 등 연계한 밀착지도

    3)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 code-sharing 교과목 검토와 운영, 융합교과목 개발 

학사제도 선진화
연도별 추진계획

1주기 2주기 3주기

변화하는 간호환경에 부합하는 

간호교과과정 운영
학습성과 기반 교육 역량기반교육 도입 

통합형 간호 교육과정 

개발

학생중심 전공운영
과목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법 활용

다양한 소규모 전공선택 과목 

개설

임상과 전공연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전공교과목과 

오디세이세미나, 

진로탐색프로그램, 

인성교육 등을 연계한 

밀착지도

융합형 교과과정 개발 code-sharing 교과목 검토 code-sharing 교과목 운영 융합교과목 개발

  나. 교양교육 혁신

    1)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 재능발휘 및 자신감 고취 기회 제공

    2) 의사소통 능력 강화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학습

    3) 품위 있는 인성교육 강화

    4)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양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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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학원 경쟁력 강화

    1) 창의 융합적 연구 주제 개발

    2) 외국학생 유치와 외국대학 교류로 글로벌 연구 확대

    3)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공동체 기반 구축

    4) 융합교과목 개설과 운영

    5) 대학원생 복수전공제 검토 및 운영

    6) Doctor of Nurse Practitioner(DNP) 과정 신설

(2)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과 연구 경쟁력 증진

  가.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구분

연도별 추진계획

1주기 2주기 3주기

해외교류 

프로그램

∎1개의 추가적인 MOU 

체결대학 추진 (예: 필리핀)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상학생 확대

∎해외교류프로그램의 강화 

및 해외 학생 유치

교과목

∎기존 교과목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교과목 개발 계획

∎2개 교과목의 개발과 

국제간호 수강 대상 학생의 

확대

∎개발된 국제간호 관련 

교과목의 강화와 전 학생의 

교과목 수강

학점 교류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한 

학점 신설

∎국제간호 실습 교과목의 

학점 인정과 교류학점 신설

∎학점 교류 확대 및 유치된 

해외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해외 취업

∎해외 취업한 졸업생을 통한 

정보 탐색

∎해외취업 선배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설

∎국제간호 학생 동아리 신설

∎해외 취업준비를 위한 준비 

및 지원

∎국제간호 동아리 지원

∎해외 취업기회 확대로 

실제적 사례 

∎국제간호 동아리 강화 및 

확대

국제

간호봉사

∎국제간호봉사(예:코이카 사업) 

분야에 대한 탐색 및 정보

∎1개의 국제 간호봉사 

사업의 수주

∎국제 간호봉사 사업의 강화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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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글로벌 공동 연구 활성화

구분
연도별 추진계획

1주기 2주기 3주기

해외 우수대학과 

MOU 체결, 대학 

간 정기적 국제 

학술교류 추진

∎UCLA, NUS, Nagoya City 

Univ. 간호대학 간 MOU 

재협약 후 연구 네트워크 형성

∎연 1회 국제세미나, 

국제포럼, 국제 학술대회 

등의 국외 학술행사 개최

∎다양한 지역의 우수 

대학과의 연구교류를 통한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충

∎해외 우수학술지에 

공동연구 논문 발표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연구자원 확보

국제적인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적인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및 분석

∎해외 우수 전문 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국제적인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화·세분화된 된 

다양한 국제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 학술활동 

활성화

∎방문 연구교수 활성화를 

통한 해외우수연구자 초빙

∎박사 후 과정 개설 및 활성화

∎교수 1인당 1회/년 이상 

국제회의,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학술 행사 참가 및 

연구 발표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방문교수와 박사후 과정 

관련 재원 확보

∎다양한 문화권의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실행

  다. 글로벌 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구분
연도별 추진계획

1주기 2주기 3주기

학문적 취약국가 

대상 간호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구에서 주관하는 

활동 참여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참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설명회 참석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주 사업 지원

학문적 

취약국가와의 

단기교류

∎단기교류 대상 대학 모색, 

해당 국각 대학의 

장·단점 분석

∎단기교류 대학 선정과 

MOU 체결 

∎개발도상국과의 단기교류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정착화 

∎단기교류 대학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요구도 분석

국제보건기구(WH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행하는 해외 

보건의료 봉사 참여 

∎간호대학 자체 

봉사동아리 결성

∎해외 보건의료봉사 정보 

체계 구축

∎간호대학 봉사동아리의 

해외 보건의료 봉사  

∎해외 보건의료봉사 정보 

제공

∎해외 보건의료 봉사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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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기여

  가. 지역사회 돌봄건강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함.

