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중심 교육



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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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총장 김 중 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림 교육의 백년대계

「한림 비전 2030」의 목표와 전략 :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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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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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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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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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림대학교는 “선진 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한림 비전 2016~2022」를 수립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필수화’, ‘융합전공의 확대’, ‘소속변경의 

자유화’, ‘스쿨제도의 도입’ ‘캠퍼스라이프의 활성화’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일류학교만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시도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였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한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림대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림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과거의 비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한림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림 교육은 괄목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자평하고 있습 

니다.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2016년 

비전은 한림대학교 설립 40주년 해인 2022년을 목표로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새로운 비상(飛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합니다. 조직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40년 

이란 세월은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는 기간이며, 

성장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여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므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5년 후 정도에 중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상응하도록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십 년 넘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지난 해 초 이후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에 기인한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며, 한림은 

앞장서서 이런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첫째, 올해가 고교졸업생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즉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 명료합니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혁신을 통하여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만이 명맥(命脈)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 

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과 제반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대학재정은 

이제 만성적 수지(收支) 불균형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 

에서 국가가 발전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할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각 대학도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과잉수요에 의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의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 연구환경을 만드는 일에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높여나가야 합니다. 대학이 

사회변화를 뒤쫓아 가서는 이미 대학 본연의 역할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이며, 말할 나위 없이, 사회발전에 불을 밝 

히는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데미아가 앞장을 

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대학의 참 기능 

이라는 인식을 자각해야 하는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 경로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숭상하고 

인품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량교육(mass 

education)의 환경에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과거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이제는 사회 

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식(-

knowledge)보다는 역량(competency)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량은 지식에 

더하여, 가치(valu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경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한림 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설령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발생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敬畏感)이 높아질 것이며, 전 지구적 

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 

등 각종 불균형 현상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발전추세는 ‘상태 

의존적’(state-dependency) 성향을 띤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되므로, 컨택트(contact)화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두는 언택트(un-tact)화 

하는 현상으로 변화한 이후, 다시 연결사회(reconnect)로 

가는 추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전 형태의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모습의 연결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림 교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100세 인생”과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비전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력하면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이브리드(hybrid) 교육의 확대 가능성 

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수의 교실 강의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 지식이나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수단을 통한 정보제공은 더욱 충실화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식보다는 역량함양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교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 

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사이버대학이 담당하는 온라인강의를 위주 로 하는 

교육역할을 한림 대학이 답습하여 대체하는 현상은 매우 

지엽적으로만 시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로지 학생 

역량교육을 더욱 충실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adaptive) 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수학과 

통계학 과목에서는 AI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난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리, 영어, 

컴퓨터 코딩 등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 소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의 기초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인재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림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적응 능력의 배양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융합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인격과 

교양’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대학의 교육과 학생활동에서 

몸에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품’, ‘가치’, ‘명예’를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하는 

여건에서는 이런 인성과 품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러뮤럴 리그를 통해 집단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동료와 경쟁하되 협동하는 

관행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과 활동(cur-

ricular activities)에 못지않게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림 교육에서는 인트러뮤럴(intramural)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캠퍼스·라이프 활동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비교과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정직’을 한림대 학생의 특성으로 삼기 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벌이고 있는 “명예 코드(Honor Code)” 

캠페인이 바로 이런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내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조직은 내일을 상상하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작하여 자기 

나름의 앞날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림은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생소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한림은 이런 

도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사회라는 폐습, 한림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전통, 국·공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한 

사립대의 현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 간난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의 조직이 한림대학교가 될 때, 

한림 교육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도 국제적으로 명망을 얻는 남보다 앞서나가는 

명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을 학교의 소명  

(召命)으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은 명확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교육 

양극화도 우려되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그림자가 사라 

지지 않고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림 교육은 아무도 소외(疏外)되거나 낙오 

(落伍)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대외지향적 글로벌화 노력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만병 

통치약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 

아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한림 비전 2030」에는 10개의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29개의 세부 과제가 열거되어 있습 

니다. 지식 기관(knowledge institution)으로 특징지어 

지는 아카데미아는 미래를 헤쳐 나가는 예지를 보여줄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림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조직인가를 보여주는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각인 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전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면 본 비전은 상향식 

(bottom-up)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용에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듯이, 

수립 절차의 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완수되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소기의 목적이 더 쉽게 달성되면서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한림의 내생적인(endogenous) 

성장동력이 생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능력을 

구성원이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비전은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한 

공식 비전입니다만, 본 비전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집필자를 실명으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학/스쿨/학과/ 

전공의 경우, 본 비전과 일관성을 지닌 자체의 세부 비전을 

수립하여 본 비전에 추가할 예정 입니다. 오랜 기간, 「한림 

비전 2030」 수립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한 비전협력처 

의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자로 참여한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총장 김 중 수



대학의 환경 변화

한림의 도전과 혁신

12

16

수립 배경

교육 이념과 인재상

비전과 목표

20

24

지향 목표

Co
nt

en
ts

Ⅰ

Ⅱ



성과 목표

성과 관리

41

49

성과 목표

Ⅳ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

Campus Life

추진 기반

28

33

36

37

38

핵심 과제

Ⅲ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 자원 고갈

현행 대학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2018년 기준, 49.7만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2.4만 명, 2030년에는 약 9.7만 명 입학생 부족 예상

입학 자원 감소의 장기적 고착화와 대학 생태계의 근본적 재편은 필연적

따라서, 대학 간 경쟁 심화와 구조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육 혁신 필요

’30년 9.7만 명 미달

’24년 12.4만 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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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Ⅰ

