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한림대학교는 첨단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인공지능융합학부(입학정원 60명)”를 
신설하였고, 2022년 입학정원을 90명으로 확대하여 대학 전체의 인공지능 융합(AI+X)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융합교육·연구를 선도하는 학문단위로 육성합니다.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는 공학, 의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융합을 선도하여, 금융 분야의 핀테크(Fin-Tech), 디지털인문예술, 기후 및 지리정보 
(Climate information and GIS) 등 그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첨단 분야 융합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림대학교는 이미 대학 내에 한림AI융합연구원,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의료인공지능센터 등 
인공지능 연구와 응용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SK C&C, 바디텍메드 등 정보통신 및 
바이오헬스 기업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관리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과의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스마트 헬스&라이프케어 산업 고도화, 미래형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을 주요 의제로 하고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융합교육 전면화를 통하여 의료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하는 ‘AI의료융합전공’, 로봇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 및 지능형 혁신 기술의 산업적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실무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AI로봇융합전공’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제·경영·정책 등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AI
기술경영융합전공’을 핵심 전공으로 운영합니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전 학년 공통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전공 탐색과 전공연계를 돕고, 졸업 후 진로설계를 위한 

산학협업 공동강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학과들과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창의코딩 파이썬 

아이디어발상과디자인표현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인공지능융합개론

AI학습용데이터구축,AI학습용데이터활용

AI코딩, 데이터분석과시각화

통계분석과머신러닝

데이터마이닝과통계분석

AI코딩응용, 머신러닝응용 AI딥러닝,

 AI텍스트마이닝

인공지능이노베이션

인공지능과비즈니스

응용강화학습,인공지능융합기술

인공지능융합실습

인공지능융합세미나

인공지능융합캡스톤디자인

입학

1학년 탐색교과 2~3학년 핵심 교과 4학년 응응 교과

전공선택 졸업

AI융합교육 전면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비    전

데이터·AI 기반의 문제 해결형 AI융합 인재양성목    표

교수진 소개교육과정융합 언택트 시대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융합학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혁신성장
8대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DNA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SW/HW

춘천     한림     강남
한강     동탄

한림AI융합연구원
한림중개의과학연구원

류세민 교수님

주요 연구사업 

AI의료융합전공 AI로봇융합전공 AI기술경영융합전공

스마트 헬스&라이프케어산업 고도화,

미래형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봇기술 분야 신산업의 등장 및 지능형

혁신 기술 산업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 양성

AI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분야 탐구

한림대 의료원/

의료인공지능센터 기반 특성화 교육

기계, 전산, 공학분야의 다학제적 융합 

교육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컨설팅 인력 양성

드  론 미래
자동차

수소
경제

데이터
AI

바이오
헬스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Data AI

AI융합
인재

창의
역량

융합
역량

전문
역량

Network

핵심역량

핵심 융합분야

KAIST 기계공학 박사
주요연구분야
인공지능, 지능 로봇
로보틱 인터 페이스
스마트 센서/액추에이터

AI의료융합전공 AI로봇융합전공 AI기술경영전공

의료데이터베이스,
의료데이터분석, 의료정보학, 

바이오헬스케어의이해
입문

응용

심화

로봇개론, 로봇제어, 센서및신호처리, 
3D프로토타이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지원 생태계 구축

미숙아 예방 조산 자동화 스크리닝 
의료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자연지능 모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와 
인지기반 융합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적용한 건강행동 모니터링 및 진단/ 
처방 기술 개발

2021. 7. ~ 2029. 12. 31.
사업비 87억,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보건복지부

2021. 4. ~ 2023. 12.
총사업비 11억,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2019. 4. ~ 2021. 12. 
총사업비 48억, 인공지능융합선도
프로젝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자 참여형 건강위험도 예측 및 
관리 서비스 개발연구

딥러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인지하는 BCI 기반 뇌인지컴퓨팅

기술 개발 

과학적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2018. 5. ~ 2022. 12.
총사업비 6억,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21. 1. ~ 2023. 12.
총사업비 83억,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5. 1. ~ 2024. 12. 31.
총사업비 86억 

경찰청

인공지능기술과경제·경영론, 
기술혁신관리와정책, 

인공지능기술경영사례분석

의료인공지능, 
바이오데이터처리및분석

의료영상처리및분석 
헬스케어디바이스

의료딥러닝, 의료텍스트마이닝,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

인간로봇상호작용, 딥러닝프레임워크, 
스마트토이워크샵, 지능형로봇시스템

AI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기술경영세미나I,II, 

기술예측과가치평가

로봇영상처리, 로봇비전시스템, 
데이터취득및분석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이해및활용

인공지능비지니스모델개발, 
인공지능시장조사와마케팅인공

지능기술창업론

심진아 교수님

서울대학교 의과학 의학박사
주요연구분야
PRO/PGHD기반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건강경영

원동옥 교수님

고려대학교 뇌공학 박사
주요연구분야
머신러닝, 의료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텍스트마이닝

이종석 교수님

KAIST 경영공학 박사
주요과제수행
국가혁신클러스터 R&D사업
AI기반디지털헬스케어

정인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의공학 박사
주요연구분야
디지털헬스케어시스템
스마트병원시스템
데이터기반 AI/지식기반 AI

