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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개요

사 업 명1)

교육역량
우수대학

YES
+SMART

취업 중심대학 구축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BM 중심의 산학융합 우수 인력 양성 사업

협약 기간
2)

2012. 4. 30 ~ 2013. 2. 28

지역 구분
3)

비수도권 소재지 경북

국고지원금
4)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2,405,000,000원 70%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1,032,000,000원 30%

합 계 3,437,000,000원 100%

사업책임자
5-1)

성 명 임지만 소속(학과) 자동차&에너지계열

직 급 부교수 직 위 산학협력단장

전 화 054-851-3510 이동전화 010-4751-7812

FAX 054-851-3720 E-mail gman@asc.ac.kr

사업실무자
5-2)

성 명 이윤호 소속(학과) 산학협력단

직 급 일반직 6급 직 위 산학협력팀장

전 화 054-851-3520 이동전화 010-2821-7979

FAX 054-851-3720 E-mail boss@asc.ac.kr

사업비총괄6)
세부사업명 국고지원금(원)

사업별

비율(%)

전체

비율(%)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① 장학금 지원사업 288,700,000 12.0 8.4

② 현장실습 중심 산학협력사업 406,800,000 16.9 11.8

③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428,000,000 17.8 12.5

④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817,000,000 34.0 23.8

⑤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223,000,000 9.3 6.5

⑥ 직업교육 역량강화사업 241,500,000 10.0 7.0

소 계 2,405,000,000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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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총괄6)
세부사업명 국고지원금(원)

사업별

비율(%)

전체

비율(%)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① 브랜드 장학 지원사업 123,700,000 12.0 3.6

② 산학융합 협력사업 336,800,000 32.6 9.8

③ BM 핵심 역량강화사업 571,500,000 55.4 16.6

소 계 1,032,000,000 100 30

합 계 3,437,000,000 100

성과지표
7)

지표명 단위 현재값(a) 목표값(b)
상승률(%)

(
 

×100)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① 교육만족도 지수 1.0 1.06 6.0

② 외국어역량지수 지수 1.0 1.05 5.0

③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 51.6 53.1 2.9

④ 산업체인턴십참여율 % 2.78 3.75 34.9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① 교육만족도 지수 1.0 1.08 8.0

② BM외국어역량지수 지수 1.0 1.10 10.0

③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 53.1 55.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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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고지원금
8)

구분
2008년도

(’08.10~’09.2)

2009년도

(’09.5~’10.2)

2010년도

(’10.3~’11.2)

교육역량 우수대학 605백만원 2,408백만원 2,250백만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751백만원

소 계 605백만원 2,408백만원 3,001백만원

구분
2011년도

(’11.4~’12.2)

2012년도

(’12.4~’13.2)
합 계

교육역량 우수대학 2,116백만원 2,405백만원 9,784백만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1,117백만원 1,032백만원 2900백만원

소 계 3,233백만원 3,437백만원 12,684백만원

본인은「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함에

있어, 관련 법령, 귀 부 및 협의회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

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권 상 용 (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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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Ⅰ. 사업 개요

1-1. 사업명 : YES+SMART 취업 중심대학 구축

 대학의 현황

◦ 45년의 역사를 가진 경북지역 사립 명문대학으로, 1967년 “공립 안동간호고등

기술학교”로 설립 이후 1983년 사립으로 전환됨.

◦ 2012년 '안동과학대학‘에서 ’안동과학대학교‘로 교명 변경.

◦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전문대학 기

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문대학 간호과 학위과정(4년제) 설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음.

◦ 안동과학대학교는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난 4년간

“YES 프로젝트를 활용한 취업 중심대학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수행하였음.

◦ 사업 내용의 변화는 소폭 있었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서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

력을 한 결과,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을 전국 9위, 대구․경북 2위를 달성하

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취업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대
학
의

핵
심
역
량

20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5년 연속)

2012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2012  경상북도․안동시, ‘청년 CEO 육성사업’ 사업자 선정

2012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선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2011  전문대학 간호과 학위과정(4년제) 설치대학 선정

2011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정, 취업지원역량 우수대학 선정(전국 5개 선정)

2011  해외 현장실습 사업 영어권 전국 4위, 경북 1위 달성

201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조사 전국 9위, 대구․경북 2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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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중심 명문대학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9위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경북 북부권 지역의 산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의 다

변화를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실무 중심의 현장교육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새롭게 정

비하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하여 산학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수학능력 교육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

적인 지도와 계획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학생들의 기초학문 및 전공 과목

에서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의 체계적인 사업이 요구됨

◦ 교수법 프로그램에 대한 교수진의 관심의 저조함은 학습력 저조와 연계됨으로서

교수들의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함

◦ 교육 공간 및 국제화 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른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목

적에 맞는 교육 공간 확대와 국제화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됨

◦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대학 교육

전체의 질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체계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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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 안동과학대학교의 교육목적-교훈-인재상

안동과학대학교 교육목적 교훈 인재상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 대하

여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책임의식
➜ 인간화 ➜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창의적인 교양인
∙끊임없는 학문적, 기술적 연찬을 통해 자기

분야 최고를 지향하는 장인정신
➜ 과학화 ➜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문기술인
∙변화를 두려워하기 않고 자신의 능력을 새

롭게 개발하는 진취적인 도전정신
➜ 세계화 ➜ 국제화 흐름을 주도하는 

진취적인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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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과학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 중장기 발전계획(New Vision 2020) 추진전략 : SMART-45 Project

◦ SMART-45 Project의 지향점

추진전략 SMART-45 Project 개념

S Student Satisfaction Smart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만족도 제고

M Manpower of Faculty & Staff Smart한 혁신과 지원을 통한 교직원 역량 제고

A Advanced Management Smart한 대학행정시스템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

R Revolutionary Education Smart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명품교육 실현

T Technician Tech Smart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

※ 45개 핵심 전략과제 선정 이유 :

SMART-45 Project 수행을 통해, 우수한 직업교육을 실현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경

쟁 속에서 전국 Top 10 전문대학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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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45 Project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전략

전략과제 중점 과제 세부 추진 전략

S
학생만족

학생복지서비스 강화

S-1. F-D-S triangle project

S-2. 장학금제도 확대 및 다양화

S-3.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장서 확충

인텔리전트 캠퍼스
S-4. 전자 학생증 도입

S-5. 스마트 폰 세대를 위한 U-Campus 구축

Clean & Green Campus

S-6. 학생 편의시설 확충

S-7. 캠페인을 통한 Clean Campus

S-8. Culture Campus(캠퍼스 문화 활성화)

M
교직원

역량강화

교수 역량 강화

M-1. 교원업적평가 보완 및 인센티브제 도입

M-2. 수업개선을 위한 교수법 개발 지원

M-3. 교원 연구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

M-4. 교수 산업체 현장연수 확대

M-5. 우수교원 유치 및 교수확보율 향상

직원 역량 강화

M-6. 업무표준화를 통한 행정

M-7. 다면 평가제도 도입 및 적용 활성화

M-8.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A
앞선행정

행정 시스템 개선

A-1. one-stop 행정서비스 체제구축

A-2. 기자재 및 재료의 적정 운영과 공동 활용

A-3. 대학자체평가 인증 체제 확립

A-4. 행정업무 효율화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A-5. 홍보채널의 다양화

A-6. 대학상징 Landmark 설치

지역사회 네트웍 강화
A-7. 평생교육원 기능 확대

A-8. 대학시설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대학 수익구조 강화

A-9. 사이버 대학 설립

A-10. 비용구조 개선

A-11. 수익사업 육성

R
교육혁신

교육과정 운영 혁신

R-1. 교양 교육과정 혁신

R-2. 학제 자율화에 대비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R-3. 교육과정 혁신

인성 및 기초학습능력 강화

R-4.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R-5. 교수-학습 지원센터 활성화

R-6.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R-7. 국제화 교육, 외국어 교육 강화

수요자중심 교육체제 확립
R-8.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R-9. 대학특성화 및 학과 개편

T
취업교육

취업 진로 체계 활성화

T-1. 경력개발시스템(ABRICs) 활성화

T-2. 종합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T-3.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T-4. 전공 자격증 취득률 향상 프로그램 확대

신 산학협력 체제 구축
T-5. 새로운 산학협력업체 발굴

T-6. 산학협력 운영 내실화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T-7. 현장실습 내실화

T-8. 창업동아리 육성

T-9. 산업체 인사 교육 참여 확대



- 9 -

1-3.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수립 배경

우리 대학은 홍인인간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설립자의

교육목적인 “주인의식을 함양한 창의적인 전문인 양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인간상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음

◦ 대학의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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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및 목적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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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고등교육환경의 환경변화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본연의 역할과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자생

력을 키워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확립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대표브랜드 육성이 요

구되고 있음

◦ 열악한 지역산업 여건

- 농업기반의 구조를 가진 지역의 산업여건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실무인재 육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략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필

요함

◦ 학력수준의 저하

- 지방전문대학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부족은 전공 및 교양교육의 어려움과 학생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수

학능력 향상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전공 및 취업능력 향상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공지식의 요구도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공별 만족도의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학과별 전