1. 대학의 위기

대학의 
환경 변화

교육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2019. 8



100세 인생 시대와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평생에 걸친 학습의 필요성 대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요구 증가

이에 따라,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 개척과 혁신적 변화는 대학의 필수적 선택

환경과 기술의 도전

기후변화 대응, AI 기술의 확산 등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대학의 중요성 대두

미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선진적 인재 육성 기관의 중요성 부각 

Coronavirus Pandemic 이후 교육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Coronavirus Pandemic을 거치면서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Untact) 원격교육 확산

가상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고도화 요구 확산

교육의 질적 차별화와 혁신 필요성 대두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도전

전통적 대학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에 대한 도전과 전환의 필요성

‘The University of Everywhere’의 보편화 (Open Online Education)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지식, 학습, 연구 생태계의 변화 

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Connectivity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대학교육의 대전환 필요성 대두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D.N.A (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경제의 도래와 새로운 인재 육성 요구 전면화

13



지역대학의 새로운 사명

학문과 지식을 통해 인류 문제의 해결에 도전하는 대학 본연의 리더십 실현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혁신의 주도적 기관으로서 지역대학의 중요성 대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 요구

교육의 혁신 요구

100세 시대, 제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창의, 융합, 상생 인재 육성

학생의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역량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teaching에서 coaching과 learning으로

혁신적 교육 방법론과 AI 기반 융합을 통한 교육의 도약

3. 사회의 요구

성장의 한계와 혁신의 상시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의존한 양적 팽창의 한계로 대학교육 생태계의 붕괴 초래

교육, 연구, 사회공헌 등에서 혁신이 상시화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 생성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부 지원 차별화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균형 발전 도모

지역 사립대학은 지역 혁신과 사회공헌의 허브로서 차별적 발전 필요

혁신하는 대학만이 살아남는 환경 도래

정부는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의 자기 주도적 혁신 노력을 지원

자율적 혁신의 기반 위에서 미래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대학만이 

생존하는 시대 도래

2. 정책 패러다임

14



대전환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급격한 전환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국가, 사회, 산업, 제도,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대전환 선도

도전과 적응

지구, 인류, 국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사명 실천

시대와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 구축과 인재 육성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창의적 과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

4. 도전과 혁신

15



Hallym Vision and Action의 성과 

한림대는 2016년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해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 

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를 선포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 R&BD 혁신, 지역발전 

기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8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 왔음.

 융합인재학부 신설

 글로벌융합대학 설립

 복수전공 필수화

 Campus life 활성화

 연구 경쟁력 강화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Smart Campus 구축

 행정서비스 전문화 및 효율화

1. 한림의 성취

핵심전략 추진 과제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 주요 실적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과 신설(’17~18년 신입생 모집 완료)

● 외국어, 매너, 리더십 교육을 포함한 최우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단과대학(글로벌융합대학) 설립

● 글로벌융합대학 캠퍼스 부지 및 건물 매입  
(도헌글로벌스쿨, 2018년 9월 개관 완료)

● 15개 융합전공 신설을 통해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2021.2월 현재) 

● 소속변경 자율화를 통한 학사제도 유연화

● 학생 전공선택 지원 체계 구축과 매년 전공박람회 개최

● 융합역량중심인증 체계 구축(역량 Syllabus 인증제, 
전공역량졸업인증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Campus Life Center 증축

● 2017 Intramural League(교내 스포츠리그) 7개 종목 / 7,200여 명 참가

● 2018 Intramural League 7개 종목 / 10,500여 명 참가

선진일류화
선도그룹 
형성

학생 중심 
교육

융합인재학부 신설

글로벌
융합대학 신설

복수전공 필수화

Campus Life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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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추진 과제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 주요 실적

● 탁월한 연구 업적 교원 일송상 수여

● 특훈교원(6명) 및 연구석좌교수(2명) 제도 도입 및 선정

● 한림 선도 연구그룹 6개 선정,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도 실시

● SSCI 논문 2016년 대비 2017년 100% 증가

● 기술마케팅 소개서 제작(30건),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2건)

● 시작품 제작 2016년(3건) 대비 2017년(12건) 300% 증가

● 특허 등록 2016년(74건) 대비 2017년(100건) 35% 증가

● Smart Campus 구축을 위한 투자

● Smart Campus 솔루션(전자출결, 모바일학생증 등) 구축

● 유무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솔루션 확충, 공식 모바일 앱 출시

●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훈련 수립 및 시행

● 직원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 Career Development Path) 도입

● 수평적 팀 중심 조직으로 행정서비스 조직 개편

R&BD 혁신 

연구경쟁력 강화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추진 기반

Smart Campus 구축

행정서비스 전문화
및 효율화

※ 실적 기간 : 2016년 9월 ~ 2018년 10월

「한림 Vision & Action 2016~2022」목표의 조기 달성과 성공적 추진에 따라 2018년 
Vision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림 Vision & Action 2018~」을 수립

「한림 Vision & Action 2018~」은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

 국제화 역량 강화

 글로벌 한국학 교육 기반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학사제도 선진화

 교양교육 혁신

 대학원 경쟁력 강화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산학협력 융복합 거점단지 조성

 지역 사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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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추진 과제 「한림 Vision & Action 2018~」 주요 실적

●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 외국인 학생수 증가(2016년 337명 → 2019년 516명)