  나. 주기별 추진계획

구분
연도별 추진계획

1주기 2주기 3주기

하이테크-하이터치 

혁신적 돌봄 인재 

양성

◾Interprofessional 교육 

인프라 준비

◾간호 주도형 건강증진 

인재 양성

◾Interprofessional 

교육체계 시범수행

◾Interprofessional 

교육체계 시행

사회수요맞춤 

인재양성

◾산학협력 친화 인프라 

조성

–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파트너 기관 탐색

– 커뮤니티 케어 인재양성

– 실습환경 구축: TBL,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

◾현장밀착형 교과목 개발

– 선택임상실습 교과목 

개발 및 탄력 운영체계 

개발

– 순환교수제도 시행

◾현장밀착형 교과목 운영

◾글로벌 현장실습 

벤치마킹 지원

산학렵력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연구 생태계 

준비

– 의료원 산학협력 공동 

연구 추진

– 월례 포럼

◾산업체 수요맞춤 연구 

R&D 추진 (예: 안전)

◾국내 산업체 수요맞춤 

공동 연구 활성화

◾해외 기관 연계 산업체 

수요맞춤 연구 R&D 추진

돌봄공동체 환경 

조성

◾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젠더/인권 감수성 교과목 

개발 

◾창의가치인재 양성 

교과목 개발

◾취약계층 자기돌봄 지지 

체계 구축

◾Public Healthcare 

Supporter 지지체계 구축  

(예: 소방/교정/행정/보건 

공무원, 군무원, 경찰 등)

◾국제 건강리더 양성 선도 

기관 추진

◾ 지역 맞춤형 연구 

활성화

(예: 평화시대에 대비한 

횡문화 건강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특정 보건의료 영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제 간호봉사

∎국제간호봉사

(예: 코이카 사업 분야에  

대한 탐색 및 정보)

∎1개의 국제 간호봉사 

사업의 수주

∎국제 간호봉사 사업의 

강화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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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글로벌융합대학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글로벌융합대학은 대학의 융합교육과 연구,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핵심 추진체로서,

“지식 융합과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Knowledge Alliance and Strategic Global Partnership)”의

구현을 목표로 함

  가. 교육, 연구 활동 및 지식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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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외 유수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2) 인재상

  가. 따뜻한 품성과 냉철한 이성을 겸비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한림인

  나.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림인

  다. 무한한 상상력과 지적 탐구심으로 끝없이 도전하여 성취하는 한림인      

(3) 성과 목표 

Knowledge Alliance and Strategic Global Partnership

지식 융합과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화         융합화         지역화

해외대학 협력 

프로그램 확대

Erasmus+ 

Fund 

ODA  

역량강화 

사업 추진

남북경협

통일대비 

교육/연구

SW/의과대/

경영대 등 

공동교육

LINC+

SW중심대학 

참여형 

교육확대

마을기업, 

지역축제 

활동지원 등

교류대학

협력 확대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글로벌한국학

교육기반 

강화

융합교육 

경쟁력 

강화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

지역혁신

프로그램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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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및 주요성과

(1) 교육과정

  · 2007년 5월 도내 최초 국제학부 신설(국제통상․경영전공 등), 2008년 1기 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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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국내 유일 영어강의 기반 정보보안+법학+ICT 융합전공 신설(정보법과학전공)

  · 2015년 8월 국제학부 산하 정보법과학연구소 신설, 11월 석사과정 국제학과 신설

  · 2016년 최우등교육 기반 융합인재학부 신설, 2017년 1기 학생 모집

  · 2016년 국제학부 정원외 전공 신설(문화산업전공)

  · 2018년 2월 특성화 단과대학‘글로벌융합대학’체제 구축

  · 2018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신설(교환, 복수전공 학생 대상), 학부․전공명 개편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전공)

(2) 주요성과

  가. 캠퍼스 국제화 선도

- 영어 전용강좌 제공, 재학생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의무화

- 한국학전공 등 학기 당 24개 교과목 100% 영어 강좌로 개설(2018학년도 기준) 

- 글로벌학부 SAP, 교환학생, 해외단기연수, 융합인재학부 글로벌리더프로그램 참여

  나.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 학문 간 소통, 글로벌 협력 시스템 활용

- 융합인재학부 의과학+IT+비즈니스, 글로벌학부 정보보안+법+ICT 등 

  다. 학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지속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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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등록 정원외 외국인 241명 중 한중통번역/문화산업전공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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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1) 글로벌화 : 대학 내 글로벌 리더로서 교육, 연구 및 대외협력 사업 주도

