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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약사

우리 대학은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한 학교

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민족과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숭고한 사명감을 감당할 참되고,

유능한 사역자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국가와 세계인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

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우리 대학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미래지향적.

이고 진취적인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국내외 훌륭한 교수진과

첨단 실험 실습을 완비하는 등 최고의 교육 여건과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세계의 대학으

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학교연혁

우리 대학은 기독교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통하여진리를탐구하고학술을진흥하며 올바른인성과창조적지성을갖춘 세, 21

기 정보화사회및세계화시대를주도할인재를양성함으로써국가와인류사회발전에기여

함을목적으로 년총신학원을기반으로출발하여 년기독신학교로개교한후1983 1994 1995

년 월 정규 년제 대학인 기독대학교로 개편인가를 받았고 년 월 천안대학교로12 4 , 1997 3

교명을 변경하였고 년 월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6 3 .

• 1983. 5.30. 학교법인 총신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에 장종현 박사 취임,

• 1990. 11.12. 기독신학교 설립계획 승인교육부( )

1993. 3.• 11. 학교법인 백석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 장종현 박사 취임,

1993. 12.• 17. 기독신학교 설립인가교육부( )

1993. 12.• 22. 제 대 이사장 이석헌 박사 취임2

1994. 3.• 1. 기독신학교 개교 개학과 입학정원 명 초대학장최순직박사취임(4 , 200 ),

1994. 12.• 2. 기독신학교를 정규 대학인 기독신학대학으로 승격인가교육부( )

1995. 3.• 1. 제 대 학장 장상선 박사 취임2

1995. 12.• 16. 기독신학대학을 기독대학교로 개편인가교육부( )

1995. 12.• 16. 기독대학교 입학정원 조정 개 학과 입학정원 명(5 , 320 )

1996. 10.• 24.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 개 학과 입학정원 명(10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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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1.• 2. 국제대학원미국학 일본학 중국학 설치인가교육부( , , ) ( )

1996. 12.• 11. 기독신학대학원대학교 설치인가교육부( )

1996. 12.• 14. 천안대학교로 교명변경 승인교육부( )

1997. 3.• 1. 천안대학교 초대 총장 장종현 박사 취임

1997. 3.• 21. 천안대학교 학교 관리법인을 백석학원으로 변경교육부( )

1997. 10.• 25. 아동복지대학원 설치인가교육부( )

1997. 11.• 5. 학부과 및 입학정원 증원조정증원 명 입학정원 명( ) ( 970 , 1,580 )

1997. 11.• 5. 국어국문학과 청소년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설치인가교육부, , , ( )

1998. 10.• 19. 학부과 및 입학정원 증원조정증원 명 입학정원 명( ) ( 390 , 1,970 )

1998. 10.• 19. 전학과를 학부별 모집단위로 변경어문계열 사범계열 제외( , )

1998. 10.• 22.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등 사범학과군 설치인가교육부, ( )

1998. 12.• 23. 천안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인가교육부( )

1999. 5.• 3. 우송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1999. 11.• 2. 신학전문대학원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평신도지도자대학원 설치인가, , ,

교육부( )

1999. 11.• 2. 아동복지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변경

1999. 11.• 12. 군종사관후보생 양성대학 지정국방부( )

1999. 11.• 19. 교육대학원 설치인가교육부( )

1999. 12.• 20. 특허넷 시범대학교로 지정특허청( )

1999. 12.• 24. 평신도지도자대학원을 실천목회대학원으로 국제대학원을,

국제경영행정대학원으로 명칭 변경교육부( )

2000. 1.• 17. 전공신설 지원대학 선정 학부S/W (ICT )

2000. 4.• 10.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00. 7.• 15.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교육부( )

2000. 7.• 18. 국제선교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설치인가교육부, ( )

2000. 9.• 15. 학부 입학정원 증원조정증원 명 입학정원 명( 540 , 2,510 )

2000. 10.• 12. 유관순연구소 창립 초대 소장 장종현 박사 취임,

2000. 10.• 25.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명 및 전공상담심리 특수교육 증설(20 ) ( , )

2000. 10.• 31.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인가중소기업청( )

2000. 12.• 20.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대학석사학위 연계과정 비학위 과정( , )

지정교육부( )