공관련 산업체 요구 수용 및 반영의 노력이 필요함(2011, 안동과학대학 산업체

만족도 조사)

- 직무기초역량에 대한 산업체 및 졸업생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산업체 인식 대비

졸업생 인식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 진출 후 초기 직무

기초역량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취업능력향상 교육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함

이 필요함(2011년 안동과학대학 학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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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졸업생 대비 낮은 전문대학 졸업생 역량 수준

- 산업체에서 인식하는 4년제 대학 졸업생 대비 전문대학 졸업생 역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공핵심역량과 직무기초역량이 부족하여 전공교육강화와 직무기초

교육이 필요함(2011, 안동과학대학교 산업체 만족도 조사)

-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체계 재정립을 통해 대학 전체의 교육을 내실화하

고 학과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가계곤란자 및 학업성취자에 대한 장학지원의 필요

- 안동과학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여건분석을 파악한 결과

13.83%가 고위험군, 12.81%가 중위험 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학

업의 계속성과 학습 집중도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됨으로서 장학지

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회적 자존감의 결여로 교육 및 취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함

으로서 학생 자신의 자존감 회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필요함

◦ 대학의 자생력 강화 및 교육의 고도화

- 학령인구 급감을 대비하여 대학의 체질개선이 필요함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교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산업체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학생현장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에 충성심을

높히기 위한 전공교육 및 직무역량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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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업목적 직업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중심 명문대학

사업목표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취업중심 명문대학의 위

상에 부합하는 취업률 향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통한 직업개발능력 극대화

◦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실무인재 양성

◦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역량 제고

추진전략

YES+SMART 
Project

￭YES : Youth Employment Support

￭+SMART : 대학발전계획(Vision 2020)의 실행전략

            Student Satisfaction   

            Manpower of Faculty & Staff 

            Advanced Management 

            Revolutionary Education 

            Technician Tech 

◦안동과학대학교는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2) 대학자체평가, (3) 2011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4)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해 수행된 ‘교육역

량강화사업 환류체제 구축’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년간의 사업을 확대 발

전시켜 2012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설계하였음.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수행전략으로 채택한 YES-Project (Youth

Employment Support)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천한

결과, 2010년 전국 대학 취업률 9위를 달성하였고, 2011년 취업지원역량 우

수대학에 선정되는 등, 취업중심의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음.

◦대학발전계획에서 ‘취업중심의 명문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을 위해 채택한

수행전략인 SMART Project를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전략인 YES-Project

(Youth Employment Support)와 연계시켜 YES+SMART를 2012년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수행전략으로 확대 발전 시킴.

대학의

정책방향

◦ 학사제도개선을 통한 현장실무중심, 취업중심의 교육 실현

◦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첨단화, 선진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교육품질의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 진로·취업시스템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의 역량 제고

◦ 교수의 수업능력, 직원의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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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과학대학교의 발전계획인 “New Vision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전

문 기술인, 창의적 교양인, 진취적 주체인을 육성하기 위해 'SMART-45

Project' 추진전략을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 'SMART-45 Project'의 실행과제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 가계곤란자의 계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자격증 취득과 각종 경진대회 지

원, 우수학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촉진

함으로서 학생 학습지속능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 산업체와 대학의 유기적인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지역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제 구축하고, 학생의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체제 확보, 산업체 인턴십, 프로젝트 실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

습 중심의 산학협력사업

- 기초수학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강화, 전공자격증 취득률 향상 프로그램, 진

로지도, 취업 및 창업지원 및 대기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학생의 취업능

력을 극대화하는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 해외 인턴십 지원을 위한 영어회화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취업역량의 성과

를 극대화하고,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수-학습의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임으로서

취업중심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직업 교육역량 강

화사업

-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대학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

한 대표브랜드사업인 BM산업 우수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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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총괄

 사업 개요

■ 취업중심 명문대학 실현을 위한 YES+SMART 프로젝트

- 본 대학에서 추진하는 교육 목표인 취업중심 명문대학의 실현을 위하여

(1)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산학연동교육 운영

(2)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인성을 갖추기 위한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3) ABRICs(단계별 경력개발 인증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취업·진로지도

(4)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수-학습개선과 교직원 역량강화

(5) 우수한 기자재 및 시설확보와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공능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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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 내용 총괄

◦ 대학 비전과 연계한 사업계획 개요

- New Vision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0년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인

Venture25를 계승하여 SMART-45 Project로 실행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

인 활동 계획을 수립함

- 학생복지 및 교육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Student Satisfaction, 혁신과 지

원을 통한 교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Manpower of Faculty & Staff, 대학행

정시스템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Advanced Management,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한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Revolutionary Education, 취업지원 프로

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Technician Tech의 5개 중점 추진전략으로

이루어짐

- 비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 장학금 지원사업, (2) 현

장실습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 (3)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4)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5)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직업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하였고,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인 BM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1) 산학융

합 협력사업과 (2) BM 핵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교육력을 지속

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음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 2008년 이후 4년간 연속 수행한 사업구조는 기존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을

유지하며,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세부사업들은 교육여건의 지속적 확충 측면

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

-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강

화하여 토익강좌 및 영어회화 수업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였음

- 2011년 사업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금, 취업, 교육인프라 구축 등 여건 확충에 재원을 배정함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성과지표의 차별성 : 성과지표는 3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YES Project의

전공능력 3대 영역인 직업기초교육, 현장중심교육, 진로-취업지도 영역을 성

과지표에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2012년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내실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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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국어능력 향상률을 성과지표에 적용하였음

- 성과관리 체계의 강화 :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기존 사업의 구조를 유

지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와 컨설팅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산학공동의 글로벌 직업역량 지원 :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

성하되,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국내와 국외 산업체에서의 연속적인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글로벌

전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

-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실현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의 실무교육 강화

차원에서, 대학의 LINC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캡스톤디자

인, 산업체 인턴십,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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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 투자현황표

연번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연도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비고

1 학생장학금 지원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안정적인 학습기회부여 및 학업의욕 고취를 통

한 학생 교육역량강화

- 성과 : 저소득층학생, 자격증장학, 교육역량 성취장학

※ 2011년 대표브랜드사업 장학금은

해당 사업에서 집행

2009 481,417,000

2010 325,851,000

2011 359,310,000

소계 1,166,578,000

2
지역기반

新산학협력사업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산학협력프로그램 확대

- 성과 : 산학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현장요구

지식 및 기술정보 습득

2009 138,083,950 신설

2010 278,004,500

2011 344,905,210

소계 760,993,660

3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직업기초능력 및 실무능력교육을 통한 직업보

전능력 향상

- 성과 : 직업 기초/실무 능력과 인성/리더십을 겸비

한 전문직업인 양성

2009 1,173,507,200

2010 767,762,915

2011 966,317,930

소계 2,907,588,045

4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어학능력 향상,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글

로벌 마인드 함양

- 성과 : 외국어와 직업실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

재 양성

2009 27,677,760

2010 261,918,993

2011 216,360,003

소계 505,956,756

5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취업 로드맵 도출/취업률 향상

- 성과 : 능동적인 진로 설계와 실행을 통한 취업률 향

상

2009 587,314,090

2010 366,462,592

2011 229,106,857

소계 1,182,883,539

6

바이오메디칼산업

인력양성

사업(대표브랜드)

‣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 목표 : 차세대 바이오메디칼 산업 인력 양성
- 성과 :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개편으로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
※ 대표브랜드 학과 장학금 지원 포함

2009 -

2010 1,001,000,000 신설

2011 1,117,000,000

소계 2,118,000,000



- 19 -

사업

구분
연번 세부사업명 항목명

국고지원금

금액(원)
사업별

비율(%)

전체

비율(%)

교육

역량

우수

대학

사업

①
우수인재양성

장학금지원사업

▪저소득계층지원장학 20,000,000 0.8 0.6

▪자격증취득장학 140,000,000 5.8 4.1

▪교육역량성취(포인트) 장학 122,700,000 5.1 3.6

▪경진대회우수장학 6,000,000 0.2 0.2

계 288,700,000 12.0 8.4

②
현장실습중심

산학협력사업

▪산학협력프로그램 52,800,000 2.2 1.5

▪현장실습 & 실무교육지원 289,000,000 12.0 8.4

▪현장중심산학협력시스템구축 65,000,000 2.7 1.9

계 406,800,000 16.9 11.8

③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113,000,000 4.7 3.3

▪경력개발프로그램 283,000,000 11.8 8.2

▪창업지원프로그램 32,000,000 1.3 0.9

계 428,000,000 17.8 12.5

④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교육환경강화프로그램 817,000,000 34.0 23.8

계 817,000,000 34.0 23.8

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글로벌능력강화프로그램 223,000,000 9.3 6.5

계 223,000,000 9.3 6.5

⑥
직업교육역량

강화사업

▪교직원역량강화 95,500,000 4.0 2.8

▪교수-학습지원 41,000,000 1.7 1.2

▪사업단일반관리비 50,000,000 2.1 1.5

▪성과관리및컨설팅 55,000,000 2.3 1.6

계 241,500,000 10.0 7.0

소 계 2,405,000,000 100 70.0

Ⅱ. 세부사업별 계획

1. 세부사업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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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연번 세부사업명 항목명

