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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력 향상 

국제학술지 SCI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학술지) 발표 
논문수 증가

*   출처 | 대만국립대학 NTU ‘Performance Ranking
   of Scientific Papers for World Universities’

세계대학평가 순위 향상  국제화 성과 

2010

2009

2011

2010

2012

2011

2013

2012

109

35

124

44

2010 

109위 

2010 

50 35위 

2013 

44위 

2013

QS (Quacquarelli Symonds)

THE (Times Higher Education) 

37

50

59

42

17

14

15

11

학술교류협정 증대

2010 2011 2012 2013

2010
832 1,166건 

2013

1,166

외국인 전임교수 점진적 증가

2010 2011 2012 2013

68

99

104

92
2010
68 104 명 

2013

2010
2,385명 2,965명  

2013

외국인 학생 지속적 증가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385

2,582
2,486

2,636 2,608
2,722

2,881
2,965

2010 2011 2012 2013

위 

건  

명 

위 

2009
17 11위 

SCI 논문수 기준 세계대학 순위

2012

832
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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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장학금 증액

학부생 장학금 수혜율 증가  

재정 확대 

국고출연금 증가장학금 지속적 증액

2010

2010

2010

2011

2011

2011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3,153 억 원 

2010
37.5% 56.4

2014

349

3,153

349

381

448

478
506

454

1,279

3,490

4,704

5,363

381

3,273

448

3,409

3,697

4,083

478

478

506

발전기금 확충(2010~2014년 누적액)  
장학금 수혜율 증가

5,363억 원 

2014

* 2010년: 7~12월 / 2014년: 1~7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임

37.5%

53.1%

40.3% 49.9%
2010

2013

2011 2012

2010
349억 원 506  

2014

억 원 

2010
4,083억 원 

2014

56.4%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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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미래교육 비전 제시 학사제도 개선

교육역량 제고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학과(부) 및 연합전

공·협동과정 등의 학사과정을 신설하였고, 고급연구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2013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 강좌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업선택권을 제

고하였다. 2010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예비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증대하였다.

주요 내용

•학과(부)전공 신설

-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치의과학과 분리 및 의생명과학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

학전공 

-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개 학과를 융합과학부로 통합

•학부 분리: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분리, 산업공학과와 조선해양공학과 분리

•대학원 협동과정 신설 및 폐지·신설

-   신설: 농림기상학,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전공, 농생명유전체학 전공, 줄기세포 생물학 전공

-   폐지: 음악학 전공, 농업생물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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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10개 핵심과제 발굴 

5개 분과

학부

대학원

학생선발

교수제도

교육정보화

미래교육 기획위원회 운영

미래교육의 중장기 핵심과제 개발 위해 
2012년 10월~2013년 3월 운영

학과(부)전공 신설 

학과(부)전공 설립  

세계수준의 
학문후속 
세대 육성

기반학문 
교육 진흥

수요기반 
학생 지원 
체제 구축

인문대학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대학원 
의생명과학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학

전공

국제농업기술
대학원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

MISSION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VISION

대학원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 해외 우수 인재 유지
- 우수 인재 해외 교육·연구기회 제공

•우수 인재 조기 육성 체제 강화

- 학사·석사연계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등 설치 및 운영

•차세대 학문선도자 육성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및 지원
- 대학원생 강의·연구 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별 맞춤형 학생 지원체제 구축

- 수요기반(need-based) 장학제도 강화
- 학업 준비도 향상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
- e-Learning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방법 도입

•경로추적형 학생 지원체제 확립

- 대학원생에 대한 전주기적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검토

•리더로서의 자질 교육 강화

- 맞춤형 교양 교육과정 개편
- 인성·리더십·글쓰기교육을 통한 
   소통역량 강화

•기초학문 교육연구 기반 강화

- 기초연구 및 미래 인문학 교육·
   연구기반 조성

•창의융합형 실험·실습 교육 기반 확립

-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핵심시설 구축
-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학과(부)별 
   전공교육의 다양화 추구 

•구성원의 글로벌 다양성 확보

- 외국인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
-  우수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및 
   본교 학생의 해외대학 파견 활성화

교육 부문 
과제별 성과

e-Learning, 
강의클리닉

설치 

학사과정 
강의평가 

공개

예비
수강신청제도

도입



학문의 기초(155) 학문의 세계(282) 선택교양(113)

사고와 표현(7) 언어와 문학(46) 체육(33)

외국어(80) 문화와 예술(45) 예술 실기(11)

수량적 분석과 추론(21)
역사와 철학(85)

대학과 리더십(14)
정치와 경제(30)

과학적 사고와 실험(45) 인간과 사회 (29) 창의와 융합(34)

컴퓨터와 정보 활용(2)
자연과 기술(18)

한국의 이해(21)
생명과 환경(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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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반 개선

교양교육과정 개편

•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단과대학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

으로 이수규정을 개선하였다.

교육환경의 개선

• 스마트 미디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기초과학교육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하여 핵심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   ) 안의 숫자는 해당 영역별 교과목

교육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별 특징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교수임용제도 개선

석학에 대해 정년과 관계없이 신규임용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 승진

도 가능하도록 교수임용제도의 유연성을 증대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에 따라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별도

의 규정을 제정하고,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전환(의대 103명, 경영대 8명, 생활대 1명)하여 안정

적인 여건하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산학협력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신설하였다. 

변화  
교수임용제도 
유연성 증대

전환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전환 

신설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신설  

기회
균등 

소통능력
향상 

기초학문
능력 향상 

SNU 
Frontier+
사회진출 

준비

경제 사정 등으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함

한국어 글쓰기 능력의 

평가 및 교육을 통하여 

소통능력을 발전시킴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갖추어 국내외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도록 도움

스마트 
강의실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생물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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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입학전형

26명의 입학사정관이 17개 시ㆍ도 교육청별 권역을 담당하는 지역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연간 100회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웹진 ‘아로리(지인·친

구를 뜻하는 옛 우리말)’를 발간하여 고교-대학 간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

였다.

전공안내 및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웹진 ‘아로리(snuarori.snu.ac.kr)’ 첫 화면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입학전형의 개선

공교육 정상화 기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소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공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학내ㆍ외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5학년도를 기점으로 기회균형선

발특별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시부담을 경감하였다.

전공안내
프로그램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정상화

입학사정관 
지역담당관제

도입  

입학설명회 

실시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구축 

 고등학생 또는 예비신입생을 대상

으로 단과대학별 전공 소개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집단

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과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예비신입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여 잠재력 

발현 도모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속적 실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기회균형
선발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시부담 경감 

일반전형
전환 

사교육 
유발 요소 완화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학생의 소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체계적 확대

2010년  

2014년  

2,061

2,789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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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SNU 희망장학금 조성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유예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SNU 희망장학금’을 

2010년 신설하여 수요기반(need-based) 장학제도에 의한 맞춤형 학생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SNU 희망장학금은 교수, 동문, 학부모 등 서울대 가족들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동참한 모금

으로, 4년 동안(2010년 7월~2014년 6월) 162억 원이 약정되었고 그 중 148억 원이 출연되었다.

