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개선과제

경희가달라졌어요



학사제도

학생 수요와 사회변화에 맞춰

학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대면 채용환경에 적합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시설 및 학생편의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람실 환경을 개선합니다.

행정 서비스

교내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합니다..
학생들을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학금 국제교류

미래인재&사회진출 교육시설&편의시설 도서관

홈페이지

경희가어떻게달라졌나요?



학생 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춰
학사제도를 개선합니다.

01 첨단학과 신설 : 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과학과

02 융합전공 신설 : 과학지능정보융합전공

03 학생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양 개발
: 인공지능과라이프3.0, 지구를생각하는예술 등

04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과목 개편
: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SDGs 기반 사회적 가치창출 교육과정



01 2021학년도 코로나19 특별장학
- 가계곤란자 생활장학 총 2억
- 실험실습/실기수업 지원 장학 총 4억

02 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 정례화

03 장학사정관제 장학, 경희꿈도전장학, 
마일리지 장학, 우정장학, 모자이크 장학
등 다양한 장학 사업 운영

장학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01 SDGs 온라인 단기 테마연수 프로그램 운영
: 대만 National Taiwan Uni. 캐나다 Mcgill Uni.
코스타리카 University for Peace

02 파견/초청 교환학생 프로그램 온라인 운영

03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SPA 교환학생 멘토링, 파견 학생 브이로그, 유학생 도우미

04 파견 교환학생 대상 통합 온라인 행사
‘International Week’ 운영



01 채용환경 변화 맞춤형 사회 진출 프로그램
: AI면접, 온라인 면접특강 등

02 Flipped Learning 방식의 창의인성 메이커 프로그램

03 다양한 채용과정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공채 집중 실무 교육, 적성검사,
마이 커리어 스쿨, 글로벌 진출 대비 프로그램 등

04 미래인재센터 학생홍보단 운영

비대면 채용환경에 적합한 사회진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01 Smart 캠퍼스 수업 자동녹화 강의실
: 서울C 9개, 국제C 10개 구축

02 노후 기자재 교체
: 노후 칠판,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터,
앰프 및 스피커, 책상 교체



03 단과대학 시설 개선

04 학생자치공간 환경 개선

05 국제C 우정원 복지 편의시설 입점 및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추진

미술대학 미디어실 생활과학대학 크리에이티브랩 음악대학 그랜드피아노

우정원 강의실 조성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예술디자인대학 실기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람실 환경을 개선합니다.

01 RFID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

02 전자저널 및 전자책 구독 서비스 운영

03 열람실 환경 개선
: 스마트 기기 사용 인프라 구축



교내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합니다.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65개 홈페이지 통합개발 진행 중
- 단과대학/대학원/학과 홈페이지 순차 오픈
- 장소대여, 장비관리, 온라인 결제 시스템 통합 개발

02 행정서비스 및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03 행정업무 표준화 사업 실시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