2001. 1.• 6. 실천목회대학원 국제선교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을폐지하고입학정원을, ,

신학대학원으로 통합 함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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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6. 학교법인 총신학원을 백석학원으로 통합인가교육부( )

2001. 2. 13.• 학과 시설IT 장비 지원대학 선정 학부(ICT )

2001. 2. 20.• 제 대 이사장 김준삼 박사 취임3

2001. 2. 23.•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01. 3.• 1. 천안대학교 제 대 총장 이천수 박사 취임2

2001. 6.• 5.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
2001. 7. 26.• 신학전문대학원을 기독교전문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기독신학대학원,

으로 명칭변경교육부( )

2001. 7.• 26. 목회대학원 설치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1. 7.• 26. 전문 및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박사 명 석사 명( 50 , 40 )

2001. 8.• 24. 년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2001 ( )

2001. 9.• 8. 교육대학원 학생 입학정원 증원 명 및 전공증설교육과정 및 평가(30 ) ( ,

조기영어교육 교육인적자원부)( )

2001. 9.• 27. 농촌여성 자아성장교육을 위한 산학 협력체결경기농협지역본부( )

2001. 10.• 22.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1. 10.• 23. 학부 입학정원 증원조정증원 명 입학정원 명( 670 , 3,180 )

2001. 10.• 23. 정보통신분야 기술교류 산학협력 체결 주엔케이씨 주엠원텍[( ) , ( ) ]

2001. 10.• 23. 공인교육센터 인증 사MAYA (Alias/Wavefront )

2001. 12.• 10. 중국 북경 어언문화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2. 1.• 21. 충남지역 평생교육센터 재지정 년간 교육인적자원부(2002~2006 )( )

2002. 1.• 22. 학과 시설IT 장비 지원대학 재선정 학부(ICT )

2002. 2.• 7. 년도 교양교육분야평가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 )

2002. 3.• 26. 특성화지원 최우수대학 선정 학부S/W (ICT )

2002. 4.• 2. 천안외국어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력체결

2002. 4.• 9. 년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선정중소기업청2002 (TRITAS) ( )

2002. 5.• 24.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
2002. 5.• 28. 백석사회봉사원 발대식

2002. 6.• 21. 천안대학교 영창 커즈와일 디지털 음향연구소 설립 에 따른 협정체결-｢ ｣
영창악기제조주[ ( )]

2002. 8.• 9. 산학연계교육 협력 체결 주데이콤[( ) ]

2002. 8.• 13. 중소기업 기술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기관 선정중소기업청( )｢ ｣
2002. 10.• 1. 김천과학대학과 상호 교육 협력체결

2002. 10.• 11. 유관순 열사 탄신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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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30. 문헌정보대학원 기독교예술대학원 설치인가교육인적자원부, ( )

2002. 11.• 12.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명 및 전공증설평생교육 청소년교육(30 ) ( , ,

아동미술교육 독서교육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12.• 10.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인력과 공동 활용에 따른 산학협력

체결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2002. 12.• 16. 상호간의유기적연대를확립하고인력과시설의공동활용에따른산학협력

체결 주오픈타운[( ) ]

2003. 3.• 1. 제 대 총장 장종현 박사 취임3

2003. 3.• 11. 비 학과 교과과정컴퓨터음악 지원대학 선정 학부IT ( ) (ICT )

2003. 3.• 26. 미국 학술교류협정 체결Bloomfield College

2003. 4.• 10. 두뇌한국 지원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BK21( ) ( )

2003. 4.• 25.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산학연계 정보화 교육 방문 교육(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

2003. 5.• 28.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
2003. 5.• 28. 노인교육과정대학명예학생제도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 )｢ ｣
2003. 6.• 12.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나가사키외국어단기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3. 6.• 30.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 주삼보컴퓨터 유베이스[( ) / ]

2003. 7.• 9. 중국 흑룡강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3. 7.• 10. 중국 절강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3. 7.• 20. 중국 무한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3. 7.• 21. 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2003 ( )

2003. 7.• 22. 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사회복지분야 선정교육인적자원부2003 ( ) ( )

2003. 8.• 27. 년도 분야 대학원생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 학부2003 IT ( ) (ICT )

2003. 8.• 28. 교육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보급 산학 협력체결 주렉스소프트[( ) ]