국고지원금

금액(원)
사업별

비율(%)

전체

비율(%)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①
브랜드장학

지원사업

▪브랜드마일리지장학 61,700,000 6.0 1.8

▪자격증취득장학 40,000,000 3.9 1.2

▪저소득계층지원장학 20,000,000 1.9 0.6

▪브랜드경진대회우수장학 2,000,000 0.2 0.1

계 123,700,000 12.0 3.6

②
산학융합

협력사업

▪산학융합네트워크구축 131,800,000 12.8 3.8

▪현장중심교육프로그램운영 135,000,000 13.1 3.9

▪ BM산업취업지원 70,000,000 6.8 2.0

계 336,800,000 32.6 9.8

③
BM핵심역량

강화사업

▪교수-학습역량강화 18,000,000 1.7 0.5

▪현장밀착형전공역량강화 120,000,000 11.6 3.5

▪교육환경강화 411,500,000 39.9 12.0

▪성과관리및컨설팅 22,000,000 2.1 0.6

계 571,500,000 55.4 16.6

소 계 1,032,000,000 100 30.0

합 계 3,437,000,000 100



- 21 -

2. 세부사업 내용

2-1.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 적응력 저하

◦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자체 재정지원의 한계 상황 발생

◦ 전공 및 각종 자격증 취득 독려

◦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독려

◦ 전공 및 각종 경진대회 참가를 통한 전공분야 역량강화 필요

◦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른 재학생 경제적 여건 분석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비고
인원수 147 133 887 총 1,167명
비율 13.83% 12.81% 73.36% -

목표

◦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생 자존감 회복 및 대학생활 적응

력 제고

◦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격증 취득률 향상 및 취업성공 실현

◦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역량강화 성취도 향상을 통한

학업능력 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

◦ 각종 경진대회 입상을 통한 전공능력 및 학업성취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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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저소득계층 지원 
장학

추진
내용

▪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중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확인/선정 후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저소득계층 구분별 장학금액 차등 지급

- 자활장학 : 장애 4등급 이상 자(장애인확인서)

- 대학생가장장학 : 대학생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적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적용

자격증 취득 장학

추진
내용

▪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중 전공실무능력, 어학능력, 정보화활용능력, 한자능력 관련 자격증 취

득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확인/선정 후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지급 기준(우선 적용)

- 사업기간내 취득자에 한하며 자격증 종류별, 등급별 차등기준 적용

▪ 전공실무능력 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국가공인, 공인민간, 비공인민간 자격

▪ 어학능력 관련 자격 및 점수

- 토익, JLPT, JPT, 중국어능력시험

▪ 정보화활용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 MOS

▪ 한자능력

교육역량 
성취(포인트) 장학

추진
내용

▪ 교육역량 성취(포인트) 장학금 지급

-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수료자)에 대한 성취 포인트 부

여, 신청서 접수, 확인/집계/선정 후 장학금 지급

▪ 대학 단계별 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과 연동 운영

-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 프로그램 확인 및 인증 관리 실시

추진
방법

▪ 지급 기준

- 사업기간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포인트 배정(소요시수, 난이도 등 고려)

- 프로그램별 배정된 포인트 최종 합산, 포인트별 장학금액 배정(예산범위내)

경진대회 우수 장학

추진
내용

▪ 경진대회 우수 장학금 지급

- 대학 내/외 경진대회 참가,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지급기준

- 사업기간내, 각종 경진대회 참가,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차등적용)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에서 세부항목(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경

우, 경진대회 실시 공식문서내 장학금액 명시, 심사/선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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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저소득계층 
지원 장학

․저소득계층장학 20,000,000

- 저소득계층(차상위, 자활/대학생

가장, 기초수급자)에 따라 차등 지

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20,000,000

자격증 취득 장학
․자격증취득장학 140,000,000

- 자격증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140,000,000

교육역량 
성취(포인트) 장학

․교육역량성취(포인트)

장학
122,700,000

- 성취포인트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122,700,000

경진대회 우수 장학
․경진대회우수장학 6,000,000

- 경진대회 시상내역에 따라 차등지

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6,000,000

합   계 288,700,000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저소득계층 장학 ․저소득계층 장학 ➟ ➟
자격증 취득 장학 ․자격증취득장학 ➟ ➟ ➟ ➟

교육역량 
성취(포인트) 장학

․교육역량성취(포인트)

장학 ➟ ➟
경진대회 우수 장학 ․경진대회우수장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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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저소득계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집중도 및 성취도 향상

▪경제적 기회 균등(배려)를 통한 학생 자존감 회복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자격증 취득 장학을 통한 전공능력 및 자격증 취득률 향상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전공능력 및 학업성취 역량 강화

중․장기

성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능동적인 참여 유도

▪학업 및 취업 역량에 대한 자기주도적 동기 부여

▪선택과 집중을 반영, 우수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장학과 경진대

회 우수 장학을 시행함으로서 전공기술 능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 최근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 지원 현황

구분 장학금 지원항목 수혜학생수(명) 지원금액(원)

2009년
․저소득계층장학금

․자격증장학금

․교육역량성취장학금

1,659 481,417,000

2010년

․저소득계층장학

․자격증취득장학

․교육역량성취포인트장학

․경진대회우수장학

1,699 565,557,000

2011년

․저소득계층장학

․자격증취득장학

․교육역량성취포인트장학

․경진대회우수장학

2,105 645,170,000

합계 5,463 1,692,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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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실습 중심 산학협력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성공

사례

◦ 높은 취업률 : 2010년 68.8%, 2011년 68.3%(건보DB 기준)

고등교육기관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전국 9위, 대구경북 2위(2010)

◦ 인턴십 학생 취업전이률 (2010년 기준, 85.7%)

◦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4.3/5.0만점, 2010 기준)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33.1%, 면허증 포함 50.3%)

핵심

성공

요인

◦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음.

- 단계별 경력개발 시스템 (ABRICs)를 통한 취업 및 진로지도와 경력관리

- 종합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개발

◦ 대학발전계획(2011)에 의거하여, 산학협력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목표관리

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목표관리

- 산업체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및 환류체계가 잘 확립됨

◦ 대학발전계획, 대학특성화 등에서 ‘취업중심 전문대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

문에, 현장중심 교육체제(현장중심의 교육, 산학연동 교육인증제, 산업체인

사 교육참여,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전공/창업동아리 활성화 등)

◦ 산학협동 업체 중, 지역산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은 취업률 유지

◦ 대학-산업체 간의 요구를 수렴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전공별 산학협력 워크숍, 기술지도협의회 등

◦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산학 공동 교육체제의 구축

이 필요함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교수업-현장실습-인턴십 등을 연결

하는 취업연계형 실습교육 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목표

◦ 대학의 LINC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교육과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과 산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산업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의 강화, 인턴십, 전공․창업동아리 활성화 등 산학 공동의 현장실무 중

심 교육을 통한 취업률 향상

- 전공실무 프로젝트 및 캡스톤디자인 교육체제 정착

◦ 산학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에 따른 현장 요구 지식 및 기술정보 습득

◦ 대학 보유 지식, 기술적 역량을 중소기업에 접목, 대학-기업간의 기술 인프라 구축

◦ 산학 공동 기술개발 및 산학 공동장비 운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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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산학협력 
프로그램

추진
내용

▪ 산학협력활성화지원

- 학과별 산학협력체결 활성화 및 확대

- 현장실습 산업체 담당자 전담교수제 구축

▪산학협력 워크숍 운영

- 산학간 연계워크숍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 지도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사항 파악

- 기술지도를 통한 애로기술 해결

추진
방법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체결

- 산업체 실무담당자를 전담교수로 임명하여 실습 지도를 체계화

- 산업체 실습전담교수들은 실습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산학협력 워크숍 운영

-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류활성화, 네트워킹에 역점을 둔 능동형 산학협력 생태

계 조성을 통한 실질적 성과추구형 산학협력 운영

▪ 중소기업 기술 지도(12개 산업체)

- 기업애로기술 접수, 내용분석 후 자문교수 선정

- 지원방법 : 1인 1일 4시간 이내, 20일 내외 지원

- 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경영 및 통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

의매출및 생산성향상에대한 실질적인기여

현장실습&
실무교육 지원

추진
내용

▪ 캡스톤디자인

- 팀프로젝트·졸업작품 등 학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캡스톤디자인 프

로그램을 운영

▪ 현장실무능력강화를 위한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 산업체 인턴십을 통한 현장적응 및 직장 체험

▪ 산업체견학

▪ 현장실무특강

- 산업체 인사 초청 현장실무 특강

▪ 현장실습지원

- 산업체 요구 맞춤형 현장실습

▪ 전공동아리지원

- 학과별 전공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 work & study

추진
방법

▪ 캡스톤디자인

- 전공별 과제를 신청 받아 과제의 아이디어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발굴

- 추진절차 : 캡스톤디자인 공고 - 신청과제 평가 - 캡스톤디자인 선정 - 산업체

전문가 매칭 - 캡스톤디자인 결과 제출

-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캡스톤디자인 결과가 산업화와 연결될 수 있

도록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된 프로젝트 발굴

- 전공 관련 프로젝트 과제 선정, 산업체 멘토의 지도를 받아 프로젝트를 완성

하고 전시회를 개최

▪ 산업체 인턴십

-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수합하여 동계방학 중 2~3개월 동안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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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주요내용