● KOICA 석사학위연수사업(기후변화) 추진(14개국, 15명)

● 온/오프라인 캠퍼스 내 서식 영문화

● 글로벌학부 한국학 전공 운영(총 8개 영어 교과목 개발)

● 영국 Coventry 대학 공동 Business-related 한국학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동북아시아 인문학 르네상스, 동아시아  고령화, 바이오 융합,  
 의료헬스·빅데이터 분야 집중 육성

● 교원당 SCI 논문 수는 2018년도 0.44편으로 2016년 대비 12.8% 상승

● 교원당 JCR 상위 30%내 SCI 비율은 2018년도 20.52%로 2016년 대비 
8.3% 상승

● 글로벌한국학 개발협력한국어교육전공 국립국어원 인증

● 2019-2023 KOICA 기후변화대응 분야 석사학위연수 사업 선정

글로벌화

국제화 역량 강화

글로벌 한국학
교육 기반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국제협력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융합전공 신설 및 개편(5개)

● 융합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공간 Code-Sharing 확대 운영

● 학생중심 융합교육체제에 의한 재학률 상승   
(2018년 112.1% → 2019년 115.8%)

● 복수전공 이수 비율 2021년도 66.3%(2021년도 1학기, 2021. 1. 15 
기준)로 2018년 대비 32.1% 증가

● 신입생의 평균 수능성적 등급이 2017년도 3.69등급, 2018년도 3.01
등급, 2019년도 2.82등급, 2020년도 2.72등급으로 지속 향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Liberal Arts(자유교양) 중심으로 
교양교육 개편(‘자유교양전공’신설)

● 대학원 스쿨체제 전환(나노융합스쿨 및 데이터과학융합스쿨)

● 학부생 대학원 과목 수강 학년 확대(종전 4학년 → 2학년부터)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졸업학점 조정(종전 60학점 → 54학점)

● 중한번역 박사과정 신설: 교수인력 3명 양성

● 화천 지역연계교육센터 코딩아카데미 운영

● 기술이전수입액 증가, 2016년 대비 2019년 79.5% 증가

● 가족회사 수 증가(740개사 → 885개사)

● 공동장비활용 수익 증대, 2016년 대비 2019년 53.3% 증가

● 산학협력 거점단지 강원도 및 춘천시 대응자금 확보

● 2021년 착공 예정

● 2018년부터 전임교원이 지역단체(NEO, 민간단체, 지자체 등)와 협업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 누적 건수: 24건

● 강원도 공무원 위탁교육기관 선정(강원도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융합화

지역화

학사제도 선진화

교양교육 혁신

대학원 경쟁력 강화

특성화 연계
산학협력 고도화

산학협력 융복합
거점단지 조성

지역사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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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기간 : 2018년 11월 ~ 2021년 2월



두 번에 걸친 한림의 비전과 핵심 전략 및 발전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한림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함.

「한림 비전 2030」에서는 중장기적 전략 과제와 목표 설정 뿐 아니라 2020년부터 

대학이 직면하게 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전례 없는 대학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 함.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속화하는 대학 교육의 혁신적 전환 필요에 선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의 의지와 결의를 구체화 함.

2차에 걸친 Vision & Action 과제의 성과에 대하여 대학 본부, 교수, 학생회, 교직원 

등 대학의 모든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견 수렴 및 심도 깊은 평가 

환류 작업을 수행해 왔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 전체 성원의 의지를 담은 비전과 

전략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음.

대학 본부 중심의 비전추진 전략회의 

전체 학생 대상 센서스

교원 중심의 평가회의와 정책 피드백

교직원과 팀장들이 주도하는 비전추진회의

졸업생, 학부모, 기업체 대상 정례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컨설팅

자체 점검 회의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직면한 전례 없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 의지를 

「한림비전 2030」으로 구체화하였음.

2. 비전, 전략, 정책의 지속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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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Action
2016 - 2022

Vision & Action
2018 -

비전 수립

2016 �

비전 성과확산
발전목표 실현

2018�

한림의 
중단없는 도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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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은 1982년 건학 이래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문화의 진흥을 도모’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에 기여함’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음. 

한림비전 2030은 한림의 교육 이념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혁신하고 

계승함.

지향 목표

Ⅱ

1. 교육 이념

교육 이념과
인재상

교육 이념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선진 인재 양성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에 

기여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문화의 진흥을 도모



21

설립 이후 대학이 지향해 온 인재상과 교육의 이념을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와 

접맥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함.‘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 ‘지성, 감성, 

의지, 체력을 구비한 인재’, ‘더불어 성장하는 창의인재’등 한림 인재상의 창조적 계승

창의와 융합, 실용과 조화

융합적 인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과감하게 도전하기 위해 

지식의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협력하는 창의적 인재

자기 주도적 인재   인성, 기초 소양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자발적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인재

창의적 인재   개방적이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재

실용적 인재   인류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효과적, 효율적 해법을 

구현하는 인재

조화로운 인재   남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창의적 선진인재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진인재

2. 한림인재상 (Great Hallymer)



인재상

건학
이념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문화의 진흥을 도모

선 진  인 재

융합적
인재

자기주도적
인재

창의적
인재

실용적
인재

조화로운
인재

통섭적

융합 역량

국제화,

정보화 역량

창조적

사유 역량

해결적

소통 역량

공동체

기여 역량

핵심
역량

선진시민의
보편적 가치 글로벌 경쟁력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

통섭적 융합 역량 :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국제화, 정보화 역량 : 최신정보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창조적 사유 역량 : 남다른 관점과 탐구 정신으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독창적 사고 역량

