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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는 1956년 3월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The Juridical Person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Branch of The Church of Jesus

in America, 이사장 : 인돈 William A. Linton)에 의해 4년제 대전기독학관으로 설립되었다. 1959년 4월 정규대

학으로 승격, 대전대학 인가를 받고 초대 학장에 인돈 박사가 취임하였다. 소수 정예의 질적 교육에 치중하던 본

교는 1970년 9월 설립목적과 이념이 동일한 서울 소재 숭실대학과 통합, 교명을 숭전대학(교) (숭실의 “崇”

자와 대전의 “田”자를 택함)으로 하고 한국 최초의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었다. 1972년 실험대학(Pilot Institution

: 신입생 계열별 모집, 이수학점 140점으로 인하, 부전공제 실시) 운영 등 기독대학으로서 성장을 거듭하여 통합 말

기에는 입학정원이 4,017명(초기의 7배, 대전 2,093명, 서울 1,924명)에 이르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2년 10월 충청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들이 독자적인 대학운영을 요구하였고 통합 12년간의 대학운영에서

나타난 역기능을 고려하여 양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2년 11월 본교는 “학교

법인 대전기독학원”을 설립하고 교명을 한남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후 본교는 “진리․자유․봉사”의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꾸준히 교육, 2009년 2월 현재 7개 대학원, 10개 단과대학 7개학부 44개 학과 입학정원 3,000명, 대

학원을 포함한 재학생 1만3천여명, 부속기관 8개, 부설연구소 8개, 전략연구소 20개, 해외자매대학 24개국 119개

교에 이르며, 제1캠퍼스 및 대덕밸리캠퍼스 교지 522,316㎡(15만8천여평), 교사 152,066㎡(4만 6천여평), 부대

시설로 1,800명을 수용하는 성지관(대강당)과 종합운동장 등을 갖춘 중부권의 명문 기독사학, 세계속의 명문사학으

로 성장해 가고 있다.

’54~58

대전기독학관

1954. 5. 6

1956. 2. 15

1956. 3. 13

1956. 4. 10

1956. 5. 1

1957. 9. 30

1958. 3. 31

1959. 2. 26

1948년부터 호남, 호서지방에 4년제 기독교 대학의 설립을 추진해 오던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한국선교회(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U.S.)는 1954. 5. 6～15 전주에서 열린 연차대회에서 대학설

립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물망에 올랐던 4개 지구 중 대전에 대학

을 건립키로 결의하였고 인돈(印敦, William A. Linton : 대학이사회 이

사장) 박사가 대학설립 업무 일체를 담당 추진

문교부에 대전기독학관 인가 신청

수업년한 4년제의 대전기독학관(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 대표이사 Thomas D. Linton)을 설립인가

(성문학과 120명, 영어영문학과 120명, 화학과 120명, 계 360명)(문고

제 383호)

대전기독학관 개관 및 초대관장에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가 취임

본관(인돈기념관) 건물 착공(철근콘크리트 적색 연와 혼용 973평)

본관 T자형 건물 완공(973평)

수물학과(120명) 증설. 본관(콘크리트 연와 2층, 690.6평) 준공

대전기독학관 폐지

’59~70

대전대학

1959. 2. 26

1959. 4. 15

대전대학 설립인가(성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화학과, 수물학과 각 120명,

480명)(문고 제791호)

대전대학으로 개교, 초대 학장에 인돈(William A. Linton)박사 취임

한남대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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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4.

1960. 7. 7

1960. 10. 25

1961. 3.

1961. 4. 10

1961. 11. 18

1962. 3.

1963. 1. 15

1963. 3. 28

1964. 3.

1964. 3. 12

1964. 4. 10

1964. 6. 20

1964. 11. 28

1965. 8. 12

1966. 11. 28

1967. 7. 18

1967. 11. 30

1967. 12. 8

1968. 12. 30

1968. 12. 31

1969. 3. 1

1969. 12.

1970. 9. 7

본관 2층 증축 완공 (1,662.69평)

제2대 학장에 타요한(John E. Talmage) 박사 취임

故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 기념관(본관 및 도서관) 봉헌 및 제2

대 학장 취임식

남자 기숙사(70.7평), 여자 기숙사(18.2평) 준공

행정관 및 도서관(354.15평, 현 본관 옆 건물) 준공

임시교육특례법에 따라 학생정원 변경(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00

명, 화학과 80명, 수물학과 80명, 계 340명)

학생회관 1층 식당(173.8평) 준공(현 미술관)

제1회 학사자격 국가고시에 졸업예정자 전원 합격

교육부의 재단분리 지시에 의해 재단법인 남장로교 고등교육재단으

로 재단명 변경 인가(문관행 1041-1)

학생 정원 증원(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00명, 화학과 120명,

수물학과 120명, 계 420명)

사립학교법 제정 공포에 따라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변경인가(문고대

104003-531)

본관(당시 행정관) 준공

타요한(John. E. Talmage) 학장의 일시 귀국으로 학장대리에 김기수

(Keith R. Crim) 박사가 집무

학생회관(콘크리트 3층, 363평) 준공(준공식 1965. 4. 15)

타요한(John E. Talmage) 학장 취임

도서관 및 행정관 2층(261평, 현 본관 옆건물) 증축

여자 기숙사(슬라브 연와 3층, 151.64평) 준공

남자 기숙사 신관(슬라브 연와 3층, 171.51평) 준공

수물학과가 수학과, 물리학과로 분리되고, 학생정원 변경(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20명, 화학과 120명, 수학과 120명, 물리학과80명, 계 520명)

본관 3층(346.13평) 증축 완공

성문학과가 폐과되고, 국어국문학과(80) 신설 인가

부학장에 황희영 박사가 취임

전자공학과(40)의 신설 인가 및 물리학과(40) 정원 증원

1965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 연합장로교와 남장로교 세

계 선교부의 한국 교육시찰단(The Education Survey Team)에 의해 국

내 4개 장로교계통 대학(숭실대학, 대전대학, 계명대학, 서울여자대학)

통합이 제기된 후, 1970. 9. 7 학교법인 숭실대학 이사회(제65회)가 학교

법인 남장로교 고등교육재단에 합병을 제의, 동년 9. 23 학교법인 연합

기독교 교육재단 (이사장 타요한 : J. E. Talmage)을 태동시키고 동년

10. 6 통합 학교명을 숭전대학(학장 김형남)으로 정하고 대전캠퍼스 책

임자로 황희영 부학장을 임명함

`71~`82

숭전대학(교)

1971. 1. 1 숭전대학 설립 인가

(대전캠퍼스 6개 학과 180명, 서울캠퍼스 14개 학과 400명, 총계 5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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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2.

1971. 12.

1971. 12. 17

대전캠퍼스의 전자공학과가 서울캠퍼스로 이전

제2교사(탈메이지홀) 착공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교의 인가를 얻어 숭전대학교로 승격, 양 캠퍼

스체제에 일반대학원(8개 학과)과 4개 단과대학(2부대 포함) 21개 학과

를 아래와 같이 설치

(총 입학정원 650명)

◇대전캠퍼스 : 문리과대학 - 문학부 : 국어국문학과(20), 영어영문학과(30)

(200명) 이학부 : 수학과(30), 물리학과(30), 화학과(30)

2 부대학 -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30), 경영학과(30)

◇서울캠퍼스 : 문리과대학 - 영어영문학과(30), 철학과(30), 사학과(20),

(450명) 사회사업학과(25), 전자계산학과(50)

법경대학 - 법학과(20), 경제학과(25), 경영학과(30), 무역학과(20)

공과대학 - 화학공학과(40), 섬유공학과(30), 전자공학과50),

전기공학과(40), 기계공학과(40)

◇대 학 원 :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화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석사 과정)

‘72~82

숭전대학교

1972. 2. 20

1972. 7.

1972. 10.

1972. 12.

1973. 2.

1973. 5.

1973. 12.

1974. 1.

1974. 6. 10.

1974. 12.

1975. 1.

1975. 8. 1

1975. 10.

1975. 12.

1976. 6.

1976. 12.