* 기간: 2010년 7월~2014년 6월

SNU 희망장학금 현황

SNU 희망장학금 지원 

참여건수

1,505건

약정액

162억 원
납입액

148억 원

교수 
30%

학부모 3%

기타 7%
교직원 3%

참여자의 구성

해외수학경비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학생에게 
최대 연 1,050만 원 
해외수학 경비 지원

등록금
가계소득 

5분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300명에게 
월 30만 원 지원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입학전형의 간소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

대입전형은 사교육 과잉 문제 및 교육기회 형평성 등과 연관이 있기에, 서울대는 사회적 책무성을 

통감하여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

사의 입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입학전형 간소화에 따른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평가시스템 개선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통해 극복하였다.

개 2015학년도5

개 2010학년도6

입학전형

간소화 
 

입학전형

요소  
 

입학전형의 수 축소  
입학전형의 수를 2010학년도 6개에서 

2015학년도 5개로 축소

수시 정시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안정성 개선
시스템 확보

객관성·공정성·
투명성 
제고 

평가
시스템
개선  

  
동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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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대학 운영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2학년 시작된 

‘새내기대학’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대학본부가 직접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

그램이다. 새내기대학은 다양한 입시전형에서 선발된 신입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친교를 맺도록 

기획되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학생 멘토단에 의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개발·운

영되고 있다. 새내기대학은 신입생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영

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주요 내용

•2012~2014년 신입생 참가 현황

•주요 프로그램 및 메시지

축하영상 메시지,
공감특강, 
마음열기,

서울대인 단합·협동

감동특강, 
대학 역사 알기,

서울대인 팀파워 프로그램, 
열정한마당

희망노래 부르기, 
새내기대학장 축하인사,

서울대인 선포식,
희망풍선 날리기

공감 감동 희망

60.06%
(1,969명 참가)

 

전체 3,278명 전체 3,410명 전체 3,350명

2012 2013 2014

74.19%
(2,530명 참가)

 

77.34%
(2,591명 참가)

 

정체성 

확립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  

전공
상관없이   

친교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재학생    

멘토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용박람회 104개 기업 152개 기업 186개 기업 177개 기업

채용설명회 118회 128회 114회 118회

채용상담 295회 362회 291회 235회

기업간담회 - 27개 기업 59개 기업 68개 기업

졸업 후 진로모색 프로그램 다양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업들과 최적의 직장을 찾는 학생들에게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다. 더불어 해외 인턴십 및 GTP (Global Talent Program)를 운영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건강보험 DB 연계를 통해 취업통계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진로상담 및 취업컨설팅(2010~2013년)  

•진로상담: 총 4,064회

•취업컨설팅: 총 4,335회

GTP 참여 및 해외 인턴십(2010~2013년)  
•GTP 참여: 140명

•해외인턴십: 110명

기업연계 프로그램 추진

최적의
직장을 
찾는 

학생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기업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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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인재 유치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할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

글로벌 초우수 인재육성 사업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주요 거점대학 지정을 통한 한국학 진흥, 기초학문분야 육성 지원, 자

원개발국가 및 최빈국가 교육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대학원생 유치 홍보, 장학금(학부) 

지원, 초우수 외국인 학문후속세대 장학금(대학원), 초우수 핵심인재 장학금(대학원) 

•교육지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수업, 멘토링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 유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학위 및 복수

학위 교류협정 체결을 활성화하였다.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학사 
복수학위  

 

석사 
복수학위  

 

박사 
복수·공동학위  

1개 25개 10개·2개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체결 현황(2014년 7월 기준)

SNU in BEIJING

SNU in TOKYO

SNU in WASHINGTON

SNU in MOSCOW

SNU in GLOBAL RESEARCH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원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국제하계강좌(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2007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매년 하계방학에 서울대에서 본교 및 해외대학의 교수·학생을 초빙하여 
영어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SNU in BEIJING

SNU in TOKYO세계 국제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정부기관, 국제기구, 싱크탱크 등을 
방문 진행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다양한 학문적·문화적·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일본에 대한 
현실감 있는 이해와 일본 현지 석학들의 강의, 

현장 체험을 통한 복합적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한국 대외정책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러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38
총 체결 건수

개

SNU President Fellowship
•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 대학 고등교육인력 양성과 대학 간 교류를 위해 추진. 

아시아 주요 대학 유수의 대학 우수 교수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수학 지원(3년)

선발  
2014년 1학기 

3개국 5명   

지원분야 
공학, 의학, 보건학, 
농학, 한국학 전공자 

우선 선발   

우수 인재 
유치

 
학문후속세대 및 
사회 핵심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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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교육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였다. 북경대와는 2012년 5월 서울대-북

경대 최초로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3년 6월에는 ‘새로운 한·중관계 

미래를 위한 지식인 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북경대 한·중 미래 포럼을 가졌다.

동경대와는 2013년 1월 ‘글로벌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동경대 최초로 학

술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제2회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를 

열고 양교의 연구·교육 분야 협력 및 국제화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4년 4월에는 양교

간 사무실 상호교환에 합의하여 동경대 내 서울대 사무소를 개소하고 한·일 교육문화 교류 강

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편 2013년 6월 제17회 APRU 총장포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에 있어 대학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북경대, 동경대, 베트남국립대

(하노이)와 베세토하 총장포럼을 개최하고 학술적·교육적·미래지향적 이해 추구와 교육협력을 

추진하자는 공동의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협력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주요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제1회 아시아대학초럼 (Asian Universities Forum, 서울대 2011년 12월)  

•제18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연례회의(서울대, 2012년 11월)

•제2회 아시아대학포럼(AUF)(서울대-태국 쭐라롱꼰대 공동주최, 2013년 1월)

• 제17회 환태평양 대학연합(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총장포럼(블라디보스톡, 2013년 6월)

•The World Academic Summit(싱가포르, 2013년 10월)

•제13회 베세토하 총장포럼(서울대, 2013년 12월)

•제16회 서울대-홋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서울대, 2013년 12월)

•서울대, 동경대 사무소 각각 개소 (동경대, 2014년 4월, 서울대 2014년 6월)

제13회 베세토하 총장포럼(2013년 12월)

연도 행사명

2010 인디애나대 엘리노어 오스트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강연(8월)

2012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 해리어트 발베리-핸릭슨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2월)

예일대 조너선 스펜스 교수 강연(4월)

Max-Planck 연구소 클라우스 폰 클리칭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강연(7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 강연(10월) 

2013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2월)

MS 창업자 빌게이츠 강연회(4월)

스웨덴 보건사회부 울프 크리스테르손 장관 강연(9월)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강연(10월)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강연(12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강연(12월)

2014

아시아개발은행(ADB)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 강연(2월)

영국왕립학회 회장 폴 널스 노벨의학상 수상자 강연(3월)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강연(5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강연(7월)

글로벌 저명인사 초청 주요 행사

세계은행 김용 총재
강연(2012년 10월)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강연(2013년 10월)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식(2013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강연(2013년 12월)

MS 창업자 빌 게이츠
특강(2013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강연(2014년 5월)

영국왕립학회 폴 널스 회장 노벨의학상 수상자
강연(2014년 3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강연(2014년 7월)

 교육

EDUCATION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제도 개선

입학전형의 개선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

아시아 
거점대학 

네트워크 강화    

한·중·일 
네트워크 강화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아시아 대학 포럼(AUF) 

·환태평양 대학연합 총장포럼(APRU)

·BESETOHA(베이징, 서울, 도쿄, 하노이) 

   총장포럼 

·서울대-북경대 최초로 연석회의 개최 

   (2012년 5월)

·서울대-북경대 한중 미래 포럼 개최 

·서울대, 동경대 사무소 각각 개설 

   (2014년 4월, 6월) 



기초학문분야 지원·육성

대학 본연의 임무이자 사회적 책무인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비전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초학문진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문기

획평가단을 운영하였다. 