해결적 소통 역량 : 성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

공동체 기여 역량 : 민주의식, 정의감, 책임의식을 지닌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기여하는 역량 

22

5대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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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목표

핵심
전략

발전
목표

선진 인재 교육 글로벌 연구 선도 지역사회 동반 발전

핵심
가치

학생 중심 교육 (창의·융합·상생)

글로벌화 융합화 지역화

비전 선진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대학

핵심
과제

추진
기반

교육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

연구

Campus
Life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교육 혁신

글로벌 역량 선진화

한림인재 발굴 및 
평생교육 차별화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경쟁과 협력의 조화,   
명예가 존중되는 
Campus Life 실현

연구역량 선진화

플래그십 학문
단위 육성

선진 행정 서비스 실현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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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발전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으로의 도약

선진인재 교육 : 한림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와‘교육보국(敎育報國)’의 

 사명 실천

글로벌 연구 선도 : 세계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는 글로벌 연구 역량 육성

지역사회 동반 발전 :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함께 헌신하며, 양질의 

 산학협력 성과를 통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 일류 대학,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여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국가의 선진화를 주도

1. 비전 목표 : 선진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류 대학

학생의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추구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공동체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상생의 가치를 추구

2. 핵심 가치 : 학생 중심 교육, 창의·융합·상생

글로벌화

글로벌 교육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대학의 위상 제고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 

글로벌 공동연구와 교류협력으로 연구와 교육의 글로벌 역량 선도

3. 핵심 전략 : 글로벌화, 융합화,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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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화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으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융합 교육 및 연구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교육 선진화를 주도하고 성과를 공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공 간 협력과 혁신적 융합 스쿨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융합교육 실현

지역화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사회적 사명 실천

지자체, 지역사회, 대학의 상생발전 중심 기관으로 지역을 위한 지식, 인재, 혁신 역량 창출

지역과의 선진적 산학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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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개 영역, 10개 핵심 과제, 29개 추진 정책

영역 핵심 과제 추진 정책

1.1. 다학기제 도입

1.2. 자기설계전공 도입

1.3. 한림 비전학기 운영

1.4. 학생 역량 교육 체계화

2.1. ‘한림 교양교육’ 혁신

2.2. 하이브리드 학습 체계 구축

2.3. AI 활용 학사·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교육

1.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2. 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교육 혁신

3. 글로벌 역량 선진화

4. 한림인재 발굴과 
   평생교육 차별화

5.1.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5.2. 융합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5.3. Campus Entrepreneurship 육성

4.1. 창의, 융합, 상생 인재 선발

4.2. 평생교육 콘텐츠 차별화

4.3. 새로운 교육 수요 확충

3.1. 글로벌 콘텐츠 선진화

3.2. 글로벌 교류 다양화

6.1. 인공지능 융합(AI+X) 선도

6.2. 전략적 학문 단위 육성

6.3. 미래 선도 특화연구 육성

6.4. 산학일체형 교육 및 연구 체계 구축

10.1. 지속적 혁신과 성과 창출

10.2. 재정적 지속 가능성 실현과 효율화

9.1. 행정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한림 CDP 고도화

9.2. 미래지향적 일터와 창의·도전·협력 행정 강화

8.1. 명예코드 내면화와 신뢰 문화 확산

8.2. 인트러뮤럴리그 확산 및 Campus Life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8.3 센서스 기반 학생 맞춤 Life 최적화

7.1. 미래 유망기술의 선도적 개발을 통한 산학협력 

7.2. 지역 기반 산·학·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7.3. 산학협력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연구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

Campus 
Life

5. 연구역량 선진화

6. 플래그십 학문 단위 육성

7.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8. 경쟁과 협력의 조화,
 명예가 존중되는
 Campus Life 실현

추진 기반

9. 선진 행정 서비스 실현

10.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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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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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

추진 배경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학생 주도의 전공 설계 및 교육과정 이수 지원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과 창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에 부응

추진 목표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교육 모델 주도

학생 개개인의 꿈과 성공을 지원하는 자기설계 맞춤 전공 및 인증제 도입

전공의 장벽과 경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교육역량 창출

융합 교육과 첨단 연구를 선도하는 제도 혁신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추진 목표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한 학년을 3개 이상의 정규 학기로 확대 운영 

● 정규 학기의 유연한 운영

● 하계 계절학기의 정규화 및 동계계절학기의 현장 체험 교육 특성화

● 학생역량 중심 교육성과 관리 체계 구축

● 한림 BeCome(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화

● 신입생 특별 케어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학습계획 수립 및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정착 지원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트랙 이수와 인증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젝트수행, 창업훈련, 어학연수, 해외체험, 
사회봉사, 학술연구 등)

● 학생 주도로 3개 이상 전공을 융합한 교과과정 설계 및 이수 인증제 도입

● 자기설계전공의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산

● 자기설계 전공과 학습 지원 Academic Adviser, 자기설계 융합전공 
심의위원회 도입

1.1. 다학기제 도입

1.2. 자기설계전공 도입

1.3. 한림 비전학기 운영

1.4. 학생 역량 교육
체계화

핵심과제 1



30

2.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교육 혁신

추진 배경

제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선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 모델 혁신

폭넓은 지식과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교양 교육모델 수립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학습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학사지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목표