1977. 2. 12

1977. 6. 17

1977. 7. 15

제3대 총장(서울캠퍼스)에 김형남 박사, 부총장(대전캠퍼스)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탈메이지홀 1층 완공

문교부로부터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Pilot Institution, 문리과대

학, 법경대학)으로 선정(계열별 모집)

문리과대학에 가정교육과와 2부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신설

제4대 총장에 이한빈 박사, 재단 이사장에 김형남 박사가 취임

대학원에 국어국문학과 개설

탈메이지홀 2～4층 증축 착공

문리과대학에 일어교육과가 신설되고, 국어국문학과가 정원 증원

대학원에 물리학과(석사), 영어영문학과(박사) 신설

탈메이지 기념관(1,319평) 준공

미술교육과(2부)가문리과대학으로소속변경(대통령령 7448호, 관보 6934호)

대학원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

학군단 건물(181.5평)이 준공

미술교육과의 조소실이 준공

지역사회개발학과(30, 문리과대학), 국어교육과(40, 2부대) 신설 인가

가정교육과의 생활관(140평)이 준공

문리과대학에 식품영양학과(40)가 신설되고 국어교육과를 제외한 11

개 학과에 110명 증원

이한빈 총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총장직무 대리 및 서울캠퍼스 부총

장에 고범서 박사가 취임하고 대전캠퍼스 부총장에 박종민 박사가 취임

중앙도서관 착공(중앙로편 5층 건물 중 2개층)

제5대 총장에 고범서 박사 취임(취임식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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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2.

1978. 4. 4

1978. 6.

1978 . 7.

1978. 10. 7

1978. 10. 26

1979. 2. 20

1979. 3. 14

1979. 9. 7

1979. 8. 22

1979. 12.

1980. 4. 28

1980. 8.

1980. 9.

1980. 12. 10

1981. 3. 30

1981. 7. 18

1981. 8. 7

1981. 8. 28

1981. 9.

1981. 10. 20.

1981. 12. 4

1981. 12. 18

1982. 2. 11

문리과대학에 경영학과(50), 계산통계학과(40), 상업교육과(40), 생물학과(40),

회계학과(40)가신설인가되고일어교육과가일어일문학과로과명변경

(총 730명 계열별 모집)

중앙도서관 2층 완공 개관

화이트기념관 착공

김형남 이사장의 별세로 김창호 이사가 이사장에 취임

문리과대학에 응용미술과(40), 법경대학에 경제학과(40), 2부대학에 무

역학과(40), 영어영문학과(40)가 신설되고 수학과(40), 물리학과(40), 화

학과(40), 경영학과(50), 회계학과(60), 경영학과(10, 2부대학)에 240명

증원

일본 시코쿠학원대학(四國學院大學)과 자매 결연

제59차 이사회에서 단과대학 편제를 문리과대학, 법경대학 등 2개 단과

대학으로 편성하고 2부대학을 두기로 결의

대학교회 창립

문리과대학에 불어불문학과(40), 역사교육과(40), 법경대학에 행정학과

(40), 무역학과(40), 2부대학에 수학과(40), 회계학과(40)가 신설 인가, 영

어영문학과가 정원(40) 증원, 법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지역개발

학과로 과명 변경 (입학정원 1,410명)

화이트 기념관(1,553평) 준공

지역사회개발대학원이 설립 인가

연합기독교 고등교육재단 제66차 이사회에서 “숭전대학의 서울과 대전

의 각 대학을 완전 독립 경영”하기로 결의

인문학관 착공

문리과대학에도서관학과(40), 교육학과(40), 법경대학에법학과(80)가신

설 인가되고, 계산통계학과가 전자계산학과로 과명 변경(졸업정원제

실시로 기존 입학정원의 30% 증원하여 선발)

(졸업정원 1,610명, 모집정원 2,093명)

제69차 이사회에서 대전캠퍼스를 독립적인 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을 전

제로한 유지 이사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대전캠퍼스 독립 추진위

원회”(7인)에서 독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심의, 가결토록 함

긴급 이사회(1.20, 71차 속개)에서 동 재단산하에 “대전 숭전대학교”를 따

로 두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31일 분리 독립신청서 제출

고범서 박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총장 직무대리에 김주현 박사 집무

인문학관(2,657평, 현 문과대) 준공

대전캠퍼스 책임자로 2대 부총장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사회과학관 착공

제76차 이사회에서 제4대 이사장에 강신명 목사 취임, 총장 인선위원

회(5인) 구성

제77차 이사회에서 제4대 총장에 강신명 박사 선임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서길모 목사 선임

제6대 총장에 강신명 박사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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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3.

1982. 8. 5

1982. 10. 5

1982. 10. 26

1982. 11. 2

1982. 11. 16

중앙도서관(2,018평)이 일부 준공되어 개관

사회과학관(2,573평, 현 경상대)이 준공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가 신설 인가되고, 외국어교육과가 영어교

육과로 과명 변경(입학정원 2,145명). 교육부에 제출(4.20)한 “같은

재단하 2개교 운영안”이 “재단분리를 전제로 한 분리”로 수정 인가

재단이사회에서 재단의 분리를 결정하고 7인 전권위원회를 구성, 법

인 설립과 정관, 이사진 선출을 위임함

제1차 전권위원회에서 법인명을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결정하고

초대 이사장에 한완석 이사를 선임

법인이사회에서 교명을 한남대학으로 결정하고 19일 교육부에 법인 창

립신청서 제출

’83~86

한남대학

1983. 2. 24

1983. 2.

1983. 4. 12

1983. 4. 18

1983. 7. 8

1983. 9. 8

1983. 11. 2

1983. 11. 3

1984. 1. 22

1984. 6. 27

1984. 10.

1984. 10.

1984. 11. 20

1985. 2. 22

1985. 3. 9

1985. 4. 30

1985. 5.

1985. 5. 20

1985. 10. 30

제7대 학장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대전간호전문대학을 인수

구 도서관 3,4,5층(908평)이 증축되어 준공

자연사박물관 설립

이공학관 및 성지관을 착공

철학과(30), 정치외교학과(40), 건축공학과(40), 2부대학에 행정학과(40),

전자계산학과(40)를 신설 인가(입학정원 2,223명)

미국 St. Andrews대학과 자매결연

미국 Lynchburg대학과 자매결연

대만 동해대학교(東海大學校)와 자매결연

미국 카예이대학(Univ. of Puerto Rico Cajey College)과 자매결연

회화과(40), 토목공학과(40), 응용통계학과(40) 신설

이공학관(철근 콘크리트 3,815평)이 준공

학장직무 대리에 김수철 박사가 집무

제20차 재단이사회에서 제8대 학장에 이원설 박사를 선임(취임식 3.15)

미국 California State Univ.와 자매결연

종합대학교 인가신청서 제출(5개 단대 49개 학과)

법정학관(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 건물사용) 착공

청림정(조립식 181평) 준공

교육부로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 인가

(5개 대학 39개 학과, 입학정원 2,287명, 졸업정원 1,830명)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도서관학과, 철학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미술교육

과, 가정교육과

◇ 이공대학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자

계산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 경상대학 :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상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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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한남대학

1985. 11. 14

1986. 11. 15

1986. 1. 9

지역개발학과, 응용통계학과

◇ 법정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 야간강좌개설학과 : 영어영문학과, 전자계산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법인 정관개정(제24차 이사회), 관리처, 여학생부처장, 사회교육원 신설

대만 토지개혁훈련소(L.R.T.I)와 자매결연

제25차 재단이사회에서 제8대 총장에 이원설 박사를 선임

(교육부인가 1.15, 취임식 3.3)

1986~현재

한남대학교

1986. 3. 3

1986. 4. 15

1986. 8. 27

1986. 10. 30

1986. 11. 6

1986. 11. 13

1987. 1. 6

1987. 3. 21

1987. 3. 28

1987. 5. 1

1987. 5. 27

1987. 10. 21

1987. 10. 23

1988. 1. 14

1988. 4. 15

1988. 9. 20

1988. 9. 30

1988. 10. 29

1988. 11. 15

1988. 11. 24

1988. 11. 30

1989. 2. 10

1989. 3. 14

1989. 10. 22

제8대 총장 이원설 박사 취임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기념예배, 교문준공식, 상징탑 제막식, 정성균 동문기념비 제막 등)

성지관이 준공(연면적 905평, 1,612석 규모)

대전기독학원 제2대 이사장에 김오봉 이사를 선임(제32차 이사회, 취임

식 ’87.1.5)

전자공학과(60)가 신설 인가(입학정원 2,279명)

학생회관 착공 및 종합운동장 2차 공사

대전간호전문대학을 신성학원에 양도

총장자문위원회(22인)발족, 유림관(152평)착공 예배

미국 Seattle Pacific Univ.(총장 르시아나)와 자매결연

대학신문 창간 30주년

미국 Queens College와 자매결연

미국 King College와 자매결연

정보통신공학과(50)가 신설 인가되고, 철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자계산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

자공학과, 2부대학에 전자계산학과 정원증원(입학정원 2,070명, 졸업정원

제 폐지)

태국 방콕대학과 자매결연

법정학관(철근 콘크리트 3,281평)준공

종합운동장 개관

학생회관(철근 콘크리트 2,983평) 준공

(개관기념예배 겸 제1회 한남의 날 행사 개최, 10.4)

의류학과(40), 2부대학에 산업공학과(40), 사학과(40)가 신설인가

(입학정원 2,190명)

미국 Maryville대학과 자매결연

독일 Fachhochschule Wilhelms Haven과 자매결연

교육대학원이 설립 인가

필리핀 Univ. of The Philippines와 자매결연

중앙도서관 확장개관(총 3,626평, 현 1,3,4층 확장)

필리핀 De La Salle대학과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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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6

1989. 12. 12

1990. 3. 30

1990. 10. 16

1991. 4. 10

1991. 4. 25

1991. 10. 18

1991. 10. 22

1991. 10. 22

1991. 10. 30

1991. 11. 16

1991. 11. 18

1991. 11. 20

1991. 12. 1

1992. 3. 1

1992. 7. 30

1992. 7. 31

1992. 9. 1

1993. 5. 11

1993. 8. 17

1993. 11. 17

1994. 2. 25

1994. 5. 20

1994. 10.