현장실습&
실무교육 지원

추진
방법

- 인턴사원 모집과 참여기업 수요접수시 희망 업무분야와 모집인원, 담당업무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사원 매칭

- 인턴십 종류 후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여부 확인(관리)

▪ 산업체 견학(신청학과)

- 전공관련 산업체로서 학생들의 취업처로 선정할 수 있는 직무분야 산업체방문

▪ 산업체 인사 초청 현장실무 특강(신청학과)

- 우수 기업 CEO 및 인사 초청 특강

▪ 현장실습지원

- 대상 : 재학생 중 신청자

- 운영기간 : 하/동계 방학기간 중 2~3개월

- 산업체 :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우선 배정 및 신청 업체

- 절차 : 산업체, 학생 신청서 접수→산학코디네이터의 실습처 배정→산업체에

대상 학생 관련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발송→산업체 현장실습 승낙서

접수(산업체 지도교수 선정)→학생에게 실습처 통보→현장실습 실시

- 인턴십 및 현장실습 종료(수료)시 학정인정(학기제 현장실습 : 20학점, 단기

현장실습(4주, 160시간 : 2학점)

▪ 전공동아리 지원

- 대학에 등록된 전공동아리에 한하여 지원, 전공동아리에서 취업동아리로 전환

▪ work & study

-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현장중심 산학협력
시스템구축

추진
내용

▪ 지역맞춤형 현장 실습 체계 구축

- 지역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 모델 분석

▪ 산학협력 관리 시스템 구축

- 가족회사 DB구축 및 ABRICs SYSTEM을 연계한 현장실습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방법

▪ 지역맞춤형 현장 실습 체계 구축

- 지역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 모델 컨설팅

- 지역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기술동향, 인력수요 등)

- 외부 연구과제로 의뢰

- 이를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현장실습 계획 구축, 인력양성 모델 및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확대 방안 구축

▪ 산학협력 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산학협력자원의 실적관리 및 성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산학협력단에서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상시 개방하여 산학협력의 효

과를 극대화시킴

- 산학협력 실적을 전산 처리하고 관리하는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 정보 및 실적 DB 구축

- 협약서 체결,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전산으로 즉시 입력가능

- 가족회사에서 각종 업무 및 전문가 검색 가능

- ABRICs SYSTEM시스템과의 연계한 현장실습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업체

와 학생 연결 및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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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학협력활성화지원 12,000,000 -협약체결:70건 이상 3 3

․산학협력워크숍 12,000,000 -6회×2백만원=12백만원 3 2

․중소기업기술지도 28,800,000 -12회×24십만원=288십만원 3 1

소   계 52,800,000

현장실습&
실무교육 지원

․캡스톤디자인 16,000,000 -3개과:16백만원 2 5

․산업체인턴십 26,000,000 -52명×5십만원=26백만원 2 7

․산업체견학 35,000,000 -14개학과(17회) : 35백만원 8 3

․현장실무특강 16,000,000 -20회×80만원=16백만원 2 1

․현장실습지원 170,000,000
-학생:650명×20만원=13천만원
-지도비:250명×10만원=25백만원
-출장비등:15백만원

8 2

․전공동아리지원 10,000,000 -20개×5십만원=1천만원 2 8

․work&study 16,000,000 -40명x4십만원=16백만원 8 3

소   계 289,000,000

현장중심 산학협력
시스템구축

․지역맞춤형현장실습체계
구축

30,000,000 -1건×3천만원=3천만원 3 4

․산학협력관리시스템구축 35,000,000 -1건×35백만원=35백만원 3 4

소   계 65,000,000

합   계 40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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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학협력활성화지원 ➟ ➟ ➟ ➟ ➟ ➟ ➟ ➟ ➟ ➟
․산학협력워크숍 ➟ ➟ ➟ ➟ ➟ ➟ ➟ ➟
․중소기업기술지도 ➟ ➟ ➟ ➟ ➟ ➟

현장실습&
실무교육 지원

․캡스톤디자인 ➟ ➟ ➟ ➟
․산업체인턴십 ➟ ➟ ➟ ➟ ➟
․산업체견학 ➟ ➟ ➟ ➟ ➟ ➟ ➟ ➟ ➟
․현장실무특강 ➟ ➟ ➟ ➟ ➟ ➟ ➟ ➟ ➟
․현장실습지원 ➟ ➟ ➟ ➟ ➟ ➟
․전공동아리지원 ➟ ➟ ➟ ➟ ➟ ➟ ➟

현장중심 
산학협력

시스템구축

․지역맞춤형현장실습체계구축 ➟ ➟ ➟ ➟ ➟
․산학협력관리시스템구축 ➟ ➟ ➟ ➟ ➟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산업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

장실무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

득,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산업체가 요구하

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취업률 증대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는 학생들에

게 소개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이 현장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산업

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장기

성과

▪인턴십 수행 후보 회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산업체 POOL을 구

성, 선정함으로 전체 인턴십 프로그램 질 향상

▪산업체 실무전문가의 교육 참여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과 지역사회 발전 추구

▪산업체의 기술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산업체 요구

를 바탕으로 현장실무 교육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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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대표브랜드제외)

구분 Capstone Design 국내인턴십 산업체 견학 현장실무특강

2010년 4개학과, 5과제 49개업체, 82명 13개업체, 523명 13개업체, 550명

2011년 4개학과, 5과제 7개업체, 10명 14개업체, 618명 11개업체, 549명

◦ 기업과 교수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기술을 해결

함으로써 기업 매출증대 및 기업성과에 기여

◦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좀더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여 산업계의 수요와 연

계된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

◦ 지역 선도산업, 전략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기술동향, 인력수요 등)을 통한 지역맞춤

형 현장실습 계획 구축, 인력양성 모델 및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확대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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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취업 기초능력의 함양 측면에서,

◦ 기초수학 및 직업기초 능력, 실무능력 교육강화를 통한 취업능력 극대화 필요

◦ 성공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초직업능력 및 대인관계

등 직장인으로서의 인성교육 필요성 증대

◦ 현장실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능력 배양 필요

□ 취업률 향상 및 취업의 질 개선 측면에서,

◦ 현재, 건보 DB 기준으로 68%대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률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 향상과 취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입학→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으로까지 하나의 선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지

는 단계인 취업/진로지도 체계 및 관리 필요

◦ 우수 산업체 취업자에 대한 추수지도를 통해, 산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

함으로써 취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을 위해,

◦ 산업체 업무 프로세스 체험을 통한 교육-취업의 연결고리 강화

◦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실습비 투자 확대

◦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분석,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관리와 구체적

인 취업(진로) 목표 설계 지원 필요

◦ 전문대학의 특성상, 창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창업마인드 고취 필요

목표

◦ 기초수학능력 부족자 학습능력 향상 및 취업 후 직무적응력, 직업보전능력 향상

◦ 인성, 직업윤리 및 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 향상

◦ 현장실습비 투자 확대로 현장적응력 및 취업률 향상

◦ LINC 사업과 연계된 ‘교육-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향상

◦ 재학생 개인별 취업 로드맵 도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취업 방향 제시)

◦ 전공 및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무적응력과 직업보전능력 고취

◦ ABRICs(단계별 경력개발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경력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에 대한 DB구축으로 취업 Feed-back 기능 강화

◦ 우수 창업인재 발굴․육성으로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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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창업 지원 체계

◦ ABRICs 및 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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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내용

▪ 기초수학 및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 학습능력 진단 및 기초수학능력 향상교육 및 직업기초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 인성함양 워크숍 운영

▪ 진로탐색을 통한 자아발견 및 목표(진로)설정

- MBTI 심리유형검사를 통한 자아탐색 실시

▪ 리더십향상프로그램

-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 취업컨설팅프로그램 운영

- 취업역량강화캠프, 취업아카데미,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대기업취업프로그램

- 대기업 취업률 증대를 위한 대기업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우수 졸업생 추수지도 프로그램

- 기 취업한 졸업생에 대하여 산업체 방문 후 추수 지도 실시

추진
방법

▪ 기초수학능력검사를 통한 기초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 운영영역 : 국어, 수학, 영어(물리, 화학, 생물), 한자

- 운영방법 : 학과별 해당영역을 선택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에서 수준 분석을 통한 기초교육강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6회)

-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평가(11월중 시행)

▪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향상 프로그램

- 대상 : 전학과

- 교육기간 : 단기 또는 1박2일 캠프형식으로 진행

- 운영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

- 교육내용 : 자아발견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 대인관계능력 향상, 성취동기

개발,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적극적인 학업자세 유지

▪ 진로탐색-MBTI심리유형검사 실시

- 대상 : 신입생(1학년) 전체

- 도구 : MBTI form G

- 학과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전수 검사 및 해석 실시, 자아 심리유형 발견을