2003. 9.• 9. 중국 영파대학과 학술 및 학생교류 협정체결

2003. 9.• 19. 전국도서관 홈페이지 경진대회 최고상 대상 수상과학기술원[ (KAIST)]

2003. 10.• 20. 일본 아이치산업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3. 10.• 23. 대학원 정원조정사회복지대학원 명 상담대학원 명( 65 , 95 )

2003. 12.• 19. 군학 교류 협정체결공군( )

2004. 2.• 10.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우수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2004. 3.• 1. 산학협력단 발족

2004. 3.• 12. 일본 벳부대학교와 교류 협정체결

2004. 3.• 15. 일본 아이치숙덕대학과 일본어 연수 프로그램 합의서 교환



Ⅰ.
대
학
현
황

17

연 혁

2004. 3.• 16. 학과 교과과정소프트웨어학 지원대학 선정 학부IT ( ) (ICT )

2004. 3.• 22. 게임 원격교육 콘텐츠 보급에따른 협력체결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 ｣
2004. 3.• 24.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 운영대학 선정충청남도( )｢ ｣
2004. 4.• 22.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정보화 산학연계 교육 중소기업청 중소( )( ,

기업정보화경영원)

2004. 4.• 2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

2004. 5.• 17.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 ,

경영원)

2004. 6.• 1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선정

2004. 6.• 19. 년도 분야 대학원생 인턴쉽 지원사업 선정 학부2004 IT ( ) (ICT )

2004. 6.• 24. 일본 동경성덕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4. 7.• 5.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여성부( )」｢
2004. 7.• 13.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2004. 7.• 13. 노인교육과정대학명예학생제도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 )」｢
2004. 7.• 16. 산학 특허 협력체결충남북부상공회의소( )

2004. 10.• 3. 교육대학원 정원 조정 명(10 )

2004. 10.• 8. 대학원 정원 조정교육대학원 명 사회복지대학원 명 상담대학원( 140 , 70 ,

명110 )

2004. 10.• 19. 천안 안서지역 개 대학도서관 상호자료이용 공동 협약체결5

2004. 12.• 14. 칼빈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5. 1.• 4. 천안시 건강지원센터 위탁 선정보건복지부( )

2005. 2.• 22.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기관 선정문화관광부( )

2005. 3.• 4. 학과 교과과정소프트웨어학 개편 지원대학계속 선정IT (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2005. 3.• 4. 학과 교과과정정보통신학 개편 지원대학 선정정보통신연구진흥원IT ( ) ( )

2005. 3.• 8. 일본 동경성심여자대학과 학생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합의서 교환

2005. 3.• 14. 일본 고지대학과 교육교류 협정체결

2005. 5.• 2. 직장예비군부대 연대 승격

2005. 9.• 5. 학군 제휴 협정체결육군( )

2005. 9.• 22. 문치과병원과 산학 협력체결

2005. 10.• 1.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음악대학원 명석사 신설 문헌정보대학원( 60 ( ) ) ,

정보기술대학원 기독교예술대학원 폐원,

2005. 10.• 10. 미국 에반겔리아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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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3. 보건관련과 설치 승인교육인적자원부 물리치료학과 명 안경광학과( )( 15 ,

명 응급구조학과 명30 , 30 )

2005. 11.• 3. 학군단 인가국방부( )

2005. 11.• 4. 미국 아주사태평양대학교 와의 학술교류 및(Azusa Pacific University)

교환학생 협정체결

2005. 11.• 7. 한서대학교와 학술 및 학점교류 협정체결

2005. 12.• 15. 배재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5. 12.• 20. 총신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5. 12.• 22. 천안세무서와 관학 협력체결

2005. 12.• 29. 나사렛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6. 1.• 17. 베트남 홍방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6. 2.• 8. 중국 상해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6. 2.• 20. 년도 대학 전공역량강화사업소프트웨어학전공 선정2006 NEXT( IT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2006. 3.• 1. 백석대학교로 교명변경

2006. 3.• 16. 중국 화남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6. 4.• 1.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와 관학 협력체결

2006. 5.• 3. 단계 사업 선정교육인적자원부2 BK21 ( )

2006. 6.• 22. 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한국교육개발원2006 ( )