1994. 10. 6

1995. 3. 23

1995. 9. 18

1995. 9. 26

1995. 10. 4

중소기업대학원(6개 학과)이 설립 인가되고, 이공대학이 이과대학, 공과

대학으로 분리되었으며, 기독교학과(40), 사회체육학과(40), 미생물학과

(40) 신설인가(7개 대학 47개 학과, 2,270명 전․후기 분할모집)

제48차 재단이사회에서 제9대 총장에 이원설 박사 연임 결의

캠퍼스 타운 준공(연면적 1,157평, 지하 1층, 지상 3층 2개동)

고분자학과(40)가 신설인가되고,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과명 변

경(입학정원 2,310명)

개교35주년 기념행사(기념예배, 명예박사 및 대학장수여, 축하음악회)

일본 오끼나와국제대학과 자매결연

중국 북경사범대학과 자매결연

공과대학(연면적 4,690평, 지하 1층 지상 12층) 착공

사회복지학과(40), 법학과(40)가 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신설인가

(입학정원 2,390명)

미국 13개 기독대학 연합체와 자매결연체결

대학원에 법학과(석사), 철학과(박사)가 신설인가(석사 280명, 박사 72

명), 중소기업대학원의 정원 증원(30명 증원, 계 120명)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15명 증원, 계 105명)

노천극장(연면적 2,000평, 2,000석 규모) 준공

기숙사(1,980평, 580명 수용, 인문학관 앞) 착공

제10대 총장에 박종민 박사가 취임(취임식 3.17)

대학원에 건축공학과(석사), 정치외교학과(석사), 전자계산공학과(박사)

가 신설인가(석사 306명, 박사 81명)되고, 중소기업대학원의 정원 증원

(20명 증원, 계 140명)

화학공학과(40)가 신설인가(입학정원 2,430명)

교육대학원에 전자계산교육전공 신설(15명 증원, 계120명)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4대 이사장에 김용균 이사가 취임

공과대학(연면적 5,115평, 지하 1층, 지상 12층) 준공

영국 Warwick대학과 자매결연

남․녀기숙사(연면적 1,980평, 580명 수용) 준공

대전․충남지역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19개 대학)

제1회 인돈 문화상에 김선태 목사(실로암 안과 운영이사) 수상

미국 Presbyterian대학과 자매결연

중․남부 대학 연합(Mid-South University Consortium)을 결성하

고, 회원대학(한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

학교, 호남대학교)간 협력 협약 조인

대전시 대덕구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대전시 대덕구 안산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체결

산업공학과(40) 신설,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통합하여 경영학부로 조정,

상업교육과(30)를 경영정보학과(30)로 학과 명칭 및 계열변경, 법정대학

은 법과대학(법학과),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

과)으로 분리(교육부 대행 12100-2338)(총입학정원:2,4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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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2

1995. 10. 18

1995. 10. 27

1995. 11. 30

1996. 3. 1

1996. 3. 28

1996. 4. 15

1996. 9. 5

1996. 10. 21

1996. 10. 24

1996. 11. 2

1997. 2. 24

1997. 9. 29

1997. 10. 25

중․남부 대학 연합 제3차 회의(경남대학교 주최)에서 관동대학교, 아주대

학교를 추가 가입키로 결의, 전문대학원간 학점상호교류 인정 협약 조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기독교학과, 토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신

설하고 인문계열에 30명 증원, 박사과정에 법학과, 행정학과를 신설하

고 인문계열에 40명 증원

◦산업대학원 인가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산업전자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재산권공학

과), 총정원 80명 신설

◦지역개발대학원에 언론홍보학과, 국제학과, 조형미술학과, 생활체육학

과, 협동조합학과 신설,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지역사회개발학과와 사회복

지학과로 분리, 50명 증원

(교육부 대행 81413-2047호)

◦교육대학원에 일어교육, 역사교육, 체육교육전공 신설, 30명 증원

제2회 인돈문화상에 대천덕신부(예수원 설립자, 명예원장) 수상

중․남부대학 연합 제4차 회의를 주관하고 명칭을 한국지역대학연합

(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으로 변경

제11대 총장에 김세열 박사가 취임(취임식 3. 15)

한국지역대학연합 회원간 학술정보자료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제3대 인돈문화상에 여수 애양재활병원 수상

경영진단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LG-EDS와의 조인식 체결

교육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교육․연구의 수월성 분야) 선정

기계공학과(주간 60, 야간 40)와 중국학과(주간 40) 신설, 고분자학

과(10), 미생물학과(10), 경영정보학과(10), 법학과(10), 사회복지학과

(10), 정보통신공학과(10), 화학공학과(20)의정원증원, “전자계산공학과”

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및 정원 90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하고,

“토목공학과”를 “토목환경공학과”로 명칭 변경

(교육부 대학12100-378)(입학정원 : 주간 2,180명, 야간 480명, 계 2,660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생물학과, 가

정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문사회계열에 30명 증원, 자연과학계열에 30명

증원, 박사과정에 공학계열 10명 증원

지역개발대학원에 지역발전정책학과를 신설하고 67명 증원, 중소기업대

학원에 관광경영학과 신설(교육부 대학 81423-408호)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여건개선과 질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실

시된 1996년도 대학 종합평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에서 본교 학부

및 대학원 평가 인정.

‘98학년도 사범계학과 가정교육과(30명) 폐과, 사회과학대학에 아동복지학

과(30명)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학과, 박사과정에 정보통신공학과를 신설, “중소

기업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을 “정보산업대학원”으로

중소기업대학원 “정보관리학과”를 “경영정보학과”로 산업대학원의 “산업

전자공학과”를 전자정보공학과로 명칭 변경(대학 81423-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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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5

1997. 11. 22

1998. 2. 11

1998. 2. 27

1998. 3. 2

1998.4.22~23

1998. 5. 7

1998. 5. 15

1998. 5. 20

1998. 5. 29

1998.5.29~30

1998. 6. 15

1998. 6. 22

1998. 7. 10

1998. 8. 20

1998. 8. 21

1998. 9. 1

1998. 10. 19

멀티미디어학부(120), 아동복지학과(40)를신설, 법학과(주간20, 야간10)응

용미술과(20) 회화과(20)의 정원증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

학과, 미생물학과”를 “자연과학부”로 “경제학과, 중국학과”를 “중국․경

제학부”로 학과를 통합, “경영학부”를 “경영학과(주간100, 야간50), 회

계학과(주간100, 야간40)”로 분리, “사회체육학과”를 “생활체육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멀티미디어대학 신설(대학 81413-1284)

(입학정원 : 주간 2,370명, 야간 490명, 계 2,860명)

특수대학원으로 “학제신학대학원”과 “행정정책대학원”을 신설하고, 학제신학

대학원에 “목회신학과”와 “목회상담학과” 30명, 행정정책대학원에 “공공정책

학과”와 “안보국방정책학과” 30명을신설(학무81412-2191)

가상대학프로그램시범운영및실험운영대학선정(교육부 대학 81413-1284호)

‘9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2,414명 졸업, 학사 2,089명, 대학원 102명

(석사 92명, 박사 9명, 명예박사 1명), 지역개발대학원 169명(석사 27명,

목회상담학 55명, 최고지도자 87명), 교육대학원 20명(석사 20명), 중소기

업대학원 34명(석사 13명, 최고경영자 21명)

‘98학년도 입학식(학부 2896명)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제9차 총회(울산대)

종합정보시스템 및 학생서비스센타 개관식(14:00 공대 12층)

‘98 창업 보육센타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타 신청관련 실사

벤처창업관련초청특강(공대 1층 15:00, 국가의벤처기업지원과특허정책)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자연사랑실천대회(울산대)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타 지원신청(정보통신부)

산학협동연구원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중소기업청 입지 55477-123호)

‘98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서 제출(교육부 대학지원과)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신청서 제출