통한 목표, 진로설정

▪ 리더십향상프로그램

- 사회 각계의 리더에 관해 특강을 듣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리더를 통해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역량강화캠프 : 전공계열별 실시

- 취업아카데미 : 방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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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주요내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방법

- 면접스킬업특강(면접특강+이미지메이킹)

- 취업페스티벌(입사서류컨설팅+이미지메이킹+이력서사진촬영 등) : 1회

▪ 대기업취업프로그램

- 대기업 특정분야의 취업수요가 많은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

- 취업반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

에게 집중교육

-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 우수 졸업생 추수지도 프로그램

- 졸업생이 근무하는 산업체 방문(지도교수), 졸업생 추수지도, 지도결과 환류

 경력개발 프로그램

추진
내용

▪ 전공특화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 전공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정보화자격증 취득 강좌

- ITQ, MOS, 컴퓨터활용 등 정보화자격증 취득 강좌 운영

▪ 우수 전공경진대회지원

-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전공능력 및 학업성취 역량 강화

▪ 전공자격증 취득 강좌

- 학과별 전공자격증․면허 취득 강좌 운영

▪ 취업박람회 참가

- 상․하반기 취업박람회 참가

추진
방법

▪ 전공특화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병원코디네이터, 공항지상근무직 등 전공분야별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재학생 중 해당 과정별 모집, 단기 집중 교육 실시(자격증 또는 수료증)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및 작품전시회, 논문발표회 등 지원

▪ 정보화자격증 취득 강좌

- 재학생 대상 모집, 방학기간 중 단기 집중 교육 실시, 자격시험 응시

▪ 우수 전공경진대회지원

-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 학과 및 산업체 선정

- 산업체와 매칭을 통하여 현장실무를 반영한 주제선정 및 조 편성

- 경진대회 및 공동작품전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전공자격증 취득 강좌

- 학과별 전공자격증 및 면허 취득 강좌 신청/접수 후 특강 운영 지원

▪ 취업박람회 참가

- 상․하반기 2회, 참가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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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주요내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내용

▪ 창업동아리 지원

-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실시, 창업마인드 조성, 우수아이템 발굴

▪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 창업역량강화캠프, 창업세미나 운영

▪ 창업박람회 참가

- 창업 관련 박람회 참가

▪ 창업강좌 지원

- 창업관련 강좌 지원

▪ 성공 창업CEO 특강

- 성공사례 창업CEO 초청 특강(졸업생 중 창업CEO 우선)

추진
방법

▪ 창업동아리 지원

- 대학에 등록된 창업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에 대하여 지원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실시

- 우수 아이템에 대하여 시상 및 경진대회 장학금 지급

▪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 창업역량강화캠프 : 창업동아리 대상, 1박2일 운영, 창업마인드 조성

- 창업세미나 : 창업 인사 초청, 창업동아리 대상, 2~3시간 특강 실시

▪ 창업박람회 참가

- 창업 관련 박람회 참가, 1회, 창업동아리 대상

▪ 창업강좌 지원

- 창업강좌 운영비 지원

▪ 성공 창업CEO 특강

- 성공사례 창업CEO(졸업생CEO 우선) 초청 특강 실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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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초수학및

전공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13,000,000 - 8개학과 : 13백만원 2 4

․인성함양교육

프로그램
25,000,000 - 5회×5백만원=25백만원 2 3

․진로탐색프로그램 5,000,000 - 1,500명×3,300원=500만원 2 10

․리더십향상프로그램 10,000,000 - 1회, 10,000,000원 2 3

․취업컨설팅프로그램 30,000,000

- 취업캠프:4회×5백만원=2천만원

- 취업아카데미:1회×4백만원=4백만원

- 면접스킬특강 4회×50만원=2백만원

- 취업페스티벌 1회×4백만원=4백만원

2 10

․대기업취업프로그램 20,000,000 - 40명×50만원=2천만원 2 11

․우수졸업생추수지도

프로그램
10,000,000

- 23개과×2회×12만원=552만원

- 출장여비 : 448만원
2 11

소   계 113,000,000

 경력개발 프로그램

․전공특화및경력개발

프로그램
167,000,000 - 18개과 35개프로그램 : 167백만원 2 5

․정보화자격증취득

강좌
15,000,000 - 2개과정×5회×150만원=1,500만원 2 2

․우수전공경진대회지원 8,000,000 - 4회×2백만원=8백만원 2 6

․전공자격증취득강좌 90,000,000 - 30개과정 : 9천만원 2 2

․취업박람회및공모전

지원
3,000,000 - 박람회 2회×15십만원=3백만원 2 11

소   계 283,000,000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동아리지원 8,000,000 - 4개동아리×2백만원=8백만원 2 9

․창업아이템경진대회 3,000,000 - 1회×3백만원=3백만원 2 9

․창업컨설팅프로그램 6,000,000
- 창업세미나 2회×100만원=2백만원

- 창업캠프 1회×4백만원=4백만원
2 9

․창업박람회참가 2,000,000 - 1회×2백만원=2백만원 2 9

․창업강좌지원 10,000,000 - 2개학과×5백만원=1천만원 2 9

․성공창업CEO특강 3,000,000 - 3회×1백만원=3백만원 2 9

소   계 32,000,000

합   계 4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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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초수학및 전공기초

능력향상프로그램 ➟ ➟ ➟ ➟ ➟ ➟
․인성함양교육프로그램 ➟ ➟ ➟ ➟ ➟ ➟
․진로탐색프로그램 ➟ ➟ ➟ ➟ ➟ ➟ ➟ ➟ ➟
․리더십향상프로그램 ➟ ➟ ➟
․취업컨설팅프로그램 ➟ ➟ ➟ ➟
․대기업취업프로그램 ➟ ➟ ➟ ➟ ➟ ➟
․우수졸업생추수지도

프로그램 ➟ ➟ ➟ ➟ ➟ ➟ ➟ ➟ ➟

경력개발 
프로그램

․전공특화및경력개발

프로그램 ➟ ➟ ➟ ➟ ➟ ➟ ➟ ➟ ➟
․정보화자격증취득강좌 ➟ ➟ ➟ ➟ ➟ ➟ ➟ ➟ ➟
․우수전공경진대회지원 ➟ ➟ ➟ ➟ ➟ ➟ ➟ ➟ ➟
․전공자격증취득강좌 ➟ ➟ ➟ ➟ ➟ ➟ ➟ ➟ ➟ ➟
․취업박람회참가 ➟ ➟ ➟ ➟ ➟ ➟ ➟ ➟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동아리지원 ➟ ➟ ➟ ➟ ➟ ➟
․창업아이템경진대회 ➟ ➟
․창업컨설팅프로그램 ➟ ➟
․창업박람회참가 ➟ ➟
․창업강좌지원 ➟ ➟ ➟ ➟ ➟
․성공창업CEO특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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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기초수학능력 향상으로 전공교육 이해도 향상 및 학습에 대한 자신

감 회복

▪자아 정체성 확립 및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과 산업체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표준화된 단계별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성숙기 진입단계)

- ABRICs(단계별 경력개발 인증관리 시스템)를 통한 체계적 진로

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확립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자신감 향상

▪전공실무능력 강화를 통한 전공 자격증 및 면허 취득률 향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불안감 해소 및 창업 마인드 조성

중․장기

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습득을 통한 자기 효능감(Self-efficiency) 고취

▪자격증 취득률 향상, 교육 효과성 증진을 통한 취업률 향상

▪도덕적 품성과 리더십을 지닌 전문 직업인 확보

▪인성 및 리더십 함양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 고취

▪현장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실습비 투자 확대로 현장적응력 향상

및 취업률 향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학생 취업률 향상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의 대학인지도 상승 및 직업 보전률 제고

▪대학의 기술을 겸비한 기술창업 확대

▪창업활성화에 따른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첨단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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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 최근 3년간 취업률 변동 추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취업률
변동추이

취업률
90.3%

(정규직 취업률 : 62.9%)

68.8%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68.3%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취업지원프로그램
투자금액 (원)

278,623,696 366,462,592 229,106,857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재학생진로지도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CAP)

․취업특강

․선후배만남의날

․구인구직만남의장

․공모전지원

․여대생이미지메이킹

․전공및취업동아리지원

․우수산업체견학

․취업아카데미

․국내인턴십

․취업촉진활동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 시

스템운영

․진로지도심리검사실시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전공자격증및면허강좌

․정보화자격증강좌

․취업아카데미

․취업캠프

․취업박람회참가

․이미지메이킹

․공모전지원

․전공동아리지원

․전공특성화프로그램

․졸업생초청특강

․졸업생추수지도프로그램

․경력개발캠프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

스템운영

․창업동아리운영지원

․창업지원연수

․해외창업연수

․창업박람회참가

․창업강좌및세미나

․창업캠프

․성공창업 CEO특강

․진로탐색프로그램

․취업컨설팅프로그램

․대기업직무검사

․취업박람회참가

․공모전지원

․취업특강

․전공동아리지원

․전공자격증취득강자

․정보화자격증취득강좌

․졸업생추수지도프로그램

․경력개발프로그램

․취업정보제공서비스

․창업동아리지원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컨설팅프로그램

․창업박람회참가

․창업강좌지원

․해외창업연수

․성공 CEO특강

- 취업률 데이터 출처 : 대학정보알림이(대학정보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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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 증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최첨단 교육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중심

