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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100년을 향한 발걸음

제 1 장 비전, 목표, 미션

1952년 일두일미의 정신 아래 개교한 충남대학교는 2022년 개교 70주년을 맞음과 더불어 

세종 시대를 맞이하였다. 2020년 7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2021 2020년 세

종공동캠퍼스 최대 면적 부지 및 건축비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대전 충남 세종을 아우르는 중

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작업을 완수하였다. 또한, BK21사업(330억 원), RIS사업 선정(343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130억 원), 지식재산(IP)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선정(116억 원), 소프트

웨어 전문인재 양성사업 선정(98억 원), LINC3.0 사업 선정(330억 원), AI융합혁신대학원 선정(58억 

원) 등 국가 재정 지원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살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내부적으로는 

TIPS 타운 개관, 신축도서관 개관, 융합교육혁신센터 신축, 스포츠콤플렉스 신축, 세종캠퍼스 

건물 신축, 공대1호관 리모델링, 서문 공간 개선사업 등 캠퍼스의 첨단 현대화를 위한 각종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대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대 내외적 노력은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 국립대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의 충남대학교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K-Edu 대표 대학’,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 ‘지역성장주도 혁신 

대학’, ‘초광역 캠퍼스 완성’이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K-Edu 대표 대학’이다.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DSC 공유대학, 10개 거점국

립대학교가 참여하는 KNU10 공유대학 등을 통해 지역 선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융합교육기반의 지역 선도 인재양성 교육, 국제학부를 통한 글로벌 인

재양성 교육, 삶의 전환기를 함께 하는 수요 맞춤형 교육, 신북방 신남방 기반 글로벌 공유대

학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리드할 창의 융합 인재, 지역맞춤형 전문 실무 인재, 공

유 협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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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5개 분야, 20개+α 중점 부문을 

우수 선도 연구 특성화 분야로 지정, 육성하고 지역 신산업 연계 연구중심 과학기술 특성화대

학(원)을 설립할 것이다. 또한 융합 집단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 리더 연구자를 유치하

고 석학교수 우수연구교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출연연

구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특화연구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을 끌어 

안을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성장주도 혁신 대학’이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연계 특성화, 지역 창

업 허브 육성, 산학협력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

다. 지역특화산업연계 특성화 차원에서 RIS모델을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대학과 지자체, 산업

계 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 창업 허브 육성 차원에

서는 현재 설립한 TIPS 타운, 융합교육 혁신센터, D-Unicorn과 같이 지역 창업 허브로서 대학-

지자체-산업이 연계되는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혁신파크를 설립하

여 실험실 특화형 창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한편, 지역 밀착형 교육/지역산업 수요 맞춤

형 교육,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직장-대학 순환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학협

력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초광역 캠퍼스 완성’이다. 대덕캠퍼스(K-Edu 코어/특성화 분야 융합 대학 및 연구센터 육

성), 세종캠퍼스(AI-ICT 및 융합생명과학 관련 특성화), 보운캠퍼스(의(사)과학자 관련 인재양성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타

운 특성화), 내포캠퍼스(해양수산 및 수의축산 연구센터 특성화) 완성을 목표로 하며, 각 캠퍼스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 육성을 통해 초광역 캠퍼스를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일두일미의 정신으로 도약한 충남대학교의 70년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다시금 

100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발걸음은 2천 여 교직원, 2만 여 재학생, 20만 

동문, 400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과 함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