2006. 6.• 23. 경희한의원과 산학 협력체결

2006. 7.• 24.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년 누리사업 연차평가 우수사업단 선정2006

2006. 10.• 13. 한국인터넷교육방송과 산학 협력체결

2006. 11.• 17.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충무한방병원과 산학 협력체결

2006. 11.• 30.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과 관학 협력체결

2006. 12.• 12.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관학 협력체결

2007. 2.• 6. 주중앙 와 산학 협력체결( ) ICS

2007. 2.• 23. 주 천안지사와 산학 협력체결( )KT

2007. 3.• 21.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07. 3.• 22.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07 ( )

2007. 3.• 30.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빈해외사대학와 학생교류 협정체결( )

2007. 4.• 20. 중앙대학교 용산병원과 산학 협력체결

2007. 4.• 25. 전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중소기업청( )

2007. 4.• 30. 사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산학 협력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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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9. 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한국교육개발원2007 ( )

2007. 7.• 18. 월드비전과 산학 협력체결

2007. 7.• 24.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통합연구인력정보 연계를 위한 협정체결

2007. 8.• 7. 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2007 (R-Pack) ( )

2007. 8.• 23. 인도네시아 디포네고로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7. 8.• 28. 가온치과와 산학 협력체결

2007. 10.• 2. 천안중앙병원과 의료 협력체결

2007. 10.• 16. 중국 요녕사범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체결

2007. 10.• 3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산학 협력체결

2007. 12.• 10. 충청소방학교와 관학 협력체결

2007. 12.• 10. 여성가족부 년 건강가정지원사업평가 최우수센터 지정여성가족2007 (

부장관상 수상)

2007. 12.• 28.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08 ( )

2008. 2.• 15.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의 산학 협력체결

2008. 2.• 25. 베트남 베트남호치민국립대학교와 학생교직원 및 학술교류 문화훈련,․
프로그램 개발

2008. 3.• 24. 국립암센터와 산학 협력체결

2008. 3.• 27. 백석학술정보관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간 자료이용 등에 관한 협약체결

2008. 4.• 14. 제 대 이사장 이석헌 박사 취임4

2008. 4.• 23. 재단법인 와의 산학 협력체결CBS

2008. 6.•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산학 협력체결

2008. 6.• 25.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교와 교수학생문화 활동 교류 단기 특별,․ ․
학습프로그램 학술자료와 정보교환,

2008. 7.• 30. 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2008 (R-Pack) ( )

2008. 9.• 8.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2008. 10.• 15. 독립기념관과의 관학 협력체결

2008. 10.• 21. 중국 흑룡강동방검교대학과 학생교류 연수프로그램 합의서 교환

2008. 11.• 13. 대전 와의 산학 협력체결CBS

2008. 12.• 8. 일본후쿠시마대학과교수학생교류및공동연구 정보교환을위한학술교류,․
협정체결

2008. 12.• 8. 미국 산호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José 와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08. 12.• 8. 미국 이스트베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와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East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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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중국 요녕발해전수대학 과의학술및학생교류등에관한( )遼寧渤海專修大學

협정체결

2008. 12.• 22. 일본 오사카학원대학 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大阪 院大学 学
협정체결

2009. 2.• 16. 백석대학교 제 대 총장 하원 박사 취임4

2009. 3.• 12. 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 협정체결노동부2009 ( )

2009. 3.• 17. 백석연수원 개원

2009. 4.• 23. 중국 하얼빈이공대학원동대학과 의학술및학생교류등에( )哈爾濱理工大學

관한 협정체결

2009. 4.• 23. 중국연태남산대학 과의학술및학생교류등에관한협정체결( )煙颱南山學院

2009. 5.• 12. 천안시와의 업무 협약체결

2009. 6.• 16. 미국 유씨데이비스대학교 와의학술및(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09. 6.• 2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선정보건복지가족부( )

2009. 6.• 24.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의 산학 협력체결

2009. 6.• 25. 한일관계의미래를여는기관과의 산학 협력체결

2009. 6.• 25. 재일본한국인연합회와의 산학 협력체결

2009. 6.• 26.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교류 협력체결

2009. 6.• 29. 충청남도교육청과의 관학 협력체결

2009. 7.• 20.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차 자유공모 사업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2 ( )

2009. 7.• 22. 년 제 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2009 2 ( )