‘9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393명 졸업, 학사 211명, 대학원 37명(석

사 27명, 박사 10명), 지역개발대학원 68명(석사 34명, 최고지도자 34명),

교육대학원 35명(석사 35명), 경영대학원 20명(석사 16명, 최고경영자 4

명), 정보산업대학원 11명(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11명(목회상담지

도자 11명)

산학협동연구원 설립

주간에 역사철학부 사학과(40명),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40명) 신

설,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야간 40명 폐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야간 10명 감원하여 입학정원 2,910명(야간 440명)-(사회복지학전공 주

간 30명, 중국경제학부 주간 40명 증원,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야간 40명

을 주간 40명으로 조정,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야간 10명을 주간

으로 조정)

자연과학부 280명(수학전공, 광.전자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응용과학부 90명(식품영양학전공, 의류학전공), 컴퓨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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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3

1998. 12. 2

1998. 12. 23

1999. 1. 4

1999. 2. 6

1999. 2. 19

1999. 4. 2

1999. 4. 12

1999. 5. 27

1999. 6. 16

~ 7. 3

1999. 7. 15

자통신공학부 230(50)명(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

공(주.야)),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명(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부180(80)명(기계공학전공(주.야), 산업공학전공(주.야)), 화

공.고분자공학부 110명(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멀티미디어학부

120명(컨텐트전공, 비즈니스전공), 인문학부 80명(국어국문학전공, 문헌

정보학전공), 영.일어문학부 160(40)(영어영문학전공(주.야), 일어일문학전

공), 유럽어문학부 80명(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역사철학부 80

명(철학전공, 사학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120명(공예디자인전공, 회

화전공), 기독교학과 40명, 국어교육과 40명, 영어교육과 40명, 교육학과

40명, 역사교육과 40명, 미술교육과 30명, 생활체육학과 40명, 경영학부

410(130명(경영학전공(주.야), 회계학전공(주.야), 국제통상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 전공), 중국.경제학부 140명(중국전공, 경제전공, 정보통계전

공), 법학부 160(60)명(법학전공(주.야)), 사회과학부 160(40)명(행정학전

공(주.야), 정치언론.국제학전공, 지역개발학전공), 사회복지학부 120(40)

명)(사회복지학전공(주.야), 아동복지학전공)(대제81413-526호)

(17개학부 7개학과 입학정원 : 주간 2,470명, 야간 440명, 계 2,910명)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기독교학과, 교육학과, 생물학과(학연과정), 건축공

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영

정보학과, 미생물학과(학연과정), 생물학과(학연과정), 체육학과신설, 가정

교육과를 아동복지학과로 고분자학과를 공학계열 고분자공학과로 변경

특수대학원중 지역개발대학원 석사과정에 문학예술학과, 사회상담학과

신설, 국제통상학과 폐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영정책학과, 국제통

상학과 신설, 정보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산업재산권학과 폐지,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 과정에 특수법무학과, 지방정치학과 신설(학술81610-873호)

교육부 학사개혁 우수대학 선정(전국 국사립 중 43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연면적 340평, 지하 1층, 지상 2층)

중소기업청 대전 충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자금 55470-1호)

대전․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타 개소식(전산원 112호실)

199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총 2,227명 졸업, 학사 1,947명, 대학원

106명(석사 90명, 박사 16명), 지역개발대학원 84명(석사 32명, 최고지도

자 52명), 교육대학원 25명(석사 25명), 경영대학원 26명(석사 15명, 최고

지도자 11명), 정보산업대학원 5명(석사 5명), 학제신학대학원 34명(목회

상담지도자 34명)

중소기업청 기술지도대학 지정(TRITAS)(중소기업청 기지 55530-121호,

지정 제99-11호)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과 자매결연

해군대학과 자매결연

제5차 중국고위관료 “시장경제 배우기” 연수 실시(중국 국가계획 발전위

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 15명)

대전동산초등학교와 독서교육을 목적으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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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20

1999. 8. 20

1999. 9. 1

1999. 9. 21

1999. 10. 1

1999. 10. 14

1999. 10. 26

1999. 11. 2

1999. 11. 19

1999. 11. 24

1999. 12. 16

2000. 2. 3

2000. 2. 15

2000. 2. 18

2000. 3. 1

2000. 4. 29

2000. 5. 26

2000. 7. 15

2000. 8. 8

교육부 BK21 사업 “지역대학 육성분야” 신청서 제출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388명 졸업, 학사 155명, 대학원 50명(석

사 34명, 박사 15명, 명예박사 1명), 지역개발대학원 95명(석사 46명, 최

고지도자 49명), 교육대학원 34명(석사 34명), 경영대학원 20명(석사 19

명, 최고경영자 1명), 정보산업대학원 15명(석사 15명), 학제신학대학원 5

명(석사 5명), 행정정책대학원 14명(석사 14명)

교육부 BK21 사업 “지역대학 육성분야” 선정(교육부 대원81610-51호)

육군대학과 자매결연

학술정보관 준공(대덕구 건축 제58551-390호)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대행 제81413-287호)

총정원 2,970명(460명) 〈신설〉인문학부 문예창작전공(야간 40명), 지적재

산권법학전공(주간 40명), 〈증원〉생활체육학과 20명, 〈모집단위통합〉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50)(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 멀티미

디어전공, 컴퓨터전공),〈명칭변경〉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디자인

전공),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술정보공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 협

약 체결

2000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대원 제45160-309호)

일반대학원 박사 8명증원,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 20명, 박사 10명 증원,

경영대학원 10명 증원, 정보산업대학원 10명 증원, 학제신학대학원 10명

증원, 행정정책대학원 15명 증원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교양 제81413-237호)

총 정원 140명 초등영어교육전공 30명 증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와 체험학습 교육에 관한 협약 체결

학술정보관 개관(총 7,141.04㎡. 지하2층, 지상4층)

제12대 신윤표 총장 선임(법인 제100-324호)

학술정보관 등기 완료 총 7,141.04㎡(동대전 소유권 보존 제6726호) 지하

1,360.8㎡, 1층 1,442.39㎡, 2층 1,442.39㎡, 3층 1,447.73㎡, 4층 1,447.73㎡

199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2,326명 졸업, 학사 1,969명, 대학원 126

명(석사 111명, 박사 15명), 지역개발대학원 108명(석사 37명, 최고지도

자과정 71명), 교육대학원 46명(석사 46명), 경영대학원 38명(석사 28명,

최고경영자 10명), 학제신학대학원 20명(목회상담지도자과정 20명), 행정

정책대학원 6명(석사 6명)

제12대 신윤표 총장 취임

대학발전 후원회 결성식(초대 회장 박종윤 세창 회장)

제7차 한국지역대학연합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호남대학교)

한남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일반학술교류협정 조인식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대행 제81440-1300호)

총 정원 3,000명(460명)〈신설〉사회과학부 여성경찰행정학전공(30명),

〈명칭변경〉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구 생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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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25

2000. 9. 6

2000. 10. 6

2000. 10. 10

2000. 11. 23

2000. 12. 18

2000. 12. 27

2001. 1. 31

2001. 2. 8

2001. 2. 16

2001. 3. 6

2001. 4. 11

2001. 4. 26

2001. 5. 9

2001. 5. 10

2001. 5. 23

2001. 5. 29

2001. 6. 5

2001. 6. 8

2001. 6. 18

2001. 6. 20

19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553명 졸업, 학사 238명, 대학원 55명(석

사 40명, 박사 15명), 지역개발대학원 115명(석사 43명, 최고지도자 72

명), 교육대학원 47명(석사 47명), 경영대학원 68명(석사 47명, 최고경영

자 21명), 정보산업대학원 11명(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10명(석사 7

명, 목회상담지도자 3명), 행정정책대학원 9명(석사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건축(공)학/법학분야 학문평가 우수대학 인정

(대교협 평가 2000-116)

교육부 사학기관 재정평가 담당자 연수(전국 170개 대학)

충남지방경찰청 “경․학 협력 조인식”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학연 협력 협동과정 석.박사과정 설치 협약

한국수자원공사와 "산․학 협약 조인식"

특허청과 "관․학협약" 체결(지적재산권의연구 및교육에관한업무협약)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6대 김삼환 이사장 취임

중국 ‘합비연합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제39회 전기 학위 수여식 총 2,362명 졸업, 학사 1,972명, 대학원 118명

(석사 101명, 박사 17명), 지역개발대학원 96명(석사 83명, 최고지도자과

정 13명), 교육대학원 38명(석사 38명), 경영대학원 71명(석사 48명, 최고

경영자과정 23명), 정보산업대학원 29명(석사 29명), 학제신학대학원 19

명(석사 6명, 목회상담자과정 13명), 행정정책대학원 19명(석사 19명)