기초학문 육성·지원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초학문후속세대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인프라 구축

•기초학문 연구 지원: 미래 기초학문분야 기반 조성, 창의·융합형 실험실습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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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 진흥
기초학문분야 지원·육성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연구역량 강화
미래연구 지원 강화

다학제적 개방형 연구토대 구축

BK21플러스 사업 유치

기초과학연구원(IBS) 외부연구단 사업 유치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연구기반 확충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비 수주 증가

특허 보유 증가

연구윤리 강화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 강화

연구윤리 교육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빅데이터연구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응용물리연구소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창의선도연구자 선정 및 유망 신진학자 지원

 연구

 연구

RESEARCH
기초학문 진흥

연구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윤리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RESEARCH

201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박사과정 학생과 수료생이 학문연구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

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만 원2,000
연간 지원액
박사과정 재학생 

2012 2013 2014

명49 명55 명55

만 원2,400 
연간 지원액
박사과정 수료생

2012 2013 2014

명47 명67 명89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29VISION & CHANGE  2010 - 201428 RESEARCH

* 산출 근거

-  전국단위 지원액(7년): 1년 예산 글로벌인재양성(112억 원)×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1,489억 원)×7년 

-    서울대학교 지원액(7년): 6개월 협약액 218억 원×2×7년

   (BK21플러스 사업 신청 주요사항 안내에 “1~7차년도 사업비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

기초과학연구원(IBS) 외부연구단 사업 유치

2012년 「국제과학비지니스벨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본원연구단, 캠퍼스연구단, 외부연구단으로 분류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서울대는 우수한 평가를 받

아 2012년 선정된 10개 외부연구단 중 서울대가 가장 많은 3개 외부 연구단을 유치하여 총 1,335억 

원(4년 5개월)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단장 노태원 교수
(물리천문학부)

RNA연구단

단장 김빛내리 교수
(생명과학부)

나노입자연구단

단장 현택환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연구역량 강화

BK21플러스 사업 유치

2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어진 2013년 BK21플러스 사업 유치에서도 매우 우

수한 평가를 받아 7년간 총 38개 과제, 약 3,05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창의적 연구

를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BK21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억 원45
연구비 지원액

61과제

SNU BRAIN FUSION PROGRAM
(2010~2013년)

구성 유형
2010 2012 2013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유형Ⅰ
(인문사회·예체능계열)

3 140 1 50 1 30

유형Ⅱ
(자연과학·공학·

의학계열)
13 885 6 555 4 295

유형Ⅲ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자연과학·공학·

의학계열)

16 975 8 895 9 675

계 32 2,000 15 1,500 14 1,000

(단위: 백만 원)

서울대학교 지원액

억 원3,052

 연구

RESEARCH
기초학문 진흥

연구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윤리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미래연구 지원 강화

2012년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선도하고자, 서울대학교 학칙(제44조)에 미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추진 아젠다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미래연구위원회에서는 국가 R&D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본교의 핵심적인 미래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조사, 연구 과제 발굴,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장기적·지속적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전략 등 7개 아젠다를 도출하였고, 이 중 시급한 

식량위기극복포럼 등 3개 과제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 핵심 연구분야인 빅데

이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등 본부 직속 빅데이터연구원 설립

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학제적 개방형 연구토대 구축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적 합리성 및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

하고, 개방형 공동연구의 토대를 구축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SNU Brain Fusion Program’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2013년 61과제, 4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SNU BRAIN FUSION PROGRAM

서울대가 유치한 IBS 외부연구단

구분 전국단위 선정수 서울대학교 선정수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265 35

글로벌인재양성 14 3

BK21플러스 사업 유치 미래연구위원회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지원

 7년간 
총 38개

과제 

국가 R&D 정책 동향을 
파악해 본교의 
핵심 미래연구 

방향 제시

장기적 지속적 
우수연구 인력 확보 

전략 등 7개 

아젠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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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110
2014 예산 투자액억 원 개 기관 5 75

2013 예산 지원액

3130 RESEARCH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교수들의 학술활동 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성과급의 

지급 확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상 수여 등 연구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논문(피인

용 상위 1% 논문)의 꾸준한 상승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첨단연구기반 확충

그동안 우리 대학은 예산의 제약 등으로 연구기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법인화를 계

기로 첨단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

다. 2013년에는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등 5개 기관에 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14년도에는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나노미터 이하 단원자 단위의 구조 판별 및 화학 결합 상태까지 측정

할 수 있는 「구면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Cs-corrected TEM)」을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도에는 학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연구장비 수요를 조사하여 장비 도입을 추

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장비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10 2011 2012 2013

386
403

500
528

* 출처: 한국연구재단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건 건

2010 
386 528

2013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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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구축 

시스템 마련

첨단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교수들의 
학술활동 경비

확대 지원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성과급의

지급 확대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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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강화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 강화

연구경쟁이 치열해지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학내 연구윤리 검증 시스템을 강화

하기 위해 연구윤리팀을 행정조직으로 신설하였다. 연구윤리팀은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감독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해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Turnitin’

을 도입하였다.

연구윤리팀 신설 

연구윤리 교육 강화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국내 최초

의 연구윤리 교과서 발간을 지원하였고 홍보 팸플릿 등 기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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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제공 연구윤리 관련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비 수주 증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과제뿐만 아니라 대

학 자체 연구비 지원 확대로 인하여 매년 5~10%의 연구비 증가율을 보이며 연구비 규모는 성장해 

왔으나, 2013년 대형사업의 종료(WCU, BK21)로 인하여 연구비는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액(간접비 포함) 현황

특허 보유 증가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교내 연구자의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하여 2010년 이후 간접비 중 일부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별도 편성하고 

출원 여부 심의 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에 따라 

누적 특허 보유 현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누적 특허 보유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1,784 2,213 3,084 3,600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 지원 현황

2010 2011 2012 2013

348건

3,286건

2,938건

2009 2010 2011 2012 2013

4,862억 원
(562억 원)

5,717억 원
(682억 원)

5,361억 원
(761억 원)

6,289억 원
(801억 원) 6,102억 원

(763억 원)

441건

3,381건

3,822건

540건

3,997건

4,537건

664건

4,584건

5,248건
합계 국내 해외

*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기준  

* 작성 기준: (  ) 안 숫자는 간접비 

(단위: 백만 원)

2009 

2013 

4,862 억 원

6,102억 원 

연구비 수주액(간접비 포함) 증가

2010 

2013 

3,286건

5,248건

누적 특허 보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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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국내 최초의 

연구윤리 교과서

발간 지원

연구진실성
위원회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교육 

업무 지원



빅데이터연구원

학내 연구진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제반기술을 접목하여 공학은 물론 인문, 사회, 행정, 의료, 