2009. 9.• 1. 미취업 대졸생 인턴조교 등 학교내 채용지원 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2009. 9.• 1. 미취업 대졸생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2009. 9.• 9.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와간호학과(Bloomfield College) 3+1복수학위체결

2009. 10.• 9. 주 충남법인사업단과 산학 협력체결( )KT

2009. 10.• 12.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학 협력체결

2009. 10.• 19. 일본 니혼대학 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日本大学
2009. 10.• 28. 금호리조트와 산학 협력체결

2009. 10.• 30. 영창악기주와의 산학 협력체결( )

2009. 11.• 12.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와 기독교문화예술학부(Bloomfield College)

공연예술전공실용작곡과의 복수학위 체결( ) 3+1

2009. 11.• 16.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학기 추가공모 사업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2 ( )

2009. 11.• 20. 싱가폴 쉘튼국제대학 과의 학술 및(Shelton Colleg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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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09. 11.• 24. 중국 심양 조선족제 중학 과의 학생교류 협정체결4 ( 4 )沈陽 朝鮮族第 中學

2009. 11.• 27. 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우수대학 선정한국교육개발원2009 ( )

2009. 12.• 1. 태국 프린스오브송클라대학교 와의학술(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09. 12.• 3. 싱가폴 이알씨대학 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ERC Institute)

협정체결

2009. 12.• 22. 대학자체평가 실시제 차( 1 )

2010. 4.• 20. 년도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차공모사업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1 ( )

2010. 4.• 23. 충청남도 평생교육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선정충남발전연구원( )

2010. 4.• 26. 경찰교육원과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0. 4.• 29. 미국 센티너리대학 과의 학생(Centenary College) 교직원교류 및 학술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10. 5.• 3. 일본어학교와의 교육실시 및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IECC 학술 및 교육

자료 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2010. 5.• 10. 국립특수교육원과의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0. 5.• 14. 필리핀비사야스대학 과의학생(University of the Visayas) 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 공동 연구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2010. 8.• 13. 필리핀 바탄주립대학 과의(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학생 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 공동연구활동및교육연구에관한교류

협정체결

2010. 9.• 9. 한국기독실업인회와의 산학협력 협정체결

2010. 9.• 16.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의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0. 9.• 30. 명품평생교육강사 과정 위탁기관 선정서천군( )

2010. 10.• 4. 일본 나가노대학 과의 학생( )長野大学 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 공동

연구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2010. 10.• 5. 유관순 열사 순국 주년 추모 국제학술대회 개최90

2010. 12.• 9.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분야협력에대한업무협약｢ ｣
체결

2010. 12.• 18. 중국 해양대학교 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海洋大學

2011. 3.• 2. 대학발전장기계획백석 수립( VISION 2020)

2011. 3.• 21.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와의교수(University of HAMBURG)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1. 4.• 8. 미국 솔렉스대학 과의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정보교환을(Solex Colle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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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6. 중국 요동대학교 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遼東大學

2011. 5.• 10.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와의 교직원( )延邊科學技術學院 학생교류,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1. 5.• 16. 몽골 국제대학교 와의교수학생교류(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
및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1. 5.• 16. 멘토링 팀 프로젝트 지원과제 선정정보통신산업진흥원IT ( )

2011. 5.• 20.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자료 시범 구축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DB ( )

2011. 5.• 27. 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평생교육진흥원2011 ( )

2011. 5.• 31.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과의 교류 협약체결

2011. 6.• 13. 코레일천안역과의 업무제휴 협약체결

2011. 6.• 23. 년 대학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국립특수교육원2011 ( ) ( )

2011. 6.• 29. 중국 회해공업대학교 외국어대학 과의 학생교환에( )淮海工學院外國語學院

관한 협정체결

2011. 8.• 9. 학부 입학정원 조정보건의료인양성 관련학과 증원에 따른 감원 명( 38 ,

입학정원 명3,142 )

2011. 11.• 28. 라오스수파노봉대학교 와의교수(Souphanouvong University) 학생교류및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1. 12.• 1.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와의 관학 협력 협정체결

2011. 12.• 12.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기관 선정국립특수교육원( )

2011. 12.• 16. 대학자체평가 실시제 차( 2 )