(2) 융합화 : 학제 간 융합역량을 기반으로 융합 교육 및 연구분야 특성화 선도

(3) 지역화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다각적으로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

4. 추진방안

(1) 글로벌화 

교육 연구 산학협력

·해외대학 공동 교육 확대 

  (영국 Coventry대학과 프로그램 

운영 확정 ’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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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대학 등과 연계한 해당 

지역 산업체 인턴십 추진

  (글로벌리더십 1학기 + 인턴

3개월=총7개월)

(2) 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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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지속 확대

  (CSI 경진대회/해킹대회 등) 

·융합인재학부-의예과 공동교육

과정 운영(’19년~)

·LINC+, 산학협력단 연계교과운영

(기술창업, 지식재산, POCT 등)

·Undergraduate Researcher 제도 

활용한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장려

·5년제 학·석사 연계제도를 통한 

교수와 일대일 맞춤형 연구활동

·한림의료원과의 공동연구(데이터 

기반 질병연구)

·범죄과학연구소 신설 추진

  (정보보안+법심리학연구소 통합)

·SW중심대학 사업 융합분야 

지속 참여(더존, 한컴GMD, 정

보보안법무법인 해피마루 등)

·LINC+ 연계교육 창업역량 및 

지식재산 역량강화(동아리 활동

및 경진대회 참여 등 비교과 

활동 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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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  

교육 연구 산학협력

·Project-based learning도입

·현업 책임 및 관계자(바디텍 메드, 

SK CNC 등) 직접 강의참여(AI, 

POCT 교육 등)

·산업체 현장학습 비중 확대 및 

정례화 

·지역 정보보호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외부기관 Consortium구성을 통한 

연구인력, 시설 등의 공동 관리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컨설팅 

+ 공동연구 진행

·남북 협력관련 연구활동 참여

  (‘북한의 정책·제도·조직·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지원사업’)

·강원지방경찰청/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공동 연구

·지역혁신 프로그램 참여주도 

(LINC+사회혁신경영전공 등)

·마을기업, 지역축제 활동지원

·네이버(춘천) 공동 사업 추진

·금융/무역분야 인턴십 강화

  (무역협회, 무역연구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은행 강원

본부와 업무협약 추진 중)

5.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1) 글로벌화 

가. 교류대학과 Joint Education / Research Fund 지원사업 적극 참여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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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간 30만 유료 지원 확정

추진계획 • 아시아, 유럽 및 미주 지역 국가 대학 및 기관 파트너십 지속 확대

나.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 ODA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국-체코 양자 공동 기술개발 사업 MOU 등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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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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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한국학 교육기반 강화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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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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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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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을 대비한 교육 및 연구활동 내용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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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추진계획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연계

• 관련 콘텐츠 교양 및 전공교과로 개설하여 저변 확대 예정

2) 융합교육 및 지역협력의 강화

가. 융합교육 경쟁력 강화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 SW중심대학, 정보법과학, 비즈니스 연계하여 SW융합 및 데이터과학 집중교육

• 융합교육 시스템 체계화

추진계획

• 교양 및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하여 재학생 전원 관련 분야 공인자격증 

취득 목표(2학년 이내) 

• 팀티칭 내실화, 평가체계 개선, 및 다중 상담시스템 구축

나. 의과학융합전공-의과대학 공동 교육과정 도입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 융합인재학부-의예과 교과 공동 개발

추진계획

• SW중심대학 및 교양기초대와 협의하여 공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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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학융합전공 교과 Code-sharing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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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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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빌리지 프로그램, 인턴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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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중심대학 동계 및 하계방학 집중 프로그램 적극 참여

라. 지역혁신 프로그램 참여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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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봉여고 등 지역 고교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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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디어스쿨

1. 비전 및 실천목표

(1) 비전

  가.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화적 웰빙을 선도할 미디어 인재 양성

  나. 미디어 제작 및 운영 중심의 교육 실현

    

     미디어스쿨은(정부와, 사회조직과,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화 창조 및 소비 

활동의 질적 향상을 선도할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소명으로

인식함. 이를 위해 수업과 연계되는 실제 미디어 운영과 실천적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확대를 통해, 문제의식과 솔루션 모색 마인드 함양, 그리고 미디어 제작 전문성을