의 산학일체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증대

◦첨단 기자재의 확보, 교육시설 및 환경 구축

- 산학간 공동연구 및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자재의 확충 필요

성 증대

- 전공․창업동아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개선

목표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습실 및 환경 개선

- 산업체 수요 중심의 현장중심형 교육 실현

- 학생 및 산업체 만족도 제고

◦ 교육환경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 대학의 비전으로 설정한 전국 Top 10의 취업률과 학생만족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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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교육환경강화
프로그램

․실험실습기자재확충 490,000,000

- 대학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반영한 학과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시

7 1

․실험실습재료지원 127,000,000
- 학과 전공 특성(실험실습과목 비중)

을 반영한 실험실습비 배정
8 1

․교육시설환경개선 200,000,000

- 대학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학과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실시

6 1

소   계 817,000,000

합   계 817,000,000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교육환경강화
프로그램

추진
내용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현장 밀착형 교육을 위한 현장형 실험실습기자재의 도입

- 소프트웨어, PC 등 전산기자재 구입

▪ 실험실습 재료 지원

-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실습실 및 전산강의실 환경개선과 기자재 구입

추진
방법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교육과정 개편학과를 우선으로 지원

- 절차 : 학과별 신청서 접수 → 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 → 기자재 구입

▪실험실습 지원

- 지원범위 : 학생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법 : 학과별 신청서 접수, 평가 후 재원 배분 및 집행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전공별 인력양성 모델에 적합한 실험실습 환경 구축

- 대학의 강의실 및 학생편의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고취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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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교육환경 강화

․실험실습기자재확충 ➟ ➟ ➟ ➟ ➟ ➟ ➟
․실험실습재료지원 ➟ ➟ ➟ ➟ ➟ ➟ ➟ ➟ ➟ ➟
․교육시설환경개선 ➟ ➟ ➟ ➟ ➟ ➟ ➟ ➟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산학중심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통해 전공분야 취업률 제고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제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인력 양성

▪대학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협력 기반 조성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실 확충을 통한 현장 실무 교육시스템

구축

중․장기

성과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변화와 산학협력 활성화 기대

-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 효과

- 산업체와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효과

▪대학의 연구 및 실험실습 기반 확충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신기술

개발이 용이

▪전공 및 창업동아리 지도를 통한 학생의 창업 지도를 활성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43 -

2-5.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 마인드와 해외취업 역량을 지닌 인재 육성 정책

필요

◦ 지역 특화산업체의 해외 지부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을 위해, 지역산업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산학공동 해외실습 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외국어능력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직업교육

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해 현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청년

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산업체로의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

◦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향상

◦ 해외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수준의 교육력 확보

◦ 지역의 특화사업체와 해외 현지 공장의 취업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교육경쟁

력 확보

◦ 글로벌 능력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 외국어능력 강화로 학습의욕 고취를 통한 학생 교육역량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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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글로벌 능력강화 
프로그램

추진
내용

▪ 외국어 강좌(TOEIC, JPT, 영어회화)를 개설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연수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 해외대학과의교육/교류활동

▪ 해외취업 강화 어학연수

추진
방법

▪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1학기 :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토익 시험실시 → 선발 및 반편성 → 토익교

육 실시 → 토익(정기/모의) 시험실시 → 성적순으로 어학연수생 선발 → 하

계방학 중 어학연수 실시

- 2학기 :

․토익 :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토익 시험실시 → 선발 및 반편성 → 토익교

육 실시 → 토익(정기/모의) 시험실시 → 성적순으로 어학연수생 선발 → 동

계방학 중 어학연수 실시

․영어회화(기초/심화) : 해외현장실습사업 대비반 모집, 선발 및 반편성 →

영어회화 기초교육 실시 → 영어캠프(영어마을 입소교육 등) 실시 → 영어회화

심화교육 실시 → 해외현장실습사업 지원

▪ 해외 대학과 교류(협약) 활동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구축

▪ 해외취업강화 어학연수를 통한 현지교육 및 현지문화체험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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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글로벌 능력강화 
프로그램

․외국어능력향상교육 90,000,000 - 3회×3천만원=9천만원 2 3

․해외대학과의교육

/교류프로그램
3,000,000 - 3회×150만원=3백만원 9 5

․해외취업강화

어학연수
130,000,000 - 2회×65백만원=13천만원 9 2

소   계 223,000,000

합   계 223,000,000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글로벌 능력강화 
프로그램

․외국어능력향상교육 ➟ ➟ ➟ ➟ ➟ ➟ ➟ ➟ ➟ ➟
․해외대학과의교류

(협약)활동 ➟ ➟ ➟ ➟ ➟
․해외취업강화

어학연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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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글로벌 해외 현장실습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 현장실습 기회의 확대

▪해외 취업을 위해 산학 공동 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기반을 확보

▪어학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고취를 통한 취업률의 질적 향상

▪외국 대학과의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한 대학의 국제화 수준 향상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해외문화 및 연수를 통한 국제화 인력 양성

중․장기

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진취적 기상 함양

▪각종 해외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세계인으로 양성

□ 최근 3년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성과

◦ 2011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성과

2010년 2011년 2012년

교과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행

글로벌 해외 현장실습 (영어권)
- 11명

9명
(경북 1위)

해외 어학연수 참가자 (필리핀, 일본) 42명 42명 미정

◦ 2011년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생만족도 평가1)

평가 영역 항목
기초조사

(a)

본조사

(b)

차이(c)

(c= b-a)

증감률(%)

(c/aⅹ100)

외국어지원

학생수준별 강좌운영 50.8 57.0 6.2 ▴12.2

해외연수 참여기회 55.4 58.0 2.6 ▴4.6

외국어향상프로그램 도움 50.8 54.8 4.0 ▴7.9

해외연수프로그램 홍보 49.7 52.5 2.8 ▴5.7

1) 2011년 교육역량우수대학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주)시큐아이컨설팅,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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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토익 성적 성과

　
1학기 2학기

수업전 수업후 수업전 수업후

점수대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245미만 28 7.6 2 2.4 8 5.2 0 0.0

250~299 106 28.9 7 8.5 34 21.9 7 9.7

300~349 130 35.4 15 18.3 38 24.5 9 12.5

350~399 53 14.4 21 25.6 31 20.0 19 26.4

400~449 26 7.1 16 19.5 16 10.3 18 25.0

450~499 14 3.8 9 11.0 13 8.4 6 8.3

500~549 8 2.2 6 7.3 5 3.2 5 6.9

550~599 2 0.5 3 3.7 6 3.9 6 8.3

600~649 0 0.0 2 2.4 2 1.3 0 0.0

650~699 0 0.0 1 1.2 1 0.6 2 2.8

700~749 0 0.0 0 0.0 0 0.0 0 0.0

750~799 0 0.0 0 0.0 1 0.6 0 0.0

　 367 100% 82 100% 155 100% 72 100%

◦ 2011년, 토익강좌 수강자 중 토익 500점 이상

　

1학기 2학기

수업전 수업후

증감

수업전 수업후

증감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인원 분포율

500점 이상 10 3.2% 12 14.6% 11.4% 증가 15 9.6% 13 18% 8.4% 증가

◦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의 확대로 재학생들의 대학 만족도 및 취업률 상승

◦ 2010년부터 실시한 해외취업강화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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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업교육역량강화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기술과 여건 변화를 대학에서 적극적

으로 반영하고, 이를 현장 실무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요

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시스템이 요구됨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

- 산업체 현장의 실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원의 산업체 연수

제도 활용

◦ 전문대학 입학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저하,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히 요구됨

-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의 직업교육 질 개선과 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을 확

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운영 실적 관리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목표

◦ 현장 실무중심의 교과과정 개발 및 교수법 개선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 교수의 수업능력 및 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대학 입학자원 확보 및 취업률 제고

◦ 교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신뢰도 제고 및 교육경쟁력 제고

◦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 운영 실적 및 효

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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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법 개선 프로세스

KSS 적용 안동과학대학교 AD-ISD 적용

 
절차 교육과정 개발 ➡ 교재 개발 ➡ 교수-학습 

방법 개선
➡ 교직원역량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내용
- 교육과정개발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 개선

- 현장중심 교재 개발

- 교육용 콘텐츠 개발

- 교수법, 학습법 개선

- 교수학습 방법 개발

- 산학연동 팀티칭

- 교원 산업체 연수

- 교원 연구지원

- 교직원 연수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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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교직원 역량 강화

추진
내용

▪교직원 산업체 연수

▪교수 연구 지원

▪교직원 연수/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추진
방법

▪교직원 산업체 연수

- 대상 : 교수

- 운영방법

․교원 : 전공분야 산업체 연수 신청, 평가 후 1인당 1~2회 실시

단기(2~4주) 및 장기(6개월) 연수를 통한 산업체 최신 기술 습득 활동

▪ 교수 연구 지원

- 교수 연구개발 지원

▪ 교직원 연구/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 교직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계 실시

(위탁 교육)

