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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학 비전

교육의
탁월성

융합과
혁신

연구의
수월성

수요자 중심의
실사구시 인재 양

성

연구의 수월성을 통한
학술 위상 선도

학과 간 협력과
융합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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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ocial Science

맞춤형 인재 융합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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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탁월성

▶ 사회가 원하는 실사구시 인재

▶ 융 ∙ 복합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 글로컬 지역 인재

▶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인재

사회대의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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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원하는 실사구시 인재

▶ 추진 전략

•학과별 우수 신입생 선발 전략 실천

•기초 역량, 전공 역량 강화

•복수전공, 융합 전공, 전문가 트랙 개발

•실용적 전문 역량 구축을 위한 인증 체계 제공

▶ 실행 방안

•학과별 맞춤 밀착형 진로지도 시스템 운영

•ICT 기초 역량 강화, 대표 ‘브랜드 강의’ 개발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 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인턴십

교육의 탁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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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역량의 지역 인재

▶ 추진 전략

•수요자 중심의 글로컬 역량 교육,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

•전문성, 융합역량, 응용력 신장

•ICT 역량 보강을 위한 교육 과정 혁신

•취업 역량 중심의 졸업인증 요건 개발

▶ 실행 방안

•전문가 역량과 기초 역량의 균형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확대와 내실화

• 가족회사 네트워크 개발

•지역 중심의 취업과 창업 인큐베이션 활성화

교육의 탁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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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인재

▶ 추진 전략

•공직진출을 위한 교육 강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 ∙ 복합 교육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성화

▶ 실행 방안

•공직전문 트랙 개발 및 전담 지도

•지역 맞춤형 융 ∙ 복합 교육과정 개발

•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총체적 협력

교육의 탁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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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수월성

▶ 연구비 확보를 위한 학술 활동 지원

▶ 대규모 국책 과제 적극 참여

▶ 국제 논문 게재 장려

▶ 사회과학대학 대표 업적 선정

• 대중적 영향과 학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 선정

국제 수준의 수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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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수월성

▶ 대학원 교육의 혁신: 융 ∙ 복합 복수전공제 도입

▶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 우수 유학생 유치, New Frontier 특성화, 글로벌 인적 교류 확대

▶ 학부-대학원 연계 활성화

• 학부생 수강 및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단과대학 주도 대학원 활성화

• 학과 별 맞춤형 대학원 활성화,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연구 역량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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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혁신

▶ 문화 창조와 체험 경제의 기회를 주도할 사회과학 산학 협력 주도

• 산학 협력을 위한 학제 간 협력 및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

▶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 고령화, 국제화, 지역학의 기회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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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 C & I (Connect  and  Innovation) 추진

산학 협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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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혁신

▶ 글로벌 인적 교류 강화

• 글로벌 대학과의 교류, 교환 학생의 증대, 글로벌 공헌 및

현장 진출 확대

▶ 국제 협력 연구 및 교육 강화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사회대의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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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특성화
균형 발전

Glocal College

Smart Social Science

맞춤형 인재 융합적 역량

글로컬 대학의 꿈을 선도하는 사회과학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