겸비한 실천적 예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2) 실천목표

  가. 뉴스 및 콘텐츠 제작 중심 미디어 교육(learning by doing)의 전형 창출

  나. 실사구시형 (Engaged, Relevant, Tailored) 미디어 교육 실천

    1) 1인 1실기의 실무 능력 배양(engaged) 

    2) 콘텐츠 제작을 통한 사회 공헌 체험 축적(relevant)

    3) 사회 실천적 관심의 개발과 이를 충족하는 맞춤형 수업 구현(tai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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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디어 자체 운영 및 지역 언론·방송 산학협력 등 미디어 기능 실천과 교육의 결합

모델 구현

  라. 대학 교육 및 연구결과의 미디어콘텐츠화를 통한 미디어 기능의 질적 제고

  

2. 실천전략 : 스쿨 조직·수업·프로그램 운영의 4대 방향 

(1) 교육과 제작의 결합

  가. 실기수업과 연계한 실제 미디어 운영

    1) 신문 뉴스, 방송 뉴스, 카드 뉴스, 1인 미디어 동영상, 드라마 각본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아우르는 온라인 기반 복합 미디어 운영

    2) 랩 방식 수업 확대로 1대1 개인지도 활성화

  나. 수업 개발과 미디어 콘텐츠 기획의 결합

    1) 교과 개선/미디어 운영 병행을 위한 스쿨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2) 인문 사회 이론 수업 결과의 미디어 콘텐츠화를 위한 교과 개선 기능 활성화

(2) 학제간 융합     

  가. 교육

    1) 주제(인문·사회 등)/실기 교과 ‘패키지 수강제’확대(=이론적 ‘주제’의 현실 

적용 결과를 콘텐츠로 제작)

    2) 인문·사회·컴퓨터공학 등 학제를 뛰어넘는 교내외 겸직교수 확보

  나. 연구

    1) 대표융합연구 활성화 

      ① 한국사회과학연구(SSK) 등 정부대형과제 수행: (미디어스쿨·보건학·간호학·

언어청각 등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진 참여, 지역사회 건강증진 방안 연구)

      ② 미디어와 행복(사회복지학과와 공동), ICT 한국형 모델 개발과 해외 확산(미디어학·

정치행정학·사회학과와 공동) 등 다학제 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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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

  가. 교육

    1) 지역 미디어에 콘텐츠 공급

      ① 지역신문 <강원희망신문>, <춘천사람들>에 학생 기사 제공(2010년~)

    2) 수업과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① 지역신문제작 멘토링 프로젝트(=마을미디어/노인신문 등 주민 제작 지원사업)와 

같이 지역사회 수요 충족 프로젝트를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 

      ② 지역 축제 기획 및 참여 

        - 강원로하스 콘텐츠협동조합

        - 졸업생 청년 창업(사례:‘픽트’)을 통한 지역 문화 사업 공헌 

  나. 연구

    1) 지역문제 개선·미디어 기능 향상 모색 등 공동연구 추진

      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정치의제 설정, 지역 건강 증진, 노인복지 등 지역 연구 등

다양한 공동 연구 주제 개발 및 추진

(4) 글로벌화

  가. 교육

    1) 영어 기반 강좌 확대

      ①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ian Cinema, History of the American Press 등  

10개 이상 영어 과목 운영

    2)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① 언어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상·엔터테인먼트 전공 중심으로 유럽·남미·

호주·동남아·중국 등 각지 유학생 유치 노력 강화

    3) 다국적 유학생들 제작 동아리 운영(제작물은 유튜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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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 학생 파견 강화

      ① 홍콩·필리핀·상하이 등 교환학생 파견 활성화

    5) 해외 한인언론 인턴기자 파견 추진

      ① 중국 해외 인턴십(상하이 웨이나)

  나. 연구

    1) 해외공동연구대학 확대 

      ① 독일·벨기에·일본 등 유수 대학과 공동연구 확대(사례: 뉴스와 우울증연구 

<독일 뮌헨대, 2018>, 일본 TV광고에 나타난 노인 성 정체성 연구<게이오대>) 

    2) 영문SCOPUS 학술저널 추진

      ① 기 발행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 Media Research의 SCOPUS 진입 추진

    3) 제 3세계 통신·문화산업 정책 자문 등 활동 강화

      ① 르완다 방송통신 정책자문



한림 Vision and Action 2018~

- 70 -

5.10 나노융합스쿨

1. 나노융합스쿨의 운영 목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써 높은 성장률에

따라 대규모의 신규 산업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를 융합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및 스쿨의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교육

  

실무형 IT-NT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스쿨내에 갖춰진 60평 규모의

최신 설비의 나노융합팹을 통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을 직접 강의에 활용함

으로써, 실무를 바탕으로 한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 

(2) 연구

스쿨 내 대형 과제를 통하여 교수님들 간 융합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또한, 스쿨의 

연구실별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하여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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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

산학협력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쿨 내에 산업체, 국책연구소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산업체 및 연구소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또한, 스쿨에 설치된 나노융합기술연구소를 통하여, 

다양한 산학연구를 수행.