경영,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 간 벽을 넘는 학제적 연구 및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서울대학

교 빅데이터연구원’이 2014년 4월 설립되었다, 연구원에는 13개 단과대학 및 5개 전문 대학원 등

에서 17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기술로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기에 너무나 빠르고 대량으로 생성 및 축적

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흐름이나 상관성을 찾아내고, 이

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감염성질환, 암, 순환기 질환, 이식, 알러지 및 성인병 등 면역학적 측면에서의 기초 및 실용화 연

구를 위한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및 학제 간 협동연구와 대학 연구소, 병원 및 산업체 간 통

합연구 기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면역의학 분야 산업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연구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에 대한 이론과 연구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2012년 7월 아시아 태평

양법연구소가 출범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산하에 동북아시아법연구실, 동남아시아 법연

구실, 중앙아시아법연구실, 러시아법연구실, 이슬람법연구실 및 중남미법연구실을 두어 전문 주

제연구에 맞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 및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시

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가 연구역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의 첨

단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현장밀착형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그린바이오 통합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린바이

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농업지식을 갖

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화로운 산학협력이 구

현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체 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부지면적: 2,780,539㎡(건물 88,549.62㎡)          •총 사업비: 3,1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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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연구원           

대규모 
데이터의 

학제적 분석
학제 간 
연구

개 단과대학13 개 대학원 참가5

대형
연구

교수

여 명 참가170

첨단연구소 

설립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빅데이터연구원
시스템면역
의학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산업시스템
혁신연구소

응용물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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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창의선도연구자 선정 및 유망 신진학자 지원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다양한 연구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2년 노벨상 수준의 국제학술상 수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창의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

였으며, 기초과학 및 의·약학, 융합과학 등 분야에서 8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50억 원의 연구비

를 지원하였다.

2013년 창의선도연구자 수준의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신진교수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

하여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명에게 12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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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물리연구소

소재·소자 물리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2013년 6월 응

용물리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분리·설립되었다. 연구소 산하에 그래핀·나노소재 연구

단, 차세대양자소자연구단, 광·디스플레이연구단 및 공동기기센터 등을 두고 응용물리 관련 학

문분야의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산·학·연 다학제 간 공동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과의 접점으로서 미래 핵심 산업시스템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연

구와 요소기술들이 조합되어 구성되는 산업시스템(제조시스템, 금융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연구소 산하에 인력

양성부,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기획행정실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 

삼성전자와 다양한 산학 협력 및 창의적인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하여 ‘삼성

전자 서울대연구소’를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연

구소 건립 및 발전기금(산학 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연구공원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SK연구소, LG연

구소, 코웨이연구센터, 백신연구소)과 더불어 융합학문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

로 활용할 계획이며, 건물 규모는 연면적 46,200m²로 단일 연구소로는 우리 대학 

최대 규모이다.

 연구

RESEARCH
기초학문 진흥

연구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윤리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연구

RESEARCH
기초학문 진흥

연구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연구윤리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첨단연구소 설립

우수연구자 지원 및 육성

연도
2012 2013

연구자 중견연구자 연구자 중견연구자

인원(명) 3 5 3 5

1인당 지원금액 400 260 400 260

총 지원금액
1,200 1,300 1.200 1,300

2,500 2,500

(단위: 백만 원)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유망 
신진연구자

잠재력 있는

창의선도 
연구자

(우수 연구자)

창의선도 
연구자

(우수 연구자)로
육성

노벨상 수상자 
수준으로 

성장

연도 인원(명) 1인당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2013 10 125 1.250

(단위: 백만 원)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

다양한 산학협력 및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구공간 

창의 혁신 디자인 
연구공간

연구비 집중 지원

10명에 
12억 5천만 원

8명에 50억 원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글로벌 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화

국내 사회공헌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봉사단』을 2010년 창단하여 학내 여러 단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글로벌 사회공헌

단』을 설립하여 연계형 글로벌 사회봉사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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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654
국내

9,365
해외

봉사활동 참여 인원 현황

명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글로벌 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화

국내 공헌활동 실천

지식 나눔

온라인 강의 개방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교육소외지역 미래인재학교 운영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및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스누
봉사단 

글로벌
사회공헌단 

설립
글로벌 
봉사단

교육과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국내 봉사활동 통합
국내외 봉사활동 체계화

RESPONSIBILITY

다양한 
개별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체계화·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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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나눔

온라인 강의 개방

서울대학교의 우수 강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의 학술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온라인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대학의 사회적 공헌과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세계 유수 대학 연합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 제공기관인 edX 내에 SNUx 강좌를 운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앞장

서 나가고 있다.

공개 온라인 강의

•서울대 열린강좌 시리즈(2013년): 22강좌 총 483개

•서울대 명품강좌 시리즈(2011~2012년): 7강좌 총 33개

•서울대 교양특강Ⅲ 시리즈(2010년): 15개

공개서비스 운영

•기존의 온라인 강좌 사이트를 2013년 리뉴얼하여 SNUON 웹 사이트 개설, 운영

•2012년 6월부터 학내 구성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SNUON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세계 유수 대학 연합의 온라인 교육 기관인 edX와의 협약을 통하여 SNUx 글로벌 강좌 운영(2014학년

도 1학기 4강좌)

SNUON (http://snuon.snu.ac.kr)

웹 수강신청 
현황  

모바일 앱 
누적 이용자 

2012 20122013 2013

SNUx

11,114명

1,960명

20,116명

52,282명

국내 공헌활동 실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현실에 부응하고자 교육소외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식 나눔 실천을 확대하고, 캠퍼스 주변 지역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중고생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

그램(서울시와 MOU 체결), 법무부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법무부와 MOU 체결) 등 새로운 

개념의 교육기부 사업을 전개하였다.

주요 공헌활동

• 나눔교실: 전국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교육소외지역에 소재한 학교 현장에 찾아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악구, 종로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 동아리 

및 단체의 교육·노력·의료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교과목(사회봉사 1·2)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 학내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재능·지식 나눔, 노

력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

•SNU 멘토링: 서울대 재학생 멘토와 전국 저소득층 청소년 멘티 간 온·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교육기부 활동

•서울시 중고생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체험의 날, 서울대생과 함께 즐기는 토요프로그램,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행

복공감멘토링 등

•법무부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2013년)

•나눔실천단 활동 확대

-             2006년 나눔실천단 창설 이후 총 51개 시군에서 73개 팀. 1,220여 명의 재학생과 4,770여 명의

   중고생이 참여

주요 공헌활동

나눔교실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과목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SNU 멘토링

재학생 

여 명 1,220

개 시군 

개 팀 

51
73

중고생 

여 명 4,770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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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외지역 미래인재학교 운영

입학본부는 2010년부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미래인재학교」를 운영하여 우수인

재 양성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고 서울대와 지자체,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

한 학습모델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미래인재학교 운영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서울대, 지자체,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학습모델 조성

철원 

봉화

영주 

고성 

통영 
여수 

완도 

서귀포 

목포
영암 

신안

함평 

무안 

고흥 

정읍 

부안 

연도 지역 구분 대상(인원)

2010 전남 목포, 신안, 무안, 완도, 함평, 영암(8월) 여름학교 고1∼2(158)

2010 전북 부안, 정읍(8월) 여름학교 고1∼3(100)

