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전공(KSP : Korean Studies Program)

한국학전공은 대학의 글로벌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와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글

로벌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8년 신설되었습니다. 전 과목 영어 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한국

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포괄적으로 융합 학습할 수 있는 교과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① 100% 영어 강의 프로그램으로 1, 2학기 동일 교과목 개설

② 전 교과목에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 교육과정 

③ 33학점 이상 이수 시 복수전공 ‘국제학사(B.A. in Korean Studies)’ 취득 가능

캠퍼스 라이프    

교과과정

역사

•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of 

Korea

경제

•  Fundamental 

Issues for 

International 

Business in Korea

•  Korean Economy 

:   Dynamics and 

Future

사회·문화

•  Current Issues in 

Modern Korean 

Society

•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Modern Korea

•  Encounters with 

Korea 

•  Korean Film and 

Literature

•  Basic Korean

정치

•  Kore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KSP
International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계획

모집단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글로벌학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4

1단계 : 서류 100%
2단계 : 서류 70% + 면접 30%

외국어특기자 25 서류 60% + 면접 40%

외국어특기자전형 평가방식

제출서류

공통 출신자별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공인외국어성적(선택 제출)

국내고 출신 : 학교생활기록부
국외고 출신 : 고등학교재학성적, SAT 등
검정고시 출신 : 검정고시취득점수

1차 면접(한국어) 2차 면접(영어)

면접평가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면접위원 2명 : 수험생 1명

10분 내외, 3문항 10분 내외, 2문항, 한국어 혼용 가능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도헌글로벌스쿨 23122호 
https://global.hallym.ac.kr
Tel 033-248-1880~3

 de1880@hallym.ac.kr 

글로벌학부 장학제도    

장학금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선발인원 수혜대상

한림 
글로벌
학부 

장학금

A 글로벌학부 외국어특기자전형 합격생 중 총점 1위
–입학금·수업료 전액 8학기
–기숙사비 전액 2학기
–도서구입비 학기당 90만 원

1명

외국어 
특기자
전형 

합격생

B 글로벌학부 외국어특기자전형 합격생 중 총점 2위
–수업료 전액 4학기
–기숙사비 전액 2학기

1명

C 글로벌학부 외국어특기자전형 합격생 중 총점 3위
–수업료 전액 2학기
–기숙사비 전액 2학기

1명

D A, B, C 장학생 외 글로벌학부 합격생 전원 –기숙사비 전액 2학기 2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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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Global  Studies

글로벌학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비즈니스,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글로벌학부는 영어권 국가 및 유럽지역 대학과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인 양방향(Inbound and Outbound) 국제화

를 통해 글로벌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한 Global Business 전공 학습과 자신의 미래 진출 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 흐름인 정보보안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여 High Quality, Creativity, Openness를 실현

함으로써 IT 최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걸맞은 정보보안 분야의 국제적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학부장 박노섭 교수

인사의 말

성명 전공 학위수여대학

박노섭 Criminal Law Munich University

최재영 Health Service Research, Policy &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조창익 응용미시경제학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안정민 Administrative Law Yeonsei University

장윤식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Joshua James Informatics&Digital Forensics Dublin University

신유경 응용언어학(자료언어학) Georgia State University

박윤정 경영공학(재무) KAIST

Allen Bruce Ray Tesl Kent State University

교수진

 •24시간 Campus Life(교육 + 정주) 프로그램 제공(신입생 기숙사 특전)

 •전공 교과에서 해외 교환학생과 공동 학업하며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재학생 해외학업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 제공(필수졸업요건)

 –  단기연수 :   영국 University of York, 호주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등  

전공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장기연수 :   학기 중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 스페인 UVic, UAB, 네덜란드 

den Haag School, 영국 University of Leicester, 독일 Bielefeld,  

대만 NCCU, 호주 RMIT 등 교류대학 교환학생 참여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산학 연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학부생 연구 활동 참여 등

교육과정의 차별성



글로벌비즈니스전공(GB : Global Business)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은 국제통상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함으

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① 국제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과학적 판단력 배양을 위한 교양 교육

②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 및 제2외국어(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학습

③ 경제, 경영, 재무금융 등 핵심 분야 학습을 통한 국제통상·경영의 포괄적인 전공 지식 습득

④ 국제통상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장려

졸업 후 진로    

글로벌비즈니스(Global Business) 전공자는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실무중심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공기업, 

민간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시절부터 기업가 정신

을 함양하여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루는 졸업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    

교과과정

경제

•  Intermediate Micro, 

Macroeconomics I, II

•Industrial Economics

경영

•  International 

Business

•Global Marketing

•  Management 

Strategy

재무금융

•  Financial 

Management I, II

•  Financial 

Accounting

•  Managerial 

Accounting

관련 자격증

CFA, TESAT, 국제무

역사, 외환관리사, 관세

사, 물류관리사 등



정보법과학전공(LIFS : Legal Informatics & Forensic Science) 

정보법과학전공은 인문사회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글로벌 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ICT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정보보안, 해킹방어, 범죄수사 및 범죄

심리 등 다양한 전공·심화 교과구성으로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① 기초지식 과목(법과 직업윤리, 형사법, 영미법, 현대사회와 정보기술 등)

②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지식 습득(사이버보안, 범죄수사, 해킹방어기법 등)

③ 정보보안 분야 과목(정보보호법개론, 정보통신법규와 정책 등)

④ 기타 전공 및 실무가 연계된 가변형 교과과정(범죄현장 재구성론, 과학수사기법론 등)

⑤ 향후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을 석사 교과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학생 교육역량 강화

졸업 후 진로    

정보법과학전공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과 범죄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한 IT 기술을 이용한 과학수사 등 사실

조사와 대응,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 및 수사기관 등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는 물론, 디지털포렌식 전문 기업과 로펌, 기업 감사직, IT 기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다양한 직종과 기관, 사업체 진출이 가능합니다. 상당수의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화된 역할이

나 교육 및 연구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인턴) 기업

교과과정

ICT

•  Introduction to Digital 

Forensics

•  Network Security & 

Forensics

•  Crime Data Analysis & 

Intelligence

법학

•Crime & Punishment

•CyberCrime

•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

관련 자격증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CCNA, CCNP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