교수-학습지원

추진
내용

▪ 교수법/학습법 신장 프로그램 운영

▪ 교수-학습방법 개발 연구

▪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콘텐츠 개발

▪ 산학연동 POP-Edu교육 운영 및 팀티칭 지원

추진
방법

▪교수법/학습법 신장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교수 및 재학생

- 운영방법 ․교수 : 교수법 관련 교육(강의스킬,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

․학생 : 학습법 관련 교육(학습 성취도 향상교육, 노트정리법 등)

▪교수-학습방법 개발 연구

-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추진절차 : 산업체 직무연계 교과과정 개발→교육과정 운영 계획→교원연수

계획→교수학습 방법 개발 계획→교재개발 계획→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개선 계획 수립 후 운영(신청학과)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의 운영 계획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수업자료 개발

▪산학연동 POP-Edu교육 운영

- 수요산업 중심의 교육과목 운영을 위해 산학연동 POP-Edu 교육 운영

- 추진방법 : 연계 산업체로부터 프로젝트 과제 선정 - 대상 학생들에게 프로젝

트 과제의 특징을 설명 - 학생들이 과제를 지원하여 선정하도록 함 - 선정된

과제의 제출 산업체에서 멘토 선정 - 온라인/오프라인 과제 지도 - 과제 종료

후 보고서 및 발표 - 우수 프로젝트 선정

▪ 산업체 팀티칭 지원

- 전임교수와 산업체 인사의 공동 수업 운영

- 추진방법 : 강의계획서에 따라 산업체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는 단원 또는 분

야에 산업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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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주요내용

사업단
일반관리비

추진
내용

▪ 전담 인력 인건비

- 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 사업단 전담인력 : 1명×1,500,000원/월×10개월

- 교수-학습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 1명×2,000,000원/월×10개월

▪ 일반운영비

추진
방법

▪ 인건비

- 지원인력 : 1명(월 1,500,000원, 10개월)

1명(월 2,000,000원, 10개월)

▪ 일반운영비

- 사업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자문료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성과관리 및
컨설팅

추진
내용

▪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 교육역량강화사업 환류체계 구축

추진
방법

▪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2회)

․회수 : 총 2회

․대상 : 기초조사 재학생 10% 대상 / 본조사 재학생 30~40%

․방법 : 층화표본추출, 자기기입식 진행, 외부전문기관 위탁

▪ 자체평가 실시(2회)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내부위원, 외부위원, 외부기관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운영, 예산의

적절성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함

▪ 교육역량강화사업 환류체계 구축

․주요사항 :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대학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재학생 역량 향상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운영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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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산업체연수 16,500,000 - 33회×50만원=16,500,000원 4 1

․교수연구지원 39,000,000 - 13개과제×3백만원=39백만원 5 4

․교직원연수 40,000,000
- 교수직무워크숍 : 15백만원

- 직원직무워크숍 : 25백만원
4 2

소   계 95,500,000

교수-학습 지원

․교수법/학습법신장

프로그램운영
12,000,000

- 교수법 : 1회×6백만원=6백만원

- 학습법 : 1회×6백만원=6백만원
5 1

․교수-학습방법개발

연구
6,000,000 - 2개과제×3백만원=6백만원 5 1

․현장중심교육과정

개발및운영
5,000,000 - 1개학과 : 5백만원 5 2

․교육콘텐츠개발 3,000,000 - 1개과제×3백만원=3백만원 5 2

․산학연동 POP-Edu

교육운영및팀티칭

지원

15,000,000 - 2개학과 : 15백만원 2 5

소   계 41,000,000

사업단
일반관리비

․전담인력인건비 35,000,000
- 1명×10개월×150만원=15백만원
- 1명×10개월×200만원=20백만원

10 1

․일반운영비 15,000,000 - 사업단 일반 운영비 11 3

소   계 50,000,000

성과관리 및 컨설팅 

․교육만족도조사 30,000,000 - 재학생 교육만족도조사 11 2

․자체평가컨설팅 25,000,000
- 자체평가컨설팅
- 교육역량강화사업 환류체계 구축

11 2

소   계 55,000,000

합   계 2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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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산업체연수 ➟ ➟ ➟ ➟ ➟
․교수연구지원 ➟ ➟ ➟ ➟ ➟ ➟ ➟ ➟
․교직원연수 ➟ ➟ ➟ ➟ ➟ ➟ ➟ ➟

교수-학습 지원

․교수법/학습법신장

프로그램운영 ➟ ➟ ➟ ➟ ➟ ➟ ➟
․교수-학습방법개발

연구 ➟ ➟ ➟ ➟
․현장중심교육과정

개발및운영 ➟ ➟ ➟ ➟ ➟ ➟ ➟
․교육콘텐츠개발 ➟ ➟ ➟ ➟ ➟ ➟
․산학연동 POP-Edu

교육운영및팀티칭

지원
➟ ➟ ➟ ➟ ➟

사업단
일반관리비

․전담인력인건비 ➟ ➟ ➟ ➟ ➟ ➟ ➟ ➟ ➟ ➟
․일반운영비 ➟ ➟ ➟ ➟ ➟ ➟ ➟ ➟ ➟ ➟

성과관리 및 
컨설팅

․교육만족도조사 ➟ ➟ ➟ ➟ ➟ ➟ ➟ ➟ ➟ ➟
․자체평가컨설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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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교원의 산업체 연수, 산업체의 기술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의 개발․운영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간의 신뢰도 형성

▪전공별 교육의 특성,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

발과 적용, 다양한 수업용 콘텐츠 활용을 통해 수업의 집중도를 높

임으로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제고 효과

▪교원의 연구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대, 직원의 업무

전문성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수행능력 향상 및 서비스 마

인드 함양 기대

▪산업체 인사가 교육과정 개발, 교육내용 결정, 수업참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유형의 용이한 확보

중․장기

성과

▪대학 교직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산업체 전담교수와 밀착형 수업으로 산업체 기술력을 습득 취업률

향상

▪산업체 직무와 연계된 교과과정 개발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기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현장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실

습비 투자 확대로 현장적응력 향상 및 취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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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성과지표

1.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성과지표 총괄표

지표명 단위 현재값
(a)

목표값
(b)

상승률(%)

(


×100)
관련 세부 사업명 비고

①교육만족도 지수 1.0 1.06 6.0
④교육인프라구축

⑥직업교육역량강화사업

‘11년

목표값(57.8점)

달성값(58.4점)

②외국어역량지수 지수 1.0 1.05 5.0 ⑤글로벌인재양성

③전공관련자격증

취득률
% 51.6 53.1 2.9 ③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④산업체인턴십참여율 % 2.78 3.75 34.9
②현장실습중심산학

협력사업

2. 지표 세부 내용

 지표 1 : 교육만족도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교육만족도는 교육역량 및 대학경쟁력 향상 노력의 결과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만족

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지표임

- 향후 학교 교육의 지향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임

- 학생에게 우수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선진화 구축

- 대학교육 만족도 향상으로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교육만족도 목표값 조사 시 세부사업에 대한 만족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세부사업의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반영

- 교육콘텐츠개발, 교육시설환경개선, 리더십향상프로그램 등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확

보를 통해 학생만족도 및 교육역량의 동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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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값

(A)
목표값

(B)
상승률(%)

{C=(B-A)/A*100}
달성값

(D)

달성률(%)
(E= 

D/B*100)

비고
{(D-A)/A*100)}

2011년 55.0 57.8 5.0 58.4 101.0 현재값대비 6.2%

(2) 지표 측정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재학생 교육만족도 측정은 각 설문 항목별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를 100점 만점점수

로 환산

산식

교육만족도 ▪∑주요 요인 만족도 총합/주요 요인 총수

7점 척도

100점 환산

▪7점 척도 100점 환산식: 100/6∑(Xi-1), Xi: 항목별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 매우 부정(1점), 부정(2점), 다소부정(3점), 보통(4점), 다

소긍정(5점), 긍정(6점), 매우 긍정(7점)

기준 시점

(조사 시점)

▪사업시작 직후(1차조사)와 사업종료 시점(2차조사)에 조사 실시

- 1차조사(2012.05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조사하여 현재값 도출

- 2차조사(2012.11월): 목표값 달성 여부 파악

조사 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대상
▪교육역량우수대학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 표본수: 재학생의 30~ 40%(2012.04월 기준)

- 표본추출방법: 학과, 학년, 성별을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

조사 내용

▪대학 전반에 관한 종합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6개 주요요인과 요인별 16개 하위요

인으로 세분화하여 설계함

- 주요 요인(6개) : 대학인프라, 행정서비스, 학생활동지원, 학생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교육과정 및 운영, 교수학습-강의

- 하위 요인(16개) : 대학인프라(4개), 행정서비스(2개), 학생활동지원(3개), 학생역량강화

및 취업지원(2개), 교육과정 및 운영(5개), 교수학습-강의(2개)

조사 방법

▪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 교육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실적

을 보유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자기기입식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설문대상자가 직접 작성 후 조사자에게 제출

- 대학 내부인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교육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조사 실시

(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 2011년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달성값은 58.4점(100점 만점 기