융합 및 창의 역량 함양을 위한 선진 교양 교육과정 혁신

다양한 학습자 맞춤 학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학습 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학습 지원 및 학사 지도 시스템 구축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STEAM+X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적응학습 도입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STEAM* 교육 도입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 융합 및 창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혁신

● 전학년 수준별 분산 수강체계 도입

●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HHL) 모델 구축
- 전인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넘어 교육 시간, 
   장소, 방법의 다양한 혼합교육 모델 구축

● 인공지능(AI) 지원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교과과정 확산

● 학습자 맞춤형 학습 플랫폼 서비스 확충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학사지도 및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 선진 학사제도 혁신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복수전공 필수화
- 소속변경 자유화
- 융합전공 다양화
- 자기설계전공 확산
- 다학기제 도입
- 비교과 교육과정 내실화

2.1. ‘한림 교양교육’ 혁신

2.2.
하이브리드
학습 체계 구축

2.3.
AI 활용 학사·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

핵심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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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역량 선진화

추진 배경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세계적 수준의 차별적 교육 콘텐츠 제공 및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가치 창출 

시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교류 다양화 

추진 목표

글로벌 교육 콘텐츠 선진화 및 차별화

조직 문화 및 학사 행정 서비스 글로벌화

글로벌 교류 다양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내실화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전공 콘텐츠 글로벌화 
-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및 선진화 인증 추진

● 교과목 글로벌화 및 우수강의 개발

●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협력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 
차별화 및 선진화
- 영어교육과 콘텐츠 선진화
- 한국학과 한류 교육의 지역화
- 지역의 글로벌화 선도 인재 양성

● 학사 행정 서비스 및 조직문화 글로벌화

● Hybrid Exchange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의 융합
- 단기방문 집중과정 등 교류의 다양성 확충

● 지역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내실화

●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구축
- Virtual Exchange 프로그램 확충
- 시·공간 한계 극복 프로그램 운영 

3.1.
글로벌 콘텐츠
선진화

3.2.
글로벌 교류
다양화

핵심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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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림인재 발굴 및 평생교육 차별화

추진 배경

한림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 및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확대 

Hallymer와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역대학의 위상 강화

추진 목표

한림의 인재상과 가치에 부합하는 창의, 융합, 상생 인재 선발

선진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차별화

새로운 교육 수요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 역량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선발

● 잠재력, 재능, 특성 중심의 인재 선발

●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대

- 산학협력특성화대학 

- 지역연계교육센터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지역 교육청, 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와 협력 강화

● Hallymer와 시민을 위한 선진 평생학습 기회 제공

● 경쟁력 있는 전공의 평생교육 확대

● 지자체 협력 및 지역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교육 
차별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 원격 평생교육과 학점은행제 도입

● micro-credit course 운영

- Certificate 코스 및 자격증 과정 다양화

4.1.
창의, 융합, 상생
인재 선발

4.2.
평생교육 콘텐츠
차별화

4.3. 새로운 교육
수요 확충

핵심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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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역량 선진화

추진 배경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특화된 연구 지원 플랫폼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산학관 협력 기반의 연구 개발 전략을 통해 미래 연구 선도 

추진 목표

글로벌 Talent 유치 및 육성

Global 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선도

Start up Campus 실현

추진 정책

연구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춘 Talent 유치
- 우수교원초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수의 연구 역량 육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 지원 

● 우수 학부생-대학원생-포스닥·연구교수 기반 연구인력 확보
- 해외 교류대학 중심으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 연구업적 평가 개선에 따른 연구인력 지원 

● 수월성 있는 연구와 연계된 교육 활성화  
- 연구중심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의 교육 활용
   : Research & Education(R&E) 융합

● 글로벌 수준의 융합연구 지원
- 중점연구소 육성
- 연구소 중심 융합연구 활성화
- 임상의학 연계 공동연구 활성화

● 특화 선도연구단 육성
- 전공 분야별 핵심 연구자 발굴
- 핵심 연구자 중심의 특성화 분야 육성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공지능융합, 빅데이터 등

● 기초연구의 산업화 촉진 

●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 기술이전 수입 활성화

5.1.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5.2.
융합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5.3.
Campus
Entrepreneurship
육성

핵심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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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래그십 학문 단위 육성

추진 배경

제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 개편 및 인력 수요의 변화

국가 혁신 성장과 유망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기술 혁신 인재 양성 필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대학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학문 단위의 선정 및 육성

추진 목표

대학 역량과 부합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융합 추진 및 확산

의료원과 연계하여 바이오헬스(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반 헬스&라이프케어 

융합연구 활성화

미래 선도 특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산학일체형 교육 및 연구체제 구축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구축
- 교육 : 인공지능융합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원
- 연구 :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연구소 및 센터, AI Square
- 산학협력 : AI+X R&D 챌린지, AI 전문기업 육성

● 전략적 특화 분야 인공지능 융합연구 활성화
- 의료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AI 활용 촉진 및 타 분야로 확대하는 
   특화·확산형 혁신 유도

● 미래 선도를 위한 전략적 학문 단위 선정 및 육성

● 의생명과학스쿨 설립 및 한림 플래그십 학문 단위 육성

● 헬스&라이프케어 기반 연구중심대학 생태계 구축

● 미래 선도 그룹연구(연구회)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연구 지원 강화

● 연구소 중심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우수 연구자 영입 및 지원 체계 강화

● 특화 분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 조사

● 특화 분야 산학일체형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특화 분야 산업 선도
- 의료원 및 기술지주회사 연계, 헬스케어 시장 창출, 특화 분야 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재직자 교육