2011. 12.• 29. 년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 협력체결한국2012 (｢ ｣
장학재단)

2011. 12.• 30. 중국 광동백운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白云 院广东 学
2011. 12.• 30. 중국 연태직업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烟台 院职业学
2011. 12.• 30. 대만 중원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中原大学
2012. 1.• 18. 미국 다울링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Dowling College)

2012. 2.• 16. 백석대학교 제 대 총장 장택현 박사 취임5

2012. 2.• 23. 가장큰인간핏방울 세계기네스북기록(The largest human blood drop)

등재

2012. 2.• 26. 년 대학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국립특수교육원2012 ( ) ( )

2012. 3.• 22. 일본 동해대학후쿠오카단기대학 과 학술교류( )東海大 福岡短期大学 学
협정체결

2012. 4.• 16. 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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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5. 년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 )

2012. 5.• 31. 말레이시아 국제대학 과학술교류협정KBU (KBU International College)

체결

2012. 6.• 20.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와학술교류협정체결(CHIANG MAI UNIVERSITY)

2012. 6.• 22. 제 대 이사장 이상열 박사 취임5

2012. 9.• 1. 백석대학교 제 대 총장 최갑종 박사 취임6

2012. 9.• 11.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고등국어 편찬기관 선정국립특수교육원( ) ( )

2012. 12.• 24. 년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 협력체결한국2013 (｢ ｣
장학재단)

2013. 1.• 28. 년 대학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교육부2013 ( ) ( )

2013. 2.• 20. 탄자니아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The United Africa of Tanzania)

2013. 3.• 30. 미국 콜럼비아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Columbia College)

2013. 4.• 16. 미국 애즈버리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Asbury University)

2013. 4.• 1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3. 5.• 27. 캐나다 와 학술교류 협정체결Pan Pacific College

2013. 6.• 20. 우간다 아프리카음악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Africa Institute of Music)

체결

2013. 8.• 5. 년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 )

2013. 9.•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2013. 11.• 8. 현대시 년관 개관100

2013. 11.• 19.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대학 과 학술교류(Antananarivo University)

협정체결

2013. 11.• 19.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과 학술교류(Swaziland Christian University)

협정체결

2014. 1.• 9. 한국장학재단과등록금부담경감을위한 국가장학금지원 업무협력체결｢ ｣
2014. 2.• 6. 천안 동남경찰서와 관학 협력체결

2014. 2.• 27.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KLA)]

2014. 3.• 19.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과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4. 3.• 24. 년도 해외취업연수 정시 운영기관 선정14

2014. 4.• 21. 대학기관평가 인증한국대학평가원( )

2014. 5.• 22. 상시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4. 6.• 7. 보령시와 관학업무 협약 체결

2014. 7.• 1. 대학특성화사업 개 사업단 선정교육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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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3.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과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4. 7.• 28. 미국 버클리음악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Berklee College of Music)

2014. 8.• 7. 년도 상시 차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선정14 (8 )

2014. 9.• 9.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과의 산학협력 협정체결

2014. 9.• 22. 헌혈 일 최다 국내기록 달성 명1 (1,245 )

2014. 10.•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과 관학협력 협정체결

2014. 11.• 18.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체결

2015. 1.• 19. 미국 휘튼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Wheaton College)

2015. 7.•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5. 9.• 7. 미국 고든대학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Gordon College)

2015. 12.• 11. 천안시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5. 12.•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업무협력 협정체결,

2016. 2.• 24. 년도 정시 해외취업 연수사업 스쿨 운영기관 선정2016 (K-Move )

2016. 3.• 1. 백석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설치운영

2016. 3.•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6. 3.• 29. 천안시 중국어 캠프 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6. 5.• 6. 중국 복건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6. 5.• 13. 일본 치쿠시조가쿠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6. 5.• 16. 대만 장영대학 과학술교류협정체결(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2016. 5.• 31. 천안문화재단과 업무협력 협약체결

2016. 6.• 2. 국제기독교대학교육협의회 개 회원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IAPCHE) 20

2016. 6.• 21. 대전지방교정청과 관학협력 협약체결

2016. 7.• 8. 일본 그룹과 주문식교육 협약체결KEN

2016. 9.• 9. 주식회사와 산학 협력 협약체결EK

2016. 9.• 20. 필리핀 카피테주 보건국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2016. 10.• 24.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과 학술교류 협정(Calvin Theological Seminary)