2. 전공 및 교과과정의 구성

(1) 스쿨 내 공통 교과목 운영을 통한 융합교육 체계 구축

  가. 1학년 기초 공통과정 및 2학년 전공 공통과목 운영을 통한 융합교육 체계구축 

  나. 3, 4학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별 심화교육 진행

  다. 전공별 이론 교육과 나노융합팹을 이용한 실무교육 병행

  라. 최고 수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교육환경 구축

(2) 학년별 세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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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탄탄한 기초 실력 배양: 공학 분야의 학문을 이수할 기초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핵심 교과목(일반물리학, 일반화학, 공학수학 등)을 이수. 

[2학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학문 연마의 기초 확립: 나노과학과 나노공정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연마하고 관련 전공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고학년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 

[3학년]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공별 심화 학습: 반도체, 광기기 및 광계측, 디스플레이, 

소자 공학 등 스쿨 내 코어 전공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전공 능력을 대폭 함양. 

[4학년] 현장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한 취업 연계 교과목: 산학 연계 프로젝트, 현장 인턴십 

등을 통한 실무 능력의 배양 및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쌓기 위한 실무형 교과목들을 이수. 

[기타]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전공 트랙 운영: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문 추구형 트랙 및 CAD(computer-aided design)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직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공

트랙을 운영.  

3. 나노융합팹 운영 방안

(1) 60평 규모의 최신식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나노융합팹 구축

  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구축 및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활용

  나.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성 분석실 구축 및 운영

  다. 지속적인 장비 확보 및 학내 및 기업체간 공동 활용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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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융합기술 연구소 운영 방안

(1) 나노융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나노융합팹을 활용한 유관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팹 인프라 공동 활용 (학부생, 대학원생의 참여를 통한 

협업 인력 양성) 

(2)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체 및 연구소의 전문가 초빙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를 

통한 학술 활동 토대 구축 

(3) 집단연구 및 교육사업 수주를 통한 다학제간 융합교육 실현

(4) 나노융합스쿨 내 연구소 기업 설립을 통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나노융합팹의 활용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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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생 진로 설계

(1)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매력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 배출

(2)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규적인 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나노베이스, 대전나노팹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협의 중)

(3) 나노융합스쿨 내 연구소 기업 설립을 통한 관련 기업체와 파트너십 구축

(4) 대학원 활성화를 통한 전문기업 및 연구직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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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데이터과학융합스쿨

1. 특화된 스쿨형 교육모델 수립 : Vision 2018. 09 ~ 2020. 02

(1) 목표

  가. 초연결데이터(hyper-connected data) 전문 인재 육성

  나. 데이터 중심 스쿨형 교육과정,‘데이터 신산업’ 교육선도모델 수립

  다. 글로벌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병관 공동연구 중점사업 추진

  라. 의료원 산학연계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4차 산업혁명 

대응 재직자 데이터분석 온라인코스(OC) 과정’개발

(2) 스쿨 교육철학 기반에서의 인재양성의 방향성

  가. ‘ICT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나. 정밀의료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선도적 정보가치를 창출하는 퍼실리테이터형 

임상의학 빅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다. ‘데이터 신산업’교육선도모델을 통하여 ‘산업현장밀착’ 데이터 문해력을 갖춘

다면적 기획․전략형 인재 양성

(3) 교육과정 소개

  가. 전공프로그램의 칸막이를 낮추어 학제간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 역량인 ‘데이터 신산업’창출 전문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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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과학융합스쿨의 추진전략 : Vision 2018. 09. ~ 2020. 02.