2011 강원 철원(2월) 겨울학교 고2(100)

2011 경북 영주, 봉화(3∼7월) 토요학교 고1(80)

2011 경남 통영, 고성(8월) 여름학교 고1∼2(100)

2012 전남 여수(2월) 겨울학교 고1∼2(160)

2012 경북 영주(9월) 토요학교 고1(75)

2013 제주 서귀포(2월) 겨울학교 고1∼2(100)

2013 전남 여수(7∼8월) 여름학교 고1(100)

2013 경북 영주(8∼9월) 토요학교 고1(80)

2014 전남 고흥(7월) / 예정 여름학교 고1∼2(100)

2014 전남 여수(7∼8월) / 예정 여름학교 고1(100)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수준에 걸맞은 공익적 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평생교육 전담

기구로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일반인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수준 높은 교양교육과 전문

기술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지성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통한 노블리주 오블리제 실천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

•서울대학교의 평생교육전담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설립(2010년 5월)

- 시민교양교육 및 전문자격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진행

- 온라인 평생교육 포털인 SNUi 서비스 개시(2010년 9월)

•온라인 전문 자격 프로그램의 운영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대학교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 한국어교원 3급 최다 양성기관으로 선정(2012년 2월, 국립국어원)

- 전 세계 40여 개국 100여 개 지역의 한국어교원 4,000여 명에게 온라인 교육 실시

-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 서울대학교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 운영

•교내외 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협약 과정 운영

- 구로구청, 관악구청과 협업하여 「평생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 「제3기 인생 온라인대학」 기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회공헌사업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지식나눔 캠프 운영

- KRX 국민행복재단과 함께 KRX-SNU 차세대 경제·금융리더스 포럼 운영

•교육부 인증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으로 등록(2014년 2월)

여 명4,000

온라인
교육

여 개국

전세계

여 지역

40
100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44 RESPONSIBILITY

 
인권증진 체제 구축

2012년 7월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침해 상담·조사, 인권연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종합적인 

대학인권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

 •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히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 100건 이상 접수, 1,500회 이상 상담, 신고된 사건은 2개월 내 처리

제도 개선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학위수여규정 개선, 논문지도교수변경표준양식 제정, 모유수유실 환경 개선, 휴학제도 개선, 용역근

로자 근로지침이행확약서 제출 시행 등의 제도 개선 실시

인권증진 활동

• 대학(원)생 인권연구프로젝트(매년 10여 팀 이상 연구비 지원), 대학(원)생 모의 UN인권이사회UPR 대

회(매년 40명 이상 참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훈련, 인권 UCC 제작 콘테스트, 인권

주간 행사, 여성과 인권정책 포럼, 외국인 학생 인권 포럼 등 학내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인권가이드라인 및 MT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인권연구

•매년 인권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권교육

•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대학에서

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개발과 인권’ 

강좌와 ‘인권과 아시아’ 강좌를 매년 개설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및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실시

입학전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전체 입학생의 1/4 이상을 사회적 배려 전형인 지역균형선

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통해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소외계층의 진학 기회를 제고하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

• 신입생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입학정원의 20% 이

상을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모집

•학생의 환경적 측면이나 학업 여건 등을 토대로 성장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  저소득 가구 및 농어촌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소외

계층의 진학기회 제고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 2010학년도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2015학년도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이상 모집   
20

지역균형
선발전형 

1/4
사회적 배려 전형 

이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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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권 

증진

인권침해 
상담·조사

인권
연구

인권
교육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사회적 책임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확대

지식 나눔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속적 실시

인권증진 체제 구축 



법인체제 전환 및 시스템 개선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체제에 맞

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새로운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포

함한 행·재정, 인사·조직·보수 등을 결정하여 법인체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2~2015년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 계획을 수립·공표

하였다. 대학운영성과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의 발돋움을 비전으로 설정하

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 육성’, ‘선도적 학문가치 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기여’를 미션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다. 직원의 신분·보수체계를 일원화하여 법인직원체제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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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INFRASTRUCTURE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전환(2011년 12월 28일)

•자율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2012년 1월)

-  「평의원회 규정」, 「학사위원회 규정」, 「재경위원회 규정」 제정(2012년 3월) 

•「서울대학교 학칙」 전부 개정 및 조직 개편(2012년 7월)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법인화 이후 총장선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속시설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및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2013년 11월) 

•사범대학 부설학교 법인 귀속(2014년 1월)

•직원인사제도 개편 및 신분체계 통합

•대학행정교육원 신설과 교육기회 확대

•직원 장기근속자 직무연수제 도입

-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30일

•서울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원 채용

- 법인공채 1기(45명, 2013년 1월) 및 2기(78명, 2014년 5월) 채용

법인 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법인체제 전환 및 시스템 개선

행정정보화를 통한 장기발전 역량 확보

소통 활성화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국고출연금의 확대

재정 시스템의 개선

발전기금의 확충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관정도서관 신축

교육 및 연구시설 신·증축 및 캠퍼스 환경 개선

편리한 e-Campus 이용환경 조성 지원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평창캠퍼스 조성

멀티캠퍼스 추진

직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

 기반 구축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법인체제 전환
(2011년 12월 28일)

자율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서울대학교 학칙」 

전부 개정 및 
조직 개편

법인직원체제
통합



행정정보화를 통한 장기발전 역량 확보

법인화는 정보화 분야에서도 거대한 과제였다. 정부 행정시스템(d-Brain 등)의 사용 불가 및 급격

한 제도 변화 수용 등의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수업무의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정보화를 통한 행정제도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정

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두 단계(2011년~2013년)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

•법인 전환에 따른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 회계, 구매, 자산서비스 구축을 통한 법인회계, 복식부기 등 핵심 제도변화 반영

- 일반행정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조직운영 기반 마련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간시스템 연계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 등 내부시스템과 국세청, 금융기관, 연금공단 등 외부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추진

•사용자 맞춤형 학사정보서비스 구축

-    학적, 수업, 성적, 등록, 입시 등 전체 학사행정 프로세스 개선(총 112개) 및 전산화

-  인터넷 제·증명 발급(총 26종), 등록금 실시간 수납, 졸업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등 학사 

   서비스 편의성 개선

- 학사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학사정보 조회, 수업 및 학생관리 등 총 106종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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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맞춤형 
학사정보서비스 구축

학적

수업

성적

등록

입시

전체 학사행정 프로세스 개선

112개총

온라인 처리율

제공 확대 운영 

종합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핵심 통계지표를 

자동 산출하여 분석적 

의사결정 기반 제공

부속기관 업무 정보화, 

시설공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영역 확대 

법제처 법령관리시스템과 

연동한 규정관리시스템 

운영

학내 
소통의 장

마련 

도시락
소통간담회

(2013년 2~5월 
총 16회)

학교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의견도출: 정책제언 72건, 

건의사항 284건.