체결

2016. 11.• 10.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신학대학 과 학술(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교류 협정체결

2016. 11.• 18. 미국 와 학술교류 협정체결MI College

2016. 11.• 29. 중국 안휘삼연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6. 12.• 9. 과테말라 와 학술교류 협정체결Centro Universitario del Norte

2016. 12.• 13. 천안시 및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와 관학협력 협약체결

2017. 1.• 9. 전국 ‘가’그룹 비수도권대학 취업률 위한국교육개발원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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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6. 대만 황광과기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7. 2.• 16. 보리생명미술관 개관

2017. 2.• 1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인증대학 선정

2017. 3.• 1.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사업 선정고용노동부( )

2017. 3.• 23. 포스코인재창조원과 교육 협력 협약체결

2017. 4.• 19.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학 협력 협약체결

2017. 4.• 28.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충청남도( , )

2017. 5.• 5. 중국 난닝직업기술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7. 5.• 18. 미국 위스콘신대학 과 학술교류(University of Wisconsin River Falls)

협정체결

2017. 5.• 25. 신한은행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2017. 6.• 1. 중국 안양공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7. 6.• 1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부(LINC+) ( )

2017. 8.• 1. 베트남 탕롱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7. 9.• 1. 백석대학교 제 대 총장 장종현 박사 취임7

2017. 9.• 1. 인도 과 학술교류 협정체결Marian College Kuttikkanam

2017. 10.• 25. 가장 많은 개혁의 불꽃 켜기 세계 기네스북 기록 등재

2017. 11.• 3. 월드미션프론티어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2017. 11.• 9.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 협약체결

2017. 12. 14.• 미국 파이브타운스컬리지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7. 12.• 28.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 선정국립특수교육원( )

2018. 2.• 2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허브 센터사업 선정충남도청Y+ ( )

2018. 3.• 16. 중국 숙천택달직업기술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3.• 22.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재선정고용노동부( )

2018. 4.• 10. 우간다 캄팔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4.• 14. 미국 달라스침례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5.• 7. 중국 하북외국어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5.• 31. 일본 니시테츠국제경영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6.• 5. 중국 호남골프여행직업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6.• 5. 필리핀 엔더런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6.• 12. 중국 항주에 택달 백석 한국어교육센터 오픈-

2018. 6.• 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교류협력 협약체결

2018. 6.• 18. 한국생산성본부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2018. 6.• 20. 경찰인재개발원과 교육협력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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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년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선정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8 ( )

2018. 8.• 10. 천안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천안시( )

2018. 9.• 4.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2018 ( )「 」

2018. 11.• 14. 대교에듀캠프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2018. 11.• 22. 사좋은교사운동과 교육협력 협약체결( )

2018. 12.• 10. 베트남 다낭경제계획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12.• 10. 베트남 다낭직업관광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12.• 14.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협약체결

2018. 12.• 20.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협약체결

2018. 12.• 20. 유성구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협약체결

2019. 1.• 09. 천안시 청년복지센터 운영기관 선정2030

2019. 1.• 24. 년 백석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약정체결2019 KOICA

2019. 2.• 28. 년도 스쿨사업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2019 K-MOVE ( )

2019. 3.• 4. 세계작업치료교육 평가인증 및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인증(WFOT)

최우수교육 인증기관선정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 )

2019. 3.• 13. 충남연구원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9. 3.• 2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2019. 4.• 1. 운동 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3·1 100

2019. 4.• 23. 극동방송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9. 4.• 30.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선정블록체인2019 ( ,AR/VR)

2019. 6.• 11.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14. 베트남 호치민재정경제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18.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과학대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20. 육군대학과 상호교류 협약 체결

2019. 6.• 24. 중국 안휘신화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25. 중국 하이커우경제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25. 년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획득2019 ( ) “ ”

2019. 6.• 27. 충청남도 사립문화관 등록

2019. 7.• 16. 백석무인항공센터 설치 및 전담교육기관 지정

2019. 7.• 19. 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4

2019. 8.• 30. 중국 안휘중의약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9.• 23.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협약 체결

2019. 12.• 11. 한국가상증강현실협회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9. 12.• 13.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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