● 비대면 산업 기반 구축 및 선도

6.1.
인공지능 융합(AI+X)
선도

6.2. 전략적 학문 단위 육성

6.3. 미래 선도
특화연구 육성

6.4.
산학일체형 교육 및
연구 체계 구축

핵심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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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추진 배경

미래 유망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관련 분야 핵심 전문 인재 양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대학의 사명 수행

유니콘 벤처 육성, 창업 생태계 구축,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 

추진 목표

미래 유망 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선도

지역 산·학·관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혁신 주도

산학협력 고도화 및 창업 활성화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바이오, 식품, 나노 소재 및 디지털 헬스 케어 기술 개발, 사업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고령사회를 위한 디지털 헬스 & 라이프 케어 기술 전문 인력 양성
● 데이터 댐·그린 뉴딜 사업 주도

● 개방형 융복합 거점단지 기반 지역 산학협력 강화

- 스마트 팜 및 케어 팜, 6차 산업 지원을 위한 거점 단지 구축 
● 리빙랩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대학도시 춘천 및 지역혁신 주도, 지역갈등전환센터 활성화
● CT 기술 기반 문화예술·관광·지역 돌봄 지원

- 강원도 길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화 

- 지역협업센터, 지역 건강돌봄센터, 지역 IT 기업 연계 ICT 통합

● 산학협력 교육 인프라 강화
● 창업지원단을 통한 창업 교육 활성화

- 창업 관련 전공 신설,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 교원 및 학생 창업 활성화

- 한림기술 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활성화

7.1.
미래 유망 기술의
선도적 개발을 통한
산학협력

7.2.
지역 기반
산·학·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7.3.
산학협력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

핵심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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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과 협력의 조화, 명예가 존중되는 Campus Life 실현

추진 배경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체·덕·지를 두루 갖춘 건전하고 건강한 세계 시민 육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Campus Life 및 학생 지원 선진화  

추진 목표

명예코드 내면화 및 신뢰 구축

인트러뮤럴리그 확산 및 Campus Life 활성화

선진 인재의 필수 역량인 공동체 의식 함양

센서스 기반 학생 맞춤 Life 최적화

추진 정책

● 학생 주도 그룹 활동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국내 유일 전 학생, 전 학년 대상 센서스 활용 학생 지원

● 센서스 분석 기반 Campus Life 지원 및 환류 체계 도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Honor Code 구현

- 명예 한림 캠페인 

- 신입생 명예 선서

- Honor Class 실현 : 무감독 시험, 자율출석 체크

●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 활성화

8.1.
명예코드 내면화와
신뢰 문화 확산

8.2.

인트러뮤럴리그
확산 및 Campus Life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8.3.
센서스 분석 기반
학생 맞춤 Life 최적화

Campus
Life

핵심과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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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 행정 서비스 실현

추진 배경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선진적 행정 서비스 실천 인재 육성은 대학 경쟁력의 핵심 요소

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인재 역량 고도화 필요 대응

미래지향의 일터 구현을 위한 창의·도전·협력 행정 혁신

추진 목표

행정 전문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교원 인사 제도 혁신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창의와 도전의 조직 문화 정착

추진 정책

● 행정조직 개편 : 매트릭스형 조직 설계, 행정조직 슬림화

● 스마트 행정 공간 실현 : 

- 업무·회의·서비스·휴식을 통합한 복합공간 조성

● 협력 행정 강화 : 동료 평가(Peer Review) 및 보상 확대

● 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 고도화

● 성과기반 인사 제도 및 보상 강화 : 목표관리제 도입

● 소통 행정 강화

- 스탠딩 회의실 마련 및 회의 개최, 제안 제도 활성화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한림 CDP 연계 행정 교육훈련 체계화 :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 한림 CDP 포탈 구축 : 개인 맞춤형 커리어 종합 관리 시스템 구현
9.1.

행정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한림 CDP 고도화

9.2.
미래지향적 일터와
창의·도전·협력
행정 강화

추진 기반

핵심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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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

추진 배경

혁신 비전을 공유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성과 창출 

혁신 성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성과 관리 체계화

효율적 재원 활용과 지속 가능 역량 확보   

추진 목표

재정 건전성 확보 : 효율적 예산 관리, 재정 수지 안정화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비교 우위 창출

추진 정책

구분 추진 정책 주요 추진 내용

● 대학 혁신 비전 공유

- Vision 2030,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 시스템 선진화

-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교원 인사 시스템 개선, 인적자원 운영 효율화

● 전공단위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재원 확보 및 활용, 교육과 연구 혁신, 인재 양성 혁신

● 통합적 성과 관리

- 성과중심 조직운영, 사업 단위별 성과 관리 및 피드백 강화

-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 수립 및 적용

● 과학적 사업 평가와 체계적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기준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 등록금 수익 안정화, 재정수익원 다변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고 재원 확대와 효율적 활용

● 재원의 효율적 사용

- 사업비 적정성 평가, 지출 효율화, 재정기여도 평가

10.1.
지속적 혁신과
성과 창출

10.2.
재정적 지속 가능성
실현과 효율화

핵심과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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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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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별 핵심과제와 성과지수

성과 목표

글로벌
역량 지수

학생 중심
교육 지수

글로벌
선진일류대학

연구역량 선진화

플래그십 학문단위 육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경쟁과 협력의 조화, 명예가 
존중되는 Campus Life 실현