도출된 의견을 단기·중기·

장기 과제로 분류, 소관부서에

서 단기과제 중심으로 개선

노조와 본부 집행부 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및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소통 활성화

학생소통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보다 진정성 있고 활발한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보직 

자-학생대표 협의체,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그 의견

을 반영하고, 학생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원활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락 소통 간담회」를 실

시하였으며, 학교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조와 학교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및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생사회와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확대

- 학생소통팀 설치(2012년 9월)

- 총장·학생대표 간 간담회를 통한 소통 활성화(2회)

-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서한문 발송을 통한 소통 다양화(8회)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활성화: 17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학생의견 수렴

•의사결정기구 학생대표 참여

- 본부 보직자·학생대표 대화협의체 운영: 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학생의견 수렴

-  각종 위원회(인권센터운영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평의원회 본회의 등)에 학생참여 유도 - 

   시흥캠퍼스 관련 학생참여 대화협의회 및 기숙사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학생소통팀
설치

의사결정기구
학생대표 참여 

학생들과의 
소통 확대 

학생사회와의
소통  

48

57.3% 90%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20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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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시스템의 개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관련 법인의 재무정보 공유 및 재정의 통합적 조정 관리 체계를 구축

하여 학내외 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재무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종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회계 및 예산제도를 개선하였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법인전환 후 『출연금 총액예산제』가 도입되어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출연금과 자체회계를 법인회계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법인체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캠퍼스(관악·연건·수원), 실험 및 실습장(수원

농장·수원수목원·약초원), 연구소 및 연구단지 등 교육·연구용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으

로 양여받았다.

Finance 2010-2014 

연도 법인회계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

2010 5,677 1,255 5,363 12,295

2011 5,968 1,201 5,924 13,093

2012 6,377 1,279 5,387 13,043

2013 6,888 1,470 5,359 13,717

2014 7,421 1,612 5,339 14,372

국고출연금의 확대

법인회계로 
일원화

종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013년 10월~2014년 6월)

출연금 자체회계

국고출연금
총액편성 

14,372
2014 

억 원 

2010 

억 원 12,295

합리적 예산배분체계 구축

•재정운영 관련 워크숍 개최 및 

   회계별 주요사업 통합 심의·조정 

•서울대 비전 실현과 과제 추진목표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정착 

• 서울대 및 관련 법인의 종합재무제표와 종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으

로 종합적인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 파악

• 통합적 재정정보 관리로 재무분석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요 의사 결정 지원을 강화

 회계 및 예산제도 정비 및 정착

• 발생주의·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출연금과 자체회계를 통합하여 

   법인회계로 일원화

•서울대 예산 현황

예산 증가 

자율성 
확보 

(단위: 억 원)

*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로 구분, 2012년부터는 법인회계로 통합

*  산학협력단(연구비)에 간접비 포함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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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5,000
모금 목표액

억 원5,363 
총 약정액

목표액 대비 107% 달성 
(2014년 7월 기준)

발전기금의 확충

서울대학교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를 성공적으로 시

행하였다. SNU Challenge 모금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행은 발전기금을 통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의 체계와 기틀을 마련하였다.

모금캠페인

•캠페인 기간: 2010년 7월 ~ 2014년 7월

•모금목표액: 5,000억 원

•총 약정액: 5,363억 원(목표액 대비 107% 달성, 2014년 7월 기준)

•총 모금 참여건수: 16,964건(역대 최고 참여율)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 성과

- 연도별 모금 현황(누적)

2011 2012 2013 2014

1,279억 원

1,992억 원

2,605억 원

3,490억 원

4,704억 원

5,363억 원

  * 2014년: 1~7월

2010 2014

- 기본재산 금액 비교

•주요 목적사업 기부

기금명 약정액

서울대학교 관정 도서관 건립기금 600

(재)신양문화재단 위임 200

우정원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기금 105

역사연구기록관 건립기금 1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금 76

농협은행 학생지원정책·학생복지증진사업 및 S-CARD 시스템 사업 기금 75

서울대학교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 70

서울대학교-풍산 원형공연장 건립기금 52

PTC코리아 서울대학교 학술기금(이공계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51.3

조천식-윤창기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 50

두산 인문관 건립기금 50

IBK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기금 50

법대 첨단강의동 건립기금(우천법학관) 48.6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기금 38.1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공학연구소 학술기금 27

글로벌봉사프로그램 기금 22.9

김재익 장학기금 20

손장순 문학연구기금 20

정고장학기금 20

천재교육 장학기금 20

(단위: 억 원)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

Challenge for Tomorrow

•창의선도 과학자 집중 지원 

•세계 정상급 석학 초빙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 육성 

•국제화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

Challenge for Hope 

•SNU 희망장학금

•대학 역량의 사회 환원 

•통일한국 비전 연구 수행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개발도상국 인재 지원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

Challenge for Change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법인화 전략 기금(자율과 책임 기금) 

•관악 캠퍼스 리모델링(SNU-Valley)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

•서울대 역사관 건립

핵심
모금사업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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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별 주요 모금사업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Challenge for Tomorrow)

❶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후원기금

-  기금 소개: 노벨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이 유력한 석학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기초 학

문 분야 후속세대를 이끌 선도적인 연구자를 후원하는 모금사업

- 총 약정액: 42억 원

❷ 석학교수 기금

-  기금 소개: 국내외 석학들을 본교 교수로 채용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석학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하여 연구환경 선진화를 지원하는 사업

- 총 약정액: 25억 원

❸ 국제화 인프라 구축 기금

-   기금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라틴아메리

카연구소 지원기금’, ‘소천한국학센터 기금’ 등 다양한 기관을 지원 

- 총 약정액: 13억 원

❹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 육성 기금

-  기금 소개: 첨단 융복합 연구집단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

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기금 

- 총 약정액: 32억 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Challenge for Hope)

❶ SNU 희망장학금

-  기금 소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형 장학금으로 등록

금 전액 면제와 생활비, 해외수학 비용의 세 분야를 지원

- 총 약정액: 141억 원

❷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 기금

-  기금 소개: 국내외 사회공헌리더십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와 정책자문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건립 기금

- 총 약정액: 105억 원

❸ 글로벌 봉사 프로그램 기금

-  기금 소개: 다문화 가정 지원, 국내외 소외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

- 총 약정액: 52억 원

❹ 개발도상국 글로벌 교육협력 기금

-  기금 소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학생 혹은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금으로 ‘SNU President Fellowship’, ‘김재익 장학기금’ 

등 다양한 기금으로 구성

- 총 약정액: 41억 원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기부자  부영그룹

          이부영 회장

기부액  105억 원

용   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준   공  2013년 6월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기부자  IBK기업은행 

기부액  50억 원

용   도  의사소통 역량 

          제고 위한 

          교육 시설

준   공  2014년 4월

아시아연구소(일부 공간)

기부자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기부액  총 208억 원 중 

          12억 8천만 원 지원 

용   도  세계적인 아시아 

           연구 허브 구축 

준   공  2013년 2월

관정도서관

기부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종환 명예이사장

기부액  600억 원

용   도  3,000석 규모의 

           열람실, 공동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컨퍼런스룸 등

준   공  2014년 12월 예정 

•새롭게 변화하는 대학(Challenge for Change) 

풍산 원형공연장

기부자  풍산그룹 

          류진 회장

기부액  52억 원

용   도  학내 행사 및 공연

           을 위한 문화시설            

           (2,300석 규모) 

준   공  2015년 2월 예정

약대 신약개발센터

기부자  동문, 교수, 법인 등

기부액  총 171억 원 중 

           47억 원 지원

용   도  동물실험실, 

           실험실 및 시료보

           관실, 대형강의실,            

           교수연구실 등 

준   공  2014년 5월

우천법학관

기부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부액  50억 원

용   도  글로벌 법률가 

           양성 위한 

           교육 공간 

준   공  2013년 10월

두산인문관

기부자  두산그룹 

          박용현 회장 

기부액  50억 원

용   도  강의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 

준   공  2012년 3월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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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관정도서관 신축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보 습득과 토론중심학습이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에 대한 개

념과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관정도서관 신축’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이었

으며,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600억 원 기부로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대 도서관 친

구들’ 캠페인을 통해 동문, 교직원, 학생, 일반 시민이 모아준 100여 억 원의 모금액으로 내부 가구

와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정도서관은 공동학습이 가능한 그룹 스터디룸과 디지털기기 활용

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 등 첨단시설을 갖추게 된다. 