SPR(Solution Providing Resources Inc)과협력관계 유지 및 업무협약체결

제45주년 기념 감사 예배

국회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한국지역대학연합 제15차 총회 주관 개최, 지방대학 위기 극복 공조를

위한 ‘3개 대학 연합’ 출범(한남대-충남대-한밭대)

한국 IBM(주)와 산․학 협력을 위한 협약 조인

한남 제2창학 선언 및 한남인돈문화상(탁신애 신애정신병원 명예원장),

자랑스런 한남인상 시상(강복환 충청남도 교육감, 김동신 국방부장관,

맹용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재선 국회의원)

제주교육대학교와 학술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지역대학연합 자연사랑 실천대회 주관

건양대학교병원과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신설: 조형예술학부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 40), 폐과: 산업공․기계공

학부 기계공학전공(야 40), 학부분리 등: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와 문헌정보학과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와 일어

일문학과로,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로, 정보통신․멀티미디어학부(전

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중국․경제학부(중국

전공, 경제전공)와 정보통계전공으로,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기계공학학

부(산업시스템공학전공), 사회․아동복지학부(한남대 제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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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1

2001. 8. 17

2001. 9. 11

2001. 10. 18

2001. 10. 30

2001. 12. 20

2002. 2. 15

2002. 2. 27

2002. 3. 1

2002. 3. 4

2002. 3. 6

2002. 3.

2002. 3. 7

2002. 3. 7

2002. 3. 12

2002. 3. 28

2002. 4. 10

2002. 4. 18

2002. 4.

2002. 5. 10

2002. 5. 22

2002. 5. 22

2002. 5. 23

～24

2002. 5. 30

(주) 브릿지북코리아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제39회 후기 학위수여식 총563명 졸업, 학사 285명(문학 90명, 이학 41

명, 공학 37명, 경제 27명, 행정 8명, 법학 20명, 정치 4명, 미술 11명, 체

육 8명, 경영 39명), 대학원 37명(석사 31명, 박사 6명), 지역개발대학원

104명(석사 47명, 최고지도자과정 57명), 교육대학원 66명(석사 66명), 경

영대학원 37명(석사 15명, 최고경영자 22명), 정보산업대학원 1명(석사 1

명), 학제신학대학원 17명(석사 14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3명), 행정정책

대학원 16명(석사 16명) 발전기금 1억원 수탁(하나은행)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신설: 아동교육전공, 폐과: 가정교육전공(교육인적자원부 교양 81840-540)

중소기업청과의 대학기술 이전 업무 협약

사회과학대 여성경찰행정학과(사회과학부 여성경찰행정학전공에서 모집

단위 변경)

학생중앙군사학교 주관 2001년도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한남대 학군단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제15호)

2001학년도 전기(40회) 학위 수여식

(학사 2,023명, 석사 312명, 박사 17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15명,

최고경영자과정 29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1학년도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교양교육분

야, 디자인분야 우수대학으로 평가 인정(대교협 평가 제2002-11호)

지역개발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신설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985명)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김무헌, 박창도, 김광열)

중소기업청지정 2002년 창업보육센타 확장기관 사업자로 선정

포스데이타(주)와 산학협력 조인식

교내 무선랜(LAN) 구축 서비스 실시

행정정책대학원 계룡대분원 개원식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개교 46주년 기념 감사예배

(주)해비토와 산․학․연 협약 조인식

세계식물표본관 총람(Index Herbarium) 등재 - "HNHM"

한남인재개발원 산하 한국어학당 신설 (초대원장: 강정희 교수)

대학원의 IT관련 필리핀 분교 설립 협정식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Dr. Puno)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Dr. Puno 박사에게 대학장 수여

필리핀의 4개 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Nneve Ecija University

․Don Honorio Ventura College of Arts and Trades

․Pampanga Agricultural College

․Tarlac State University

제17차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회의 참가(아주대)



- 14 -

2002. 6. 4

2002. 6. 14

2002. 6. 21

2002. 6. 25

2002. 6. 25

2002. 6. 28

2002. 6. 29

2002. 6. 30

2002. 7. 9

2002. 8. 16

2002. 8. 23

2002. 9. 4

2002. 9. 14

2002. 10. 4,5

2002. 10. 23

～25

2002. 10. 31

2002. 10. 30

2002. 11. 20

2002.11.28,29

2002. 12. 4

2002. 12. 15

2003. 2. 14

혜천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대덕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기독교공동체 예수마을과 자매결연 조인식

대전보건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지역개발대학원을 사회문화과학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003학년도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4년제), 건축학전공(5년제))와 토목환경

공학과로 분리

호서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조인식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

(선택2분야 - 대학별 자체 교육실천)

성지관 대기실 증축(지상 1층 108.44㎡)

SK Telecom과 구내무선전화 서비스 및 산학협력 협약체결 조인식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311명, 석사210명, 박사 15명, 공개

과정 34명)

(주)디프랩과 산학협력 및 상호연구개발 협력 체결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김수철, 김근재, 박남하)

행정정책대학원에 행정관리학과 신설

제2회 전국목구조기술경진대회 개최

산학협력중국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IT 산업발전심포지움참석(중국북경)

․국가계획위원회와 교육훈련관련 협약조인

․북경사무소 설치 협약조인

․IT세미나 및 한중IT 기업설명회 개최

․대외경제무역대학 방문(3+1관련)

개교 46주년 기념 한남의 날 행사

(한남인돈문화상 시상: 계의돈 박사, 故 정성균 선교사

자랑스런한남인상 시상: 설동호 한밭대총장, 임영호 동구청장)

2003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교육인적자원부 대행 81510-1253)

경영대학원 5명 증원, 정보산업대학원 5명 증원, 행정정책대학원 25명

증원, 학제신학대학원 5명 증원

지역개발대학원 행정관리학과 폐지(행정정책대학원으로 이관), 패션디자

인학과 폐지, 정보산업대학원 정보기술학과 신설, 행정정책대학원 공공

정책학과를 행정정책학과로 명칭변경, 행정관리학과를 경찰행정학과로

명칭변경, 정보통계학과 신설

제1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및 인문학 세미나 참석 (계명대학교)

해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서 조인식

대전성지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2학년도 전기(41회) 학위 수여식 총 2,523명 졸업,

(학사 2,059명, 일반대학원 111명(석사 93명, 박사 18명), 지역개발대학원

105명(석사 88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15명, 고위미용예술인과정 2

명), 교육대학원 석사 53명, 경영대학원 76명(석사 65명,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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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2003. 2. 23

2003. 3. 1

2003. 3. 1

2003. 3. 3

2003. 3. 5

2003. 4. 7

2003. 4. 9

2003. 4. 13

2003. 4. 16

2003. 4. 18

2003. 4. 18

2003. 4. 28

2003. 5. 11

2003. 5. 18

2003. 5. 22

2003. 5. 23

2003.5.29~30

2003. 5. 15

2003. 7. 9

2003. 7. 30

2003. 8. 1

2003. 8. 5

2003. 8. 14

과정 11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38명, 학제신학대학원 47명(석사 35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12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34명)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결과 ‘우수’대학 인정

대전삼성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지역개발대학원을 사회문화과학대학원으로 명칭변경

사회문화과학대학원에 아동영어학과와 외식급식학과 신설, 언론홍보학과

를 언론홍보광고학과로 명칭변경, 지역사회개발학과를 평생교육사회학과

로 명칭변경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3,055명)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강선구교수)

충청남도와 소속공무원 위탁교육 협약 조인식

국가조찬기도회장에 ‘한남대 역사 특별전시회’ (코엑스전시장)

대전선창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개교 47주년 기념 감사예배 (30년근속 1명, 20년근속 14명, 10년근속 25

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 우수교원 3명, 공로표창 2명)

故 김세열 전총장 한남대학교 학교장

공군본부와 학․군교류 협정 체결

필리핀 6개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 Palompon Institute of Technology

- Bulacan National Agricultural State College

- Leyte Institute of Technology

- Tiburcio Tancinoco Memori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Naval Institute of Technology

- Aurora State College of Technology

대전문창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태평성결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개교 47주년 기념 디지털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한남역사

창업보육센터 증축(342평) 완공 감사예배

제19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참가 (경남대학교)

산업자원부 지원 무역실무사업단(Trade Incubator) 참여대학으로 지정

(산업자원부 무역53230-184)

대전전민제일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실로암금주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교육대학원 아동교육전공을 유아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2004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일반대학원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멀티미디어공

학과 석사과정,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신설,사회문화과학대학원에 골프

학과 신설, 정보산업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 신설(한남대 제908호)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595명 졸업,

(학사 289명, 일반대학원 83명(박사 15명, 석사 35명, 필리핀IT전공석사 33

명), 사회문화과학대학원 41명(석사 31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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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9

2003. 8. 28

2003. 9. 1

2003. 9. 1

2003. 9. 3

2003. 9. 21

2003. 9. 30

2003. 9.