명예코드 내면화와 신뢰 문화 확산

인트러뮤럴리그 확산 및 Campus 
Life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센서스 기반 학생 맞춤 Life 최적화

미래 유망기술의 선도적 개발을 
통한 산학협력

지역 기반 산·학·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산학협력 및 창업 생태계 구축

한림인재 발굴 및
평생교육 차별화

창의·융합·상생 인재 선발

평생교육 콘텐츠 차별화

새로운 교육 수요 확충

글로벌 역량 선진화

글로벌 콘텐츠 선진화

글로벌 교류 다양화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교육 혁신

한림 교양교육 혁신

하이브리드 학습체계 구축

AI 활용 학사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다학기제 도입

자기설계전공 도입

한림 비전학기 운영

학생 역량 교육 체계화
글로벌 연구 역량 제고

융합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Campus Entrepreneurship 육성

인공지능 융합(AI+X) 선도

전략적 학문 단위 육성 

미래 선도 특화연구 육성

산학일체형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

교육 연구

Campus
Life

산학협력
및

지역공헌

추진기반

연구
역량 지수

Campus
Life 지수

행정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한림 CDP
고도화

미래지향적 일터와 창의·도전·협력 
행정 강화

지속적 혁신과 성과 창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실현과 효율화

선진 행정
서비스 실현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산학협력
및 지역발전
선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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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성과 목표

3. 성과 목표값

글로벌 지역대학 위상 공고화 : 국내 상위 10%     상위 5% 이내

연구 역량의 수월성 확보

Research Funding 도약

미래를 주도하는 전략적 특성화

입학자원 다양화

취업률 향상

창업 성공 대학 실현

산학협력, 지역혁신 선도대학 실현

1단계 4개년 (2021~2024년) 성과 목표

1

2

3

4

5

6

7

8

성과지표
기준값 1단계 목표값

학생 중심 교육 지수(점)

연구 역량 지수(점)

Campus Life 지수(점)

산학협력 및 지역발전 선도 지수(점)

글로벌 역량 지수(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2.6

80.0

-

43.5

43.9

86.9

86.3

23.3

57.0

52.1

92.4

90.9

53.6

70.8

63.4

95.3

94.6

79.0

86.5

78.7

100

100

100

100

100

※ 1단계 최종 목표(2024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지수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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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교육 지수

참조
세부 성과 목표 및 산출 기준

지표명

학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값 1단계 목표값

① 학생 중심 교육 제도 혁신 건수

② 학생 중심 교육과정 이수 학생 비율

③ 핵심역량 향상 성과

④ 학생 교육 만족도

학생 중심 교육 지수

지수 산출식

① 학생 중심 교육 제도 혁신 건수

② 학생 중심 교육과정 
    이수 학생 비율

③ 핵심역량 향상 성과

④ 학생 교육 만족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

25.5

71.2

3.61

82.6

단위

건

%

점

점

점

가중치

25

25

25

25

100

14

27

76.8

3.63

86.9

15

28

89.3

3.65

92.4

16

29

90.9

3.67

95.3

17

30

100

3.69

100

①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②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③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④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산출식 : 학생 중심 교육 제도 혁신 건수
  ※ 학부의 학사 관련 규정 개정 건을 기준으로 산출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산출
기준

● 산출식 : 학생중심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 ÷ 전체 교육과정 이수학생 
 수 (교양 및 교직 제외, 자유교양전공 포함)

  ※ 학생중심 교육과정 : 스쿨(미디어, 데이터, 나노, 미래융합, 
 SW융합대학), 학부(인공지능융합, 융합인재), 
 융합전공

● 산출 기준일 : 1학기 : 매년 8월 1일, 2학기 : 매년 2월 1일

● 산출식 : 교육만족도 평균 점수(5점 척도)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 산출식 : (핵심역량 진단 평균값 / 최종 목표값) x 0.5
             +(핵심역량 진단 참여인원 수 / 최종 목표치) x 0.5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진단평균값

참여인원수

3.70

650

3.76

780

3.81

936

3.87

1,123

3.9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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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량 지수

지표명
기준값 1단계 목표값

① 전임교원 1인당 JCR 상위
    50%이내 논문 환산 편수

② 외부연구비 수주액

③ 기술이전 수입액

연구 역량 지수

① 전임교원 1인당 JCR 상위 50%
    이내 논문 환산 편수

② 외부연구비 수주액

③ 기술이전 수입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24

45,128

402

80.0

단위

편

백만원

백만원

점

가중치

0.25

47,000

500

86.3

25

50

25

100

0.26

49,000

550

90.9

0.27

50,000

600

94.6

0.28

51,000

700

100

①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②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③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산출식 : SCI급 JCR 상위 50%이내 논문 환산편수 ÷ 전임교원 수
● 산출 기준일

- 환산편수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전임교원수 : 당해 연도 4월 1일

● 산출식 : 외부연구비 수주액
● 산출 기준일

- 외부연구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교원 : 당해 연도 4월 1일(비전임교원 포함)

● 산출식 : 기술이전 수입액
● 산출 기준일

- 외부연구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교원 : 당해 연도 4월 1일(비전임교원 포함)

산출
기준

지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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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지수

지표명
기준값 1단계 목표값

① 명예 Hallymer 참여 학생 누적 수

② Honor Code Class 누적 수

③ 학생 주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④ 센서스 분석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누적 수

Campus Life 지수

지수 산출식

① 명예 Hallymer 참여 학생 누적 수

② Honor Code Class 누적 수

③ 학생 주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④ 센서스 분석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누적 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명