정태경 교수님

Univ. of Texas at Austin, 
Computer Eng.공학박사
주요연구분야
AI의료분야 비전 헬스케어 영상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연구

기술경영로봇의료/
헬스케어

AI분야 탐색/학습로드맵 개발 인공지능 개발/응용 준비 종합설계·세미나·산학협동

공통교과

전공별 선택교과



AI범죄수사융합전공 복수전공 신설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정보, 로봇,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 AI융합 전문 교수진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인공지능융합학부
Homepage : aix.hallym.ac.kr 
TEL : 033-248-2482 
Email : de3580@hallym.ac.k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운영

졸업 후 진로

관련 자격증

AI·데이터 분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한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7대 직업군 중 하나이며, 연간 일자리 

성장률이 가장 큰 직업군입니다.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는 AI분야의 핵심이 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하여, 데이터 관리/분석력을 배양하는 

응용통계학 분야를 핵심기초로 하고, 의료 및 헬스케어, 로봇, 기술경영 및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응용 및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를 지원합니다.

COS(Coding Specialist), 코딩지도사자격증(1급,2급),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의료정보 

분석사(기사), 경영빅데이터분석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하드웨어개발기사

CAP(Certified Analytics Professional), CPADS(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in Data 

Sciences), MMDSGC(Mining Massive Data Sets Graduate Certificate), CCA(Cloudera Certified 

Associate)

업  종 진출분야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메카트로닉스전문가, 로봇연구원, 로봇공학기술자, 기술지원전문가, 네트워크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개발자,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웹프로그래머, 
전자계측제어기술자, 전자제품개발기술자, 정보보호전문가 등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데이터전문가/전략기획 전문가, 기술경영전문가(정책, 비즈니스모델 등), 
정책컨설턴트,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 기술 및 시스템 컨설턴트, 투자분석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통계연구원 등

바이오산업및식품회사, 바이오약품연구원, 병원코디네이터, 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자, 생명정보학자, 
수학및통계연구원, 스포츠과학연구원, 음성처리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장비기사, 의료장비기술영업원, 이공학계열교수,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전자의료기기개발기술자 등

인공지능융합학부의 교육 차별화

시  기 전형명 모집인원모집단위

정부/민간 연구사업 유치를 통한 
최신 연구 기반 실무중심 교육 과정 

AI융합 전문 교수진

전형방법

인공지능
융합학부

(AI의료융합/
AI로봇융합/

AI기술경영융합)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 80% + 면접 20%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 1단계성적 70%+면접 30%

수능 100%

교과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한림케어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22

18일반전형 나군

수시
학생부 종합

정시

37

9

4

전  형 반영교과 / 반영영역 반영

수시 교과

 ※ 정시 수능 수학(가) 가산점 10%, 과학탐구Ⅰ 가산점 10%, 과학탐구Ⅱ 가산점 15%
※세부사항은 2022학년도 모집요강 참조

정시 수능

석차등급, 이수단위

백분위점수
(영어 : 수능등급)

① 국어,영어,수학 중 최상위 1개 교과 : 40% 반영
② ①의 최상위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 중(사회/과학 포함) 상위교과 
순 : 30%, 20%, 10% 반영

1순위 : 70% 반영(국어, 영어, 수학 중 최상위 1개 영역)
2순위 : 30% 반영(1순위 70% 반영영역 제외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과학/직업]중 최상위 1개 영역(탐구영역 반영 시 2개과목 평균)

2022학년도 입학전형계획 
 AI 

 

인공지능
융합학부

한림대학교 

School of 
AI  Convergence

R

국내

해외

연구과제 참여 등 비교과 창의 활동 장려

유관 기관 및 산업체 인턴 및 현장 실습연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AI트랙 장학금 지원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 계절학기 전액 장학금 지원

취업 연계를 위한 NCS프로그램 등 비교과 무료 제공

AI+X주전공 외 융합전공 AI범죄수사융합전공 
신설 등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첨단
인텔리전트 인재 교육

Artificial Intelligence + X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확장

국내 AI전문가 공동 연구

해외국가 미, 영, 스위스 AI 프로젝트 협력 연구

AI 연계한 환자 중심
정밀의료 학습과정 설계

환자/사물/데이터가 연결된 임상/의료빅데이터/AI
기술 연계 교육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필요한 의료기술 학습

과학수사, 경찰법, 인공지능과 보안의 융합

정보기술수사 중심의 범죄수사트랙과 과학수사트랙을 제공하는 ‘AI범죄수사융합전공’이 복수전공 과정으로 신설되었 

습니다. AI응용분야로서 인공지능융합학부와 연계하여 경찰수사권 강화, 과학치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2021년 경찰청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산학관 일체형 

교육과 연구를 제공합니다.

학·석사 연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인공지능 융합 연구분야 선도를 위하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를 갖추고, 학·석사연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박사통합학위과정을 운영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정보, 로봇, 비즈니스 등 AI융합 전문 교수진과의 프로젝트,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AI전문가 공동연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