2003. 10. 5

2003. 10. 10

2003. 10. 22

2003. 10.

2003. 11.6~7

2003. 11. 13

2003. 12. 3

2004. 1. 4

2004. 2. 13

고위미용예술인과정 3명), 교육대학원 석사 77명, 경영대학원 65명(석사

29명, 최고경영자과정 36명), 정보산업대학원석사 1명, 학제신학대학원 24

명(석사 21명, 목회자상담과정 3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5명)

Lester L. Wolff 명예박사 학위 수여(세계평화봉사단 총재)

건양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유럽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을 프랑스어문학전공으로, 독어독문학전공

을 독일어문학전공으로 명칭변경, 화공․고분자공학부를 생명화공정보신

소재공학부로, 화학공학전공을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으로, 고분자공학전

공을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 지적재산권법학전공을 특허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한남대 제1071호 )

직제조정

신설: 교무연구처 교수학습지원센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칭변경: 정보통신교육원을 “국제IT교육센터”로, 경제및국제지역연구소를

“경제연구소”로, 과학기술법연구소를 “과학기술법연구원”으로 명칭변경

환송및개강감사예배(정년퇴임교수: 최국병, 직원: 김갑수, 안치운, 임영철)

대전가양감리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을지의과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제4회 기술혁신대전 산․학․연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대전빈들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과학기술부 지정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개소

대전지역 4개 대학(한남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외국어 강의 학점교

류 협정 조인

대전지역 15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조인식

(대전명석고, 충남여고, 대전만년고, 동방여고, 대전동산고, 유성여고, 대전중앙고,

남대전고, 대신고, 서일여고, 서일고, 서대전여고, 동대전고, 대전북고, 보문고)

제20차 한국지역대학연합(RUCK)회의 참가 (전주대학교)

개교 47주년 기념 한남의 날 행사

(인돈문화상홍순명 교장, 자랑스런한남인상장만기 동문, 한상봉 동문)

특수대학원으로 “스포츠과학대학원”(입학정원 20명)을 신설하고 생활체

육학과, 골프학과, 태권도학과를 신설, 사회문화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

20명을 감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협력단 평가결과 본교 산학협동연구원

이 “중소기업협력단 우수기관”으로 선정(중소기업청 기술55134-221)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3학년도 전기(42회) 학위 수여식 총 2,663명 졸업

(학사 2,237명, 일반대학원 113명(석사 98명, 박사 15명), 사회문화과학대학원

63명 (석사 54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9명), 교육대학원 석사 41

명,경영대학원 83명(석사 54명, 최고경영자과정 29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9명 학제신학대학원 58명(석사 26명, 공개강좌과정 32명), 행정정

책대학원 석사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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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7

2004. 3. 2

2004. 3. 19

2004. 4. 9

2004. 4. 14

2004. 5. 3

2004. 5. 19

2004. 5. 19

2004. 5. 24

2004. 5. 24

2004. 6. 8

2004. 6. 10

2004. 7. 20

2004. 7. 20

2004. 8. 1

2004. 8. 10

2004. 8. 12

제13대 이상윤 총장 취임

200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968명)

혜광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특수법인) 설립등기

개교 48주년 기념 예배 (30년근속 1명, 20년근속 17명, 10년근속 13명,

우수직원 11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공로표창 6명, 미천장학생 22명)

학술진흥재단연구비 중앙관리 실사결과 A등급 획득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발전기금기부자예우를 위한 “명예의전당 헌정식”

중국 요동학원과 자매결연 체결

Liaoning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호주 Wesley Mission과 자매결연 체결

중국 하문대학 해외교육학원과 자매결연 체결

2005 대학 정원조정

- 단과대학 신설: 미술대학(디자인학과 100(40), 회화과60명),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45명)

- 학과(전공)폐지: 산업시스템전공(야) 40명

- 학과(전공)증원: 산업시스템공학전공(주) 20명

- 주․야간전환: 문예창작전공(야) 40명ð문예창작전공(주) 40명

- 학과(전공)명칭변경: 미생물학전공(생명공학과), 도시․지역계획전공

(도시부동산학과), 영어영문학전공(야)(아동영어학전공(야)), 디지털문

화이벤트 전공(야)(디지인학과(야))

- 학부제조정: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문과대학 사학과, 철학

과),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미생물학전공(이과대학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생명화공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공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정보신소재

공학과),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주,야),

회계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전공(주,야), 국제통상학전공(주,야), (경상

대학 경영학과(주,야), 회계학과(주,야), 경영정보학과(주,야), 국제통상

학과(주,야), 사회과학부 정치언론․국제학전공, 도시․지역계획전공,

행정학전공(주,야),(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행정학과(주,야)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신설: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주 Cornerstone Community Inc.와 해외봉사프로그램 협력기관 체결

2005학년도 대학 정원조정(추가)

-학부제조정: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정보통

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과 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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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3

2004. 8. 18

2004. 9. 14

2004. 10. 3

2004. 10. 15

2004. 10. 22

2004. 10.

2004.11.10~11

2004. 11. 12

2004. 11. 16

2004. 11. 21

2004. 12. 6

2004. 12. 9

2004. 12. 31

2005. 2. 3

2005. 2. 15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566명 졸업

(학사 358명, 일반대학원 32명(석사 25명, 박사 7명), 사회문화과학대학

원 40명(석사 32명, 공개과정 8명), 교육대학원 석사 61명, 경영대학원

40명(석사 19명, 최고경영자과정 21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명, 학제

신학대학원 13명(석사 8명, 공개과정 5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9명,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 1명

필리핀 IT 학위과정 MOA 체결

- 가비테 주립대학: IT분야 석사과정

- 블라칸 주립대학: 산업공학분야 석사과정

- 필리핀 기술대학 : IT분야 박사과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학술․연구교류 협력관련 협약체결

제2캠퍼스 부지및 건물매입(전민동 인바오넷 및 제노텍 사옥)계약

- 부지: 28,854평

- 건물: 5.626평

베트남 Hanoi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석사과정 신설 및 정원 증원(5명)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비학위과정 승인(정원 30명)

(교원양성연수과 6043호관련)

학예사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개교 48주년 기념 한남의날 개최

- 한반도 평화기원 통일나무 기념식수 및 사진 전시회

- 한남대학교 군․학발전위원회 발족식

- 인돈문학상 및 자랑스런 자랑스런 한남인상 시상식

(인돈문학상: 서정운, 김영길)

(자랑스런 한남인상: 박성운, 정일남, 김창수, 권상우, 정남진, 남해일)

-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소인 Promega와 한남대학교와의 국제협약

- 명예이학박사수여: William A. Linton Ⅲ(Promega Co. 대표)

- 대학장수여 :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참TV-한남대학교간 산학협력 체결

미국 Western Kentucky University와 자매결연체결

인도네시아 Gadgjah Mada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 Gippson Campus와 자매결연 체결

러시아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와 자매결연 체결

(주)대덕넷과 산․학협력 협약

2004학년도 전기(43회) 학위 수여식 총 2,609명 졸업

(학사2,163명, 일반대학원130명(석사111명,박사19명), 사회문화과학대

학원 72명(석사65명, 공개강좌 7명), 교육대학원 석사 36명, 경영대학

원 69명(석사37명, 최고경영자과정32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8명,

학제신학대학원 71명(석사 42명, 공개강좌 29명), 행정정책대학원 석

사35명, 스포츠과학대학원 5명(석사4명, 공개강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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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0

2005. 4. 13

2005. 4. 18

2005. 4. 22

2005. 5. 18

2005. 5. 23

2005. 5. 25

2005. 6. 14

2005. 6. 15

2005. 6. 15

대전광역시와 복지만두레 참여 협약

개교 49주년 기념 예배(30년근속 3명, 20년근속 17명, 10년근속 29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회 22명)

중국 Northwest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충남이업종교류연합회와 한․학협력 협약

대전산업단지협회와 산․학협력협약

모르코 Al Akhaway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연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학점교류 등)

중국 Yunna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옥천군 포동리 마을과 농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2006학년도 학부 정원조정

- 대학 및 학과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국제통상학과(무역학과), 중국․경

제학부(중국통상․경제학부), 여성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 글로벌

칼리지(린튼글로벌칼리지)

- 학부분리 조정

컴퓨터공학전공(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

학전공(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전공(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

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 주간학과 정원감축 (-30명)

광․전자물리학과(-10명), 컴퓨터공학과(-10명), 전자공학과(-5명), 정

보통신공학과(-5명)