관정도서관은 기존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울대학교의 지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

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건축 개요

•연면적: 8층(지하 1층, 지상 7층)에 8,265평(기존 중앙도서관 9,200평)

•주요 시설:  열람석(3,000석), 그룹 스터디룸(43실), 개인캐럴(72실), 멀티미디어 플라자, 

                 Faculty Lounge, 컨퍼런스룸(120석), 세미나실 등

준공

년도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백만 원)
재원

2010

신축(5)

신양학술학술정보관Ⅲ 2,506 3,116
발전기금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

건설환경종합연구동 1,654 3,336 발전기금(공대)

대림국제관 5,124 7,727 발전기금(대림산업)

어린이집 4,216 6,342 국고

해동학술문화관 2,401 3,500 발전기금(대덕전자 김정식 회장)

리모델링(3)

인문관1(1동) 3,844 2,106 국고

인문관2(2동) 3,844 1,725 국고

치의학대학원 본관 12,093 4,000 국고

재건축(1) 학생기숙사 67,254 85,475 민자사업(BTL)

2011

리모델링(5)

의대 교육관 4,995 3,926 국고

인문관4(5동) 5,181 3,777 국고

자연과학관7(25동) 6,625 3,896 국고

자연과학관9(27동) 6,359 4,998 국고

과학교육관(13동) 6,655 4,759 국고

신축(1)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5,124 8,394 국고

증축(1) 부설초 다목적실 / 부여중 급식실 2,367 3,646 국고

2012

증축(3)

LG경영관 1,068 2,585 발전기금(LG)

국제대학원 1,447 1,916 국고

공학관4(33동) 4,076 2,173 발전기금(공대)

신축(2)
글로벌공학교육센터 17,249 25,299 국고

아시아연구소 11,997 20,785 국고

재건축(1) 두산인문관 3,621 6,300 발전기금(두산)

리모델링(1) 공학관4(33동) 2,280 2,603 국고

2013

신축(5)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6,582 10,000 발전기금(부영건설)

법대첨단강의동 6,207 11,642 발전기금(한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8,236 26,531 국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86,732 261,126 국고

외국인 학생기숙사 18,000 33,264 국고

증축(1) 유전공학연구소 2,890 5,538 국고

리모델링(1) 사범관3(11동) 4,765 4,516 국고

신·증축 사업 

교육 및 연구시설 신·증축 및 캠퍼스 환경 개선

세계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인프라

를 조성하고, 연구중심대학 특성에 적합하도록 첨단연구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신축(재건축 

포함) 19건, 리모델링 12건, 증축 2건 등을 추진하였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여 건

강유해요인은 최소화하고, 건강·안전 캠퍼스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육환경과 복지 향상을 선도하

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캠퍼스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추진하였다.

신축(재건축 포함)  

19건

증축

2건

리모델링

12건

교육 및 연구시설 신·증축

첨단연구

교육시설

도서관 신축

추진 600억 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기부 

100억 원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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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백만 원)
재원

2014

신축(4)

IBK커뮤니케이션센터 2,659 5,000 발전기금(IBK기업은행)

약대 신약개발연구센터 8,969 17,129 국고

관정도서관 27,118 61,061 발전기금(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서울대풍산마당 879 5,200 발전기금(풍산)

리모델링(2)
자연과학관6(24동) 6,963 7,660 국고

공학관1(30동) 8,125 8,308 국고

편리한 e-Campus 이용환경 조성 지원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여건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보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

고 2011년 이후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관·개인의 정보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인

프라(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전 분야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했으며, 특히 스마트 & 글로벌 트렌드

에 맞는 IT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 미래지향적 교육·학술 정보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스마트 &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IT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주요 행정 업무의 모바일 처리를 제공하고 각

종 캠퍼스 생활 정보를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

- 모바일 서비스: (2010년) 0종 → (2014년) 107종

• 포털, 학사서비스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영문 콘텐츠 서비스 구현 완료를 통해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 서비스 제공 비율: (2010년) 25% → (2014년) 70%

정보화 기반 인프라 확충
• 각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던 IT 자원을 통합하여 IT 자원 공동 활용 체제 강화

•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의 95%를 교체하여 향후 5∼10년을 대비한 IT 운영 기반 확보

• 서버 시스템 및 통신망 자원의 증설을 통해 컴퓨팅 성능 2배 강화, 저장용량 4배 확충

메일서비스 체계 개선
• 사용자 요구와 IT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메일 시스템 구축

• 메일 서버 확충, 학생용 외부 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별 메일 용량 확대 제공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강화
• 상시 정보보안 관제체제 구축을 통해 보안사고의 90%를 사전예방하여 안전한 사이버 교육·연구 환

경 제공

• 개인정보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4년 

107종

2010년 

0종

모바일 서비스 증가

영문 서비스 제공 비율

2010 2014

25% 70%

1995 2003 2014 

서지 DB 구축

디지털 콘텐츠 구축
표준화

학술정보 통합검색
맞춤형 학술연구지원

SMART 리서치

도서관 
자동화

전자도서관

미래를 
선도하는 
학술정보 
플랫폼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중앙도서관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학술자료 확충 및 서비

스 개발에 힘써 왔다. 특히 법인 전환기였던 지난 4년간 첨단 database, e-journal 등 자료 확충에 

집중하였고, 서울대 연구업적물 아카이브인 S-Space와 ‘학술행사 VOD 서비스’ 등 서울대만의 특

성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RFID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

보하였으며, 캠퍼스 간 도서대출 및 도서반납함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

였다.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중심형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2012년 10월 ‘학술정

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을 시행하였고, 학술

자원의 통합 관리와 검색, 공유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 Alma를 도입하였다.  