개

명

건

점

가중치

35

20

30

15

100

0

0

0

0

-

1,500

0

2,000

2

23.3

3,000

200

4,000

3

53.6

4,500

300

6,000

4

79.0

6,000

400

7,000

5

100

①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②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③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④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산출식 : 명예 Hallymer 참여 학생 수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 산출식 : 자율출석제 운영 교과목 수 + 무감독시험 참여 교과목 수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 산출식 : 학생 주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 산출식 : 센서스 분석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수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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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및 지역발전 선도 지수

지표명
기준값 1단계 목표값

① 교내 창업 지원 사업자 등록 
    누적 수

② 지역사회 혁신 실적 누적 수

③ 맞춤형 기업 및 지역 지원 누적 수

산학협력 및 지역발전 선도 지수

지수 산출식

① 교내 창업 지원 사업자 등록 
    누적 수

② 지역사회 혁신 실적 누적 수

③ 맞춤형 기업 및 지역 지원 누적 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

10

99.2

43.5

8

13

120

57.0

10

16

150

70.8

12

20

180

86.5

14

23

200

100

단위

건

건

건

점

가중치

50

45

5

100

①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②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③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산출식 : 창업 동아리 창업사업자 등록 건수 + 교원 창업사업자 등록 
 건수

● 산출 기준일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산출식 :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 건수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 산출식 : 이공분야 맞춤형 기업 및 지역 기술지도 및 자문 실적 건수 
 × 0.8 + 인문사회분야 맞춤형 기업 및 지역 기술지도 및 
 자문 실적 건수 × 1.2

● 산출 기준일 : 당해 학년도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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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 지수

지표명
기준값 1단계 목표값

①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 및
    교과목 비율

②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③ 국제학생 비율

글로벌 역량 지수

지수 산출식

①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 및 
    교과목 비율

②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③ 국제학생 비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

%

%

점

25

50

25

100

4.64

0.52

3.57

43.9

5.07

0.78

3.93

52.1

5.58

1.18

4.32

63.4

6.19

1.76

4.76

78.7

6.79

2.65

5.24

100

가중치

①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②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③ × 당해 연도 실적값 ÷ 최종 목표값(2024년) × 100 × 가중치

● 산출식 : 100% 영어강의 교과목 수(대학영어 제외) ÷ 전체 개설 
 교과목 수 × 100

  ※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 학점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및 하계 
 단기연수 참가자), 버디프로그램, 글로벌멘토링 프로그램

● 산출 기준일 : 당해 연도 10월 1일

● 산출식 :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내국인 학생 참가자 수 ÷ 전체 재학생 
 × 100

  ※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 학점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및 하계 
 단기연수 참가자), 버디프로그램, 글로벌멘토링 프로그램

● 산출 기준일 : 당해 연도 10월 1일

● 산출식 : 외국인 학부 재적생 ÷ 전체 재적생(의대, 간호대 제외) × 100

● 산출 기준일 : 당해 연도 10월 1일

산출
기준
및

지표값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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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

1. 실행 및 공유

미래비전전략회의 및 미래비전추진단 중심 Vision 추진 거버넌스 구축, 전교적 추진 

거버넌스 구축

핵심 목표 및 실행 과제의 연차별 실행 목표와 추진 과정 관리

매년 Hallym Census와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요구 조사 및 분석 

시행

Vision 과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및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수립

Hallym Vision의 공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

한림미래비전포럼, 교수세미나, 처장위크숍, 홈페이지 게시 등

2. 평가 및 환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 관리 실시

매월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진 상황 점검

미래비전추진단은 연차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성과 측정 및 개선 사항 도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결과는 전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공표



50

집 필 진

영역

권두언, 의제 제기

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교육 혁신

글로벌 역량 선진화

한림인재 발굴과 평생교육 차별화

연구역량 선진화

플래그십 학문 단위 육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경쟁과 협력의 조화,
명예가 존중되는
Campus Life 실현

선진 행정 서비스 실현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성과 목표 및 관리

그래픽

집필자
[* 참여자]

김중수(총장)

박준식(비전협력처장)

* 염두진(비전팀장), 이동건(비전팀 주임)

최성찬(교무처장)

* 신창훈(교무부처장), 권혁용(교무팀장), 최영재(역량교육평가원장), 
  한선희(역량교육평가원 계장)

최성찬(교무처장)

* 신창훈(교무부처장), 권혁용(교무팀장), 간진숙(교육혁신센터장)

박진서(대학원장 겸 연구처장)

* 최석교(대학원교학팀장), 조윤(연구지원팀 과장)

이종석(기획처장)

* 이중재(기획팀장)

송창근(산학협력단장 겸 산학부총장)

* 이석각(산학협력팀장), 유송영(산학협력팀 LINC+담당)

이정근(학생처장)

* 서경석(학생지원팀장), 이명철(취업진로지원센터팀장)

손형배(행정지원처장)

* 고석복(행정서비스팀장),김상룡(재무팀장), 이덕노(시설팀장)

이종석(기획처장)

* 이중재(기획팀장), 박용준(예산팀장직무대리)

안동규(글로벌교류원장 겸 부총장)

* 안정현(글로벌협력센터장), 강문희(글로벌협력센터팀장)

노은미(입학처장), 안동규(부총장)

* 안형준(입학팀장), 전재규(평생교육원 차장)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및

지역
공헌

Campus 
Life

* 신동주(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추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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