- 야간학과의 정원조정 205명(야간 5개학과 유지 160명)

- 정원 증원(+195명)

건축학부(70명)(+10명), 행정학과(70명)(+30명), 경찰행정학과(60

명)(+30명), 무역학과(60명)(+20명), 경영정보학과(50명)(+10명), 중국

경제학부140명(+40명), 경영학과110명(+10명), 영어영문전공90명(+10

명), 법학부(155명)(+35명)

- 학과 신설 : 컨벤션산업학과 40명(+40명)

- 학사편제 자체 조정

이과대학 → 생명․나노과학대학, 자연과학부(화학전공, 생명과학전

공) → 바이오과학부(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공과대학(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 나노과학부

(화학전공,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일반대학원 : 학위 입학정원조정, 학과신설 및 폐지

대학원 정원조정

- 석사과정 입학정원을 45명 감원하고, 박사과정을 30명 증원

- 총 정원 감축(△15명)

- 박사과정 체육학과 신설

- 석사과정 의류학과 폐지

사회문화대학원 : 폐과 6개학과, 명칭변경 1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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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8

2005. 7 . 5

2005. 7. 5

2005. 7. 28

2005. 7. 30

2005. 8. 16

2005. 8. 30

2005. 9. 2

2005. 9. 5

2005. 9. 13

2005. 10. 6

2005. 10. 13

2005. 10. 17

2005. 10. 18

2005. 10. 19

2005. 10. 23

2005. 11. 1

2005. 11. 4

2005. 11. 8

2005. 11. 8

2005. 11. 10

2005. 11. 16

2005. 11. 17

2005. 12. 1

2005. 12. 26

2006. 1. 6

2006. 1. 8

2006. 2.

- 폐과 : 디지털경제학과, 자산관리학과, 평생교육사회학과, 도시및지

역계획학과, 외식급식학과, 태권도학과

- 명칭변경 : 비즈니스컨설팅학과-창업컨설팅학과

조은이웃(주)와 산․학협력협약

대전시 상인연합회와 산․학협력협약(재래시장활성화, 발전기금유치)

대전지역 6개 대학 도서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협약체결(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와 산․학협력협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이용계약

필리핀 The Manila Times School of Journalism 교류 협정 체결

한동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상호학점교류 인정 등)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학술교류․봉사협정

사회복지법인 자유인회와 자매결연(탈북인협회)

미국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류 협정 체결

대덕구 보건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학협약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현지방문평가 실시 (2005.10.13-15)

충남기계공고와 한국어 위탁교육에 관한 협정

2005년 교육대학원 평가

제11회 독서문화상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상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

인도네시아 Universitas Kristen Indonesia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덕밸리캠퍼스 양규환 부총장 취임

대전한국병원과 협약(진료비 감면 등)

대전지방노동청과 관․학협력 협약(학생 취업지원 등)

2005년 학문분야평가 (일어일문학 분야, 체육학분야)

충남 금산군과 관․학협력 협약(재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일본 Mukogawa Women'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 협정(현장실습 학점인정 등)

2005년 학문분야 평가 (국어국문학 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2006년도대학원 정원감축 현황(특수대학원 포함총 101명감축 실시)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

사회문화대학원 150-120명(30명감원), 경영대학원 71명-40명(31명감

원), 정보산업대학원 47명-30명(17명 감원), 행정정책대학원 70명-50

명(20명 감원) , 학제신학대학원 45명-50명(5명증원)

-국방전략대학원 40명신설

경영학과 (MBA과정, CI4전공)(경영학석사, 창업컨설팅학과(경영학석

사), 안보국방정책학과(군사학석사), 국방획득관리학과(국방획득관리학

석사), 정보보호학과(공학석사))

중국 Nank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Tsinghu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학종합평가 “종합우수대학”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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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10

2006. 2. 10

2006. 2. 6

2006. 3. 1

2006. 3. 3

2006. 3. 20

2006. 4. 1

2006. 4. 12

2006. 4. 17

2006. 4. 19

2006. 4. 20

2006. 4. 26

2006. 4. 27

2006. 5. 8

2006. 5. 15

2006. 5. 18

2006. 6. 13

2006. 6. 20

2006. 7. 3

2006. 7. 3

2006. 7. 19

2006. 9.

학위 수여식

- 2005학년도 전기(44회) 총 2,491명 졸업

학사 2,081명, 일반대학원 109명(석사 87명, 박사 22명), 사회문화대학

원 71명(석사 60명, 공개강좌 11명), 교육대학원 석사 60명, 경영대학

원 42명(석사 28명, 최고경영자과정 14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7명,

학제신학대학원 80명(석사 35명, 공개강좌 45명), 행정정책대학원 석

사 31명

- 2004학년도 후기(43회) 총 587명 졸업

학사 379명, 일반대학원 54명(석사 36명, 박사 18명), 사회문화대학원

30명(석사 24명, 공개강좌 6명), 교육대학원 석사 54명, 경영대학원 32

명(석사 14명, 최고경영자과정 18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6명, 학제

신학대학원 10명(석사 3명, 공개강좌 7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22명

한남대학교 생명나노공학연구원 신설

일반대학원 : 학위 입학정원 조정, 학과폐지

- 석사과정 인문사회계 독일어문학과 폐지

- 박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 건설공학과 폐지

대덕밸리캠퍼스 분관 259.17㎡ 개관(대덕밸리 학술정보실 개관, 전공

자료실 1실, 전자정보실 1실, 자유열람실 2실 운영)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나노과학기술 관련 상호간 공동연구 및 연

구교류 협약 체결

미국 Asia Pacific Colleg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Providence College & Seminary 자매결연협정 체결

개교 제50주년 기념 감사예배(40년근속 1명, 30년속 2명, 20년근속 25명,

10년근속 17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생 22명)

린튼기념공원 조성(테니스장 이전 시설공사, 오정못 발원지 복원), 주

변 2,600평

중국 Qingdao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Shangdong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Shenzhe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주)아모센스와 응용자기분야의 대학원 인력향상을 위한 협약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학술 및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터키 Marmar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시민사회단체(14개 단체)와 민․학 협력 협약

중국 Hoh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Harbin University of Commerc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Beijing Norm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사학관련분야 석사과정 유치 및 연구인력 학술

교류 등에 관한 협약 체결

중국 Yant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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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06. 10. 31

2006. 11. 16

2006. 12. 5

2006. 12. 21

2006. 12.

2007. 1. 29

2007. 1. 30

2006학년도 학부 정원 조정

- 학과 신설 : 수학교육과 20명, 예술문화학과 30명

- 주․야간전환 : 아동영어학전공(야) 40명 ⇨아동영어학전공(주) 40명

- 야간학과 폐과 : 경영학과(야) 30명, 행정학과(야) 30명, 사회복지학

전공(야) 30명, 디자인학과(야) 40명

- 학과 정원감축(40명) : 국어교육과(4명), 영어교육과(4명), 교육학과

(5명), 역사교육과(4명), 미술교육과(3명), 컴퓨터공학과(10명), 회화과

(10명)

-정원증원(120) :경영학과(30명), 경영정보학과(5명), 행정학과(30명),

사회복지학과(20명), 디자인학과(35명)

- 학과(전공) 명칭변경 : 사회․아동복지학부, 바이오과학부 폐지, 사

회복지학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아동복지학전공을 아동복지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을 생명과학과로, 식품영영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 나

노과학부를 생명나노과학부로, 바이오과학부 소속 생명공학전공을 생

명나노과학부로 이동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 특수대학원통합 : 경영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원→경영산업대학원

- 특수대학원명칭변경 : 행정정책대학원 →행정복지대학원

- 사회문화대학원 : 디지털경제학과 : 폐과, 청소년지도학과 : 신설

- 경영산업대학원 :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건축토목환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명칭변경)

멀티미디어학과, 기계공학과, 고분자공학과→폐과

- 행정복지대학원 : 행정정책학과(국방행정정책학 전공:폐지,

교육행정학전공:신설)

사회문화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이관

중국개발조사학과 : 신설

- 국방전략대학원 : 경영학과(MBA, C4I전공) 및 정보보호학과 : 폐과

국방행정학과 : 신설

학생기숙사-글로벌하우스 신축(총면적 3,283평) 기공식

- 학생기숙사 : 지하 1층, 지상 10층, 540명 수용

- 글로벌하우스 : 지하 1층, 지상 5층, 45세대

화이트기념관(사범대학) 증축공사 1,583.94㎡

학생회관 증축공사 669.78㎡, 미술교육관 증축공사 390.35㎡, 소각장

121.96㎡, 온실 102.60㎡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완공 : 4,965.11㎡

태국 Buraph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Jana Laboratories Inc.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University Padjadiaren 자매결연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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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9

2007. 2. 27

2007. 3

2007. 3

2007. 3. 27

2007. 4. 11

2007. 6.