학술자료 확충

• 약 470만여 권의 장서와 10만여 종의 학술지로 국내 최고 수준·최대 규모의 장서를 갖추고 교수·학

생 및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 기초학문분야의 특성화 장서, 세계적 수준의 인문 학술 DB 및 6천여 종의 핵심 학술지 아카이빙 구축

연구지원 전문사서 운영

•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가 명실상부한 주제전문서

비스로 정착 

• 선행연구조사, 학술정보 활용 교육, 교수진 연구성과 관리 위한 Researcher ID 등록서비스 및 

Turnitin(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이용 교육 등 다각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대 연구업적물 디지털 컬렉션(S-Space) 운영

•연구업적물 75,000건 탑재 및 자료 다운로드 누계 건수 320만 회(해외 이용률 15% 이상)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OSOS) 간 데이터 연계로 대학의 학술 연구 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

특성화된 디지털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학술회의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영상 VOD 콘텐츠(6,050건)의 체계적 수집 및 서비스를 통해 대

학의 교육·연구 지원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 ‘디지털곤충표본관’, ‘사진자료관’, ‘고문헌’ 등 서울대학교만의 특성화된 디지털 콘텐츠 501,198건 데이

터베이스화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평창캠퍼스 조성

미래핵심사업인 그린바이오 연구를 위한 평창캠퍼스 조성

•총 사업비 및 면적: 3,118 억 원 / 2,780,539㎡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로 산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발전 도모

교육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신설
UN 등 국제기구와 기업에 필요한 농업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연구
그린바이오과학기술 연구원 산하 5개 첨단 연구소, 
4개 연구지원 시설

농생대 실험목장
농업분야 최첨단 연구 리소스 집중 배치

봉사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전수
국제사회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

지역
발전 산학협력단지 7만 평 조성 중

멀티캠퍼스 추진

국제화 및 미래 신생분야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캠퍼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멀티캠퍼스 조

성을 추진하고 있다. 융복합형 학문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시흥캠퍼스를 2011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다. 미래핵심사업인 그린바이오 연구를 위한 평창캠퍼스 조성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 분

야의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캠퍼스의 체계적인 발전과 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캠퍼스마스터플랜(2012~2016년)을 

수립하였다.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캠퍼스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유형의 멀티캠퍼스를 조

성하는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개념을 담고 있다

국제화 및 융복합형 학문선도를 위한 시흥캠퍼스 추진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2011년)

•시흥캠퍼스 추진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지역특성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차 부속합의서 체결(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캠퍼스마스터플랜(2012~2016년) 수립

•캠퍼스 관리의 원칙 및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 수행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보존 지역 등을 및 개발 유보지를 설정하여 그린캠퍼스 조성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 주변 지역사회로 확장 
- 서울대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등

해외 캠퍼스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제3, 4캠퍼스 

서울대의 기본적인 
교육·연구 기능을 

확장·수용하기 위한 
종합캠퍼스 개발 

기존 캠퍼스 
관악/연건

- 기존시설 개선
- 옥외 공공공간 

정비·확충

도심 거점 캠퍼스

서울대의 사회교육
기능 등의 확대를 
위해 도심지역에 

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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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

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

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백학
어린이

집

느티나무 
어린이집

이용자수 193 192 30 156 259 164 246

계 193 222 415 410

* 매년 9월 기준

직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

서울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1998년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이 설립되었으나 학내 구성원의 보육에 대한 꾸준한 수

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1년 9월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후 2012년 7월 본부 부속시설

로 확대 신설하여 현재 어린이보육지원센터 백학어린이집(영아전담)과 느티나무 어린이집(유아전

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확대 운영(2011년 9월)

•본부 부속시설로 편입(2012년 7월)

•2010~2013년 이용자수  

410
2014

명 

2010

명 193
이용자수 

백학
어린이집

느티타무 
어린이집

어린이
보육지원센터

 기반 구축

법인전환 및 안정적인 정착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

교육 및 연구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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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CHRONOLOGY  2012 10 세계은행 김용 총재 서울대 특강
 시스템면역의학연구원 설립

11 제16회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연례회의 개최

12 미래연구위원회 설치
 법인 공채 1기 선발(45명)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유치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 준공

2010 07 오연천 총장 취임

08 서울대 평생교육원 1기 개강
  외국인 구성원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할 I-Office 개소 

10 스누봉사단 창단

11 외국인교수, 기금교수, 직원이 평의원회 참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12 사회배려학생 대상 SNU 희망장학금 프로그램 시작

2011 01 서울대학교 글로벌봉사단 출범

03 수요자 중심으로 장학제도 개편

0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서울대학교 보존도서관’ 개관
 사회봉사상 제정 및 제1회 수상자(공대 한무영, 의대 안규리 교수) 선정

05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발전위원회 출범 

07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08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기 학위수여식을 최초로 대학 전체 규모로 개최
 서울대학교 중국센터(SNU in China) 개소

09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개소

10 국립대학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법인정관 인가, 초대 이사·감사 선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12월 28일)
 제1회 아시아대학포럼(AUF) 개최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오픈

2013 01 제2회 아시아대학포럼(AUF) 공동주최
 서울대-도쿄대 연석회의 개최
 기금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전환

02 아웅 산 수 지 여사 명예박사학위 수여
 아시아연구소 준공
 양진닝 칭화대 교수(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학위수여식 축사

03 글로벌 사회공헌단 출범

04 MS 창업자 빌 게이츠 서울대 특강
 세계은행과 MOU 체결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구축

05 관정도서관 (제2도서관) 기공식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나눔프로그램 협약 체결 
 글로벌 온라인 강의공개 서비스 ‘edX’ 참여

06 신양문화재단 서울대에 위임
 응용물리연구소 설립

07 아시아개발은행과 MOU 체결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준공

08 외국인 학생이 최초로 졸업식 대표 연설

09 제1회 서울대 건강주간 개최

10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서울대 특강 
 영국대학평가기관 ‘THE’ 44위
 우천법학관 준공

11 차세대 학사정보시스템 오픈

12 글로벌창의융합연구자 선정(8명)
 러시아 15개 대학 총장단과 교류협력 논의
 제13회 베세토하(BESETOHA) 총장포럼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서울대 특강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서울대 특강
 제15회 서울대-홋카이도대 연례 공동심포지움(SNU-HU Joint Symposium) 개최

2014 01 2014년 등록금 0.25% 인하
 사범대 부설학교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SNU President Fellowship 1기 선발
 논문예방표절 프로그램 Turnitin 도입

02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개최
 아시아개발은행(ADB)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 서울대 특강

03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영국왕립학회 회장 폴 널스 노벨의학상 수상자 서울대 특강 
 캠퍼스마스터플랜(2012~2016년) 수립

04 도쿄대에 서울대학교 사무소 개소
 빅데이터연구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설립
 IBK 커뮤니케이션 센터 준공

05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총장 강연
 약대 신약개발센터 준공

06 서울대 평창캠퍼스 준공
 제26대 총장 최종후보자 선출
 버들골 풍산 원형경기장 기공

07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서울대 특강

0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차 이사회
 제1회 새내기 대학 개최

02 2012~2015년 대학운영성과목표 및 2012년 대학운영계획 수립 
 대학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수립
 제66회 학위수여식(65년만에 학위복 변경)에서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축사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 해리어트 발베리-핸릭슨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학부생 등록금 5% 인하

03 인문대 두산인문관 준공
 인문대학 내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개설

05 서울대-북경대 연석회의 개최 
 관정재단, 서울대 도서관 신축에 600억 원 기부

06 열린강좌 스누온(SNUON) 서비스 실시 
 SNU in Beijing 프로그램 실시

07 인권센터 설립
 학칙 전부개정 및 조직 개편 시행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정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창의선도연구자 선정(8명)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출범
 Max-Planck 연구소 클라우스 폰 클리칭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서울대 특강

08 김종훈 벨 연구소 소장 학위수여식 축사

09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중국 유학생 초청행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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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획처(홍보팀)

2014년 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