(1) 교육-연구-산학병관 협력비전 : ‘산업현장밀착형 데이터 인력 양성’

  가. 교육 : ‘데이터 신산업’ 교육선도모델 수립

    1) 실천 

      ① 산업현장 수요가 반영된 데이터 실무역량 강화 교과목 개발 

      ② 산업체 교육인증프로그램 개발 : 교과목 개발과정에 산업체 및 의료원 실무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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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 초연결데이터센터와 빅데이터랩 구축, 월례포럼 진행

  

    1) 실천 

      ① 기업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진행 (㈜스마트로, ㈜신협 MOU체결)

      ②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이영경교수)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료원과 초연결데이터

센터 및 의학통계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협약 추진

      ③ 월례포럼 진행 (제 1차 월례포럼 강사 : 한림대학교의료원(평촌)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10월 16일, 오후 4시)

  다. 산학협력 : 산학병관 협의체 구성, 지역데이터 공유화, 기업과 스쿨과의 매치업 협약을

통한 학생의 사회진출 기회 확산

    1) 실천

      ① 산학협력관 4층 초연결데이터센터의 서버구축

      ② 지역데이터센터와의 공공데이터 공유 및 기업데이터 공유 

      ③ 플랫폼기반의 초연결데이터 생태계 구축

      ④ 기업맞춤 ‘데이터 신산업’ 교육선도모델 공동참여, 현장실습장 제공, 그리고 

조기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 창출, 데이터분석 관련 직무 신규 

확대하는 기업과의 협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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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쿨형 교육-연구-산학협력 일체형 실천 구도

(3) 산학병관 공동연구 활성화 전략

  가. 의학통계연구소 교육사업 추진 

    1) 의료원 통계교육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과 텐서플로우 연결 분석법)

    2) 평생교육 데이터 직무 재직자 온라인 교육사업화 추진 ((주)신협, (주)스마트로,

강원도 시군 공무원 등)

  나. 초연결데이터센터 공동연구 사업 추진

    1) 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공유, 건보연계, 해외대학 기관연계 글로벌

공동연구)

    2) 의료원 공동연구 사업 참여

    3) 강원도교육청 수리교육 체험관 ‘데이터 활용’체험관 운영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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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스쿨의 차별화된 입학홍보 전략

(1)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경쟁률 약세, 2018학년도(2.24:1), 2019학년도(2.30:1)

  가. 2018학년도 금융정보통계학과에서 데이터과학융합스쿨로의 학사구조 변경에 따라, 

수험생의 종합전형 대응 미비로 예측

  나. 2020,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고교 1, 2학년 대상 데이터 중점 동아리 

‘빅데이터 고 (Big Data Go !)' 프로그램 운영(2018.09 ~ 2019.08), 경기꿈의대학 가평

고등학교 10주차 비교과활동 지원 (2018년 9월~12월)

  

(2) 찾아가는 한림아카데미 고교 특강 활성화

  가. 2018년 4월부터 고교특강 참여 강화

  나. 스쿨의 드림리더 교육

  다. 빅데이터 전문가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참여학생 데이터분석 발표작품을

개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여 배포

(3) 데이터과학융합스쿨 홈페이지 구축 자료 준비

  가. 재학생 공모전 및 창작동아리 작품전 제작 중

4. 재학생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랩 활용 전략

(1) 1학년 전공 데이터 동기부여형 교육모듈 개발

  가.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는 4개의 전공교과목 개발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데이터사이언스와 창업’, ‘통계적사고와해석’, ‘데이터분석보고서작성’,

데이터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여 전공에 대한 동기부여 교육과정

  나. 지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스쿨 공모전 및 학술대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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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쿨 내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

  가. 빅데이터 랩에서의 1주에 3회 웨어러블디바이스 데이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나. 빅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데이터사이언스와 창업을 주제로 하는 산업체의 데이터

전문가 특강 진행, 스쿨소속 참여학생 마일리지 부여하여 장바구니수강신청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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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미래융합스쿨

1. 비전 및 추진 방향

(1) 비전 : 미래사회를 견인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2) 추진 방향

  가. 융합 교육 및 연구 혁신 

  나. 사회변화와 수요에 빠르게 부응하는 미래지향의 융합형 전공교육

  다.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전공 운영

    1) 유연한 전공 운영체계를 통한 전공 경쟁력 확보

      ① 융합전공심의위원회, 미래교육평가원 중심으로 융합전공 운영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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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평가를 통한 융합전공의 폐지, 신규 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융합전공의

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전공 운영

(2) 스쿨 중심 교육 체제 확립

  가. 미래를 이끄는 한림의 혁신 교육

    1) 다학제간 융합형 교육

    2) 학생선택에 의한 전공 운영 

    3) 산·학·연·관 연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