2007. 7. 16

2007. 7. 18

2007. 8. 7

2007. 8. 8

2007. 8.

2007. 8. 22

2007. 9. 1

학위 수여식

- 2006학년도 전기(45회) 총 2,523명 졸업

학사 2,127명, 일반대학원 106명(석사 89명, 박사 17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56명, 교육대학원 80명(석사 55명, 영양교사양성과정 25명),

경영대학원 28명(석사 15명, 최고경영자과정 13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60명(석사 32명, 공개강좌 28명),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 24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31명

- 2005학년도 후기(44회) 총 594명 졸업

학사 372명, 일반대학원 57명(석사 40명, 박사 17명), 사회문화대학원 석

사 31명, 교육대학원 석사 71명, 경영대학원 32명(석사 12명, 최고경영자

과정 20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5명, 학제신학대학원 8명(석사 4명, 공

개강좌 4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2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6명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의 “Window on

America" 공동참여 협정 체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자매결연 협정 체결

미국 Western Carolin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육군군사연구소와 공동학술교류에 관한 협약식

개교 51주년 기념 감사예배(20년근속 9명, 10년근속 10명, 우수직원 6

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생 22명)

필리핀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자매결연 협정 체결

키르키지스탄 Arabaev Kyrgyz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7학년도 학부 정원 조정

- 전공 명칭 변경 및 신설 : 린튼글로벌칼리지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아트 전공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신설)

- 전공을 학과로 전환 :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 나노생명화학공학

과,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 신소재공학과, 화

학전공 ⇨ 화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수강 및 학점 인정 등 우수인력 상호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식 체결

제32사단과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 및 현판식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일본 Kanto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8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일반대학원 학위명 변경 : 도시지역계획학과의 경제학 석사 ⇨ 도

시지역계획학 석사,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 무역학석사, 기독교학과

문학박사 ⇨ 철학박사

-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석사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박사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일반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 박사 학과간협동과정 신소재공학과 ⇨

신소재․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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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7

2007. 9. 18

2007. 10. 17

2007. 10. 18

2007. 10. 30

2007. 11. 14

2007. 11. 26

2007. 11. 27

2007. 12. 12

2007. 12. 17

2007. 12. 24

2007. 12. 27

2007. 12. 27

2008. 1. 16

2008. 2. 15

2008. 2. 15

2008. 2. 27

-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경영산업대학원 60명에서 75명으로 15명

증원, 국방전략대학원 60명 정원에서 45명으로 15명 감원

- 교육대학원 전공 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몽골 후레(Huree) 정보통신대학과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대전광역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식

공군대학과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

충청남도와 로스쿨설립․운영을 위한 협약식

국군기무사령부와 정보보호 협약식

중국 남경대 중국어문화센터 공동설립 협정 조인식

조달청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

2008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전공 명칭 변경 : 교육대학원의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

교육전공 ⇨ 과학교육전공(물리, 화학, 생물)

- 학과 신설 : 사회문화대학원 한국전통복식학과(한국전통복식학석사)

- 전공구분 및 학위명 변경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독교학과 문학

박사 ⇨ 기독교학전공은 철학박사, 목회신학전공은 목회신학 박사로

구분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대전국제학교 학교부지

및 교육시설물 양도 양수 협약식

- 부지 39,849㎡(1만 2천여평) 및 교육시설 일체(건물 23개동)

법학도서관 분관 566.97㎡ 개관

대전극동방송과 교육정보화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약식

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협약식(한남대, 대덕구청공동)

중국 Anqing Teachers College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학위 수여식

- 2007학년도 전기(46회) 총 2,531명 졸업

학사 2,165명, 일반대학원 94명(석사 76명, 박사 17명, 명예철학박사 1

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41명, 교육대학원 석사 63명, 경영산업대학

원 71명(석사 32명, 최고경영자과정 39명), 학제신학대학원 48명(석사

36명, 공개강좌 12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9명, 국방전략대학원 석

사 20명

- 2006학년도 후기(45회) 총 558명 졸업

학사 336명, 일반대학원 42명(석사 24명, 박사 18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29명, 교육대학원 석사 79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27명, 학제

신학대학원 16명(석사 10명, 공개강좌 6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9

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0명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무역학) 결과 ‘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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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008. 3. 18

2008. 4. 1

2008. 4. 16

2008. 5. 6

2008. 5. 19

2008. 7. 29

2008. 9. 8

2008. 9. 2

2008. 9. 16

2008. 9. 17

2008. 10. 1

2008. 10. 7

2008. 10. 10

2008. 10. 13

2008. 10.

2008. 11. 11

2008. 11. 20

2008. 11. 21

2008. 11. 25

캐나다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몽골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British Columbia of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제14대 총장 김형태 박사 취임

2008년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개교 52주년 기념 감사예배(30년근속 2명, 20년근속 19명, 10년근속 3

명, 우수직원 17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우수조교 5명, 미천 및 교

목실장학생 46명)

대학원 정원 조정

- 일반대학원 정원 조정 : 학․연․산협동과정(석사과정) 8명에서 5명

으로 3명 감원, 학․연․산협동과정(박사과정)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

-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학과간협동과정(석사과정)에 상담학과 신설

20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농촌진흥청과 인력양성과 연구교류를 위한 학·연 교류협약서 체결

학부 및 대학원 정원 조정

- 학부 전공 명칭 변경 : 토목환경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정보

통계학과 ⇨ 비즈니스통계학과

- 학부 전공 간 정원 조정 :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명에서 50명으로 5명 증원, 미디어영상전공 45명에서 40명으로 5명

감원

- 교육대학원 폐과 : 독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 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 : 교육학전공 ⇨ 교육행정전공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국내·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상호협

력 양해각서 체결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 및 대학혁신평가실무위원회 구성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 기관”으로 지정

공군과 학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군·학 교류합의서 체결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양수한 대전국제학교 학

교부지 및 교육시설물 소유권 이전 완료

- 부지 39,849㎡(1만 2천여평) 및 교육시설 일체(건물 23개동)

“2008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방문평가 - 평가결과 : ‘보통’ 인증

한남대학교와 일본시코쿠학원대학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사업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발전 및 상호이익창

출도모를 위한 산·학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 Tianjin Normal University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학술교류 및 업무협력관계수립을 위한 산·학

교류협력 협약서 체결

미국 Rogers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통합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정원엔시스템, 크레듀컨소시엄)

2008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 - 평가결과 : ‘보통’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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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

2008. 12. 3

2008. 12. 5

2008. 12. 15

2008. 12. 19

2008. 12. 24

2008. 12.

2009. 1. 8

2009. 1. 16

2009. 1. 19

2009. 1. 22

2009. 1. 28

2009. 1. 30

2009. 2. 5

2009. 2. 11

2009. 2. 11

2009. 2. 11

2009. 2. 13

2009. 2. 27

싱가폴 컨벤션 전시 주최자 협회와 국제협력업무 약정서 체결

일본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어학당이 “국어문화원”으로 지정

일본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Qingdao Technologoc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공군사관학교와 연구 및 교육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합의서 체결

캐나다 Brock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8년 공학인증평가에서 ‘예비인증’ 획득

-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기계산업분야 인적자원개발(HRD)사업 상호교

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대학원 정원 조정

- 입학정원 조정 : 사회문화대학원 90명 ⇨ 85명, 경영산업대학원 75

명 ⇨ 60명, 행정복지대학원 70명 ⇨ 60명, 국방전략대학원 45명 ⇨

40명

- 학과명칭 변경 : 일반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학과 신설 : 국방전략대학원 국방M&S학과

- 학과 폐지 : 사회문화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 골프학과, 경영산업

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 국방전략대학원 국방행정학과

제8대 김정렬(金貞烈.79) 이사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경제학, 물리학) 결과 ‘최우수’ 선정

연면적 10,691.75㎡의 528명 수용의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소망관(남

여기숙사)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글로벌하우스(외국인 초빙교원 숙

소) 준공 승인 완료

- 입주 : 2008.2.15 임시사용 승인 후, 등기일 : 2009.2.5

2009년 대학자체평가 시행계획 확정

대만 Wenzao Ursuline College of Languages 교류 협정 체결

2009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학위수여식

- 2008학년도 전기(47회) 총 2,393명 졸업

학사 2,021명, 일반대학원 111명(석사 85명, 박사 26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50명, 교육대학원 석사 58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44명, 학

제신학대학원 56명(석사 37명, 공개강좌 19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39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4명

- 2007학년도 후기(46회) 총 473명 졸업

학사 362명, 일반대학원 49명(석사 36명, 박사 13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13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14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3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2명

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