준)으로 현재값대비 6.2%p.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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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만족도 조사는 1차조사와 2차조사로 나누어 2회 실시함. 1차조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값을 산출하고 2차조사는 사업종료 시점과 학

사일정을 고려하여 11월경에 실시함

- 1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값이 산출되므로 학생만족도 조사 측정 전 현재

값은 임의상 1로 설정함

◦ 목표값

- 2011년도 목표값은 57.8점(현재값대비 5.0% 상승 목표), 달성값은 58.4점으로

현재값대비 6.2%p.가 상승함

- 금년도 목표값은 현재값대비 6%p.[전년도 상승률 목표+전년도 상승률 /2]

상승을 목표로 하며 전년도 상승률 목표 5%보다 1% 높은 수준으로 현재값

측정 전 임의상 1.06로 설정함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교육만족도 조사는 1차조사와 학생그룹 면담, 2차조사로 크게 3단계로 구성

하여 진행함

◦ 1차조사 완료 후, 1차 만족도 분석 결과와 전년도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학생

그룹토의를 실시하여 낮은 만족도 개선방안과 교육역량강화 사업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요구사항을 사업운영상에 반영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

하는데 활용함

추진 전략 추진 내용
1차조사

(2012.05)
▪현재값 도출을 위한 1차조사 실시

- 사업시작과 동시에 재학생의 현재 만족도 수준 측정

중간보고

(2012.06)

▪기초(1차)조사 만족도 결과 분석 및 보고

▪학과별, 요인별 낮은 만족도 분석

▪향후,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제고 방안 강구(사업전담조직, 외부 전문기관 협

의)

학생그룹토의

(2012.11)

▪학생그룹토의 실시

- 기초조사 결과 학과별, 요인별 낮은 만족도 원인파악

-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별 개선방안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의견 수렴

- 전체 학과 학생회장, 과대표 또는 반대표, 총학생회 임원 대상

2차조사

(2012.11)

▪목표값 달성여부 파악을 위한 2차조사 실시

- 학과별/요인별 만족도 분석, 기초조사대비 향상도 분석, 학생 주요이슈 분석,

대학브랜드 인지도(대학브랜드/자긍심/애교심)

- 분석 결과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성과 제고와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방

안 도출

-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결과 활용 및 반영

최종보고(2013.02) ▪교육만족도 최종보고회를 통한 학과 및 행정부서 각 구성원간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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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2 : 외국어 역량지수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기업의 채용 조건에 부합되며, 학생들의 취업 선택의 폭

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는 TOEIC 같은 공인성적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스피킹

능력이 요구된다. 어학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추진사업으로 전개하여 영어학습의 저

변 확대와 함께 영어능력 극대화를 주요지표로 설정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강좌(TOEIC)를 개설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공부 동기 부여와 외국어에 대한 자신

감 배양

(2) 지표 측정 방법

◦ 기업에서 전문대생에 대해 입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토익점수 400을 기준값으

로 정함

◦ 응시자 대비 400점 이상인 자의 비율도 평가의 축으로 정하여 질적 및 양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함

◦ 종합역량지수

- 상승지수(I) = 당해 연도 평균값/기준년도 평균값

- 수월성을 나타내는 지수(Q)

: Q = 1+(당해 연도 400점 이상 취득률 - 기준년도 400점 이상 취득률)

- 종합역량지수 : T = I×Q

: I와 Q를 곱한 값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를 반영

(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 대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서 전문대생에 입사기준으로 요구하는 토익점

수 400점을 기준 값으로 정함

- 2011년 5월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토익 점수를 기준값으로 하며

상승지수(I)와 질적지수(Q)는 1로 현재값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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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값

- 전문계고교의 출신비율이 높으며, 소도시에 소재한다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

성을 고려하여 평균점수는 기준년(2011년)보다 15점 상승한 340점을 목표로함

- 외국어 역량지수 향상은 5%를 목표로 함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현재값 목표값

모의토익

재학인원 2,664 2,769

응시인원 367 367

평균값 325 340

400점이상 50 60

400점이상

취득율
1.88% 2.17%

역량지수

상승지수(I) 1.0 1.05

질적지수(Q) 1.0 1.00

종합(T) 1.0 1.05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교유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역량에 맞는 외국어 교육프로그

램을 배정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

◦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접근성 강화

◦ 영어가 모국인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 24시간 외국어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을 효과적으로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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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3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모델이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산업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력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

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입사서류 평가시 전공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의 비교우위를 가름함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강좌를 실시, 재학생

들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전공 관련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취업으로의 진입과 산업체에서의 직무수행 능

력이 비교됨에 따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 중요시 됨

(2) 지표 측정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산식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 자격증취득자수 / 졸업(예정)자수 × 100

기준 시점
(조사 시점)

▪ 2013년 2월 기준

조사 도구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의「자격증 취득현황 조사지침」일부 적용

▪ 학생 자격증 사본 제출을 통하여 취득 인정

조사 대상

▪ 대상자 :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단, 위탁생은 제외함)

▪ 전공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보건의료인 면허(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 함)

※ 복수 자격증 취득자일 경우 1명으로 인정(중복 미인정)

조사 내용 ▪ 학과별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자 전수 조사

조사 방법

▪ 조사기간 중 학과 수합 제출 또는 학생 직접 제출

▪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 활용(예정)

- 취득한 자격증을 대학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에 등록

- 해당 자격증 사본을 사업단으로 제출 확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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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설정 근거

- 2011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성과

구분 졸업자 수 취득자 수 취득률 비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성과 968 487 50.3 -

- 2012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대표브랜드 학과 제외)

구분 졸업자 수 취득자 수 취득률 비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639 338 52.9 -

- 졸업자 수는 산업체위탁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제외됨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자격증 취득현황」조사 기

준 일부 적용(공신력 제고)

※ 단, 조사기준일을 2012년 2월로 설정함

- 보건의료인 면허 포함

- 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증은 제외함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 관련 지침>

◈ 조사 지침

①【국가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전공관련)

②【민간자격 취득자】: 민간자격증 취득자

◈ 유의사항

1)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명으로 입력하여, 취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위 자격은 재학 중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그 결과로 취득한 자격에 한정함. 대학 입학 전 또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득한 자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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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값 설정 근거

- 2011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성과와 2012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의

평균값 51.6%을 현재값으로 설정하고, 2.9%p. 상승률을 목표값으로 설정함

구분 현재값(%) 목표값(%) 상승률(%) 비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51.6 53.1 2.9 -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기초수학능력 향상 교육 및 전공 기초능력 향상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하여 전

공 실력을 향상 도모

- 기초수학능력과 전공기초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학생들에 인지시키고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초수학능력과 전공기초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강좌를 개설, 교육함으로써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

여 성과지표 목표값을 달성하며, 나아가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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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4 : 산업체 인턴십 참여율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직업 기술인을 요구함

▪ 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

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재학중 산업체 인턴십을 통하여 산업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실무형 직업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함

▪ 2010년, 2011년 인턴십 참가학생들의 취업 전이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인턴십프

로그램 참여도 상승이 취업률 제고의 기반이 될것이라고 판단됨

[최근 2년간 역량강화사업 인턴십참가자 취업전이율]

년도 인턴십참가자 취업자수 취업전이율 비고
2010 35명 30명 85.7%
2011 17명 15명 88.2%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 현장실습중심 산학협력사업 및 브랜드사업의 산학융합사업의 산업체 인턴십

프로 그램을 통한 산업체 인턴십 운영

▪ 산업체 및 학생 수요조사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을 매칭, 현장 경험 및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턴십 수료 후 취업 연계

(2) 지표 측정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산식 ▪ 산업체 인턴십 참여율 (%) = 인턴십 참가자수 / 2013년 2월 졸업자수 × 100

기준 시점
(조사 시점)

▪ 인턴십 실시기간 : 2학기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

▪ 조사기간 : 2013년 2월

조사 도구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비 수령자 명단

▪ 취업 전이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사 대상 ▪ 인턴십 참가자 전원

조사 내용
▪ 인턴십 수료자 : 인턴십 출석확인서/인턴십 결과보고서/산업체확인서

▪ 인턴십 수료 후 취업자 : 취업으로의 연계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합

- 취업체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사 방법 ▪ 인턴십참가자에 대한 증빙서류 수합(학과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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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은 최근2년간(2010년,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인턴십 참가자의 평균수

를 2012년 4월 1일자 졸업예정학년 정원내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설

정

구분
2년간

참가자수
평균참여자수

졸업예정

학년학생수

참여율

(기준값)
비고

인턴십 참여율 52명 26명 934명 2.78%

◦ 목표값은 인턴십 참여학생 35명으로 확대를 목표로 현재값 2.78%에서 34.9%p.

상승률을 적용한 3.75%를 목표값으로 설정

구분 참여학생수 목표참여율(%) 상승률(%) 비고

인턴십 참여율 35명 3.75% 34.9% -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산업체 인턴십 참가자 수 확대 필요

-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졸업예정자들에 대하여 인턴십 제도에 대한 인지도

를 높혀 참여자 수를 확대하고자 함

- 산업체 인턴십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게 함으로서 취업률 제고에 기반이 되게 함

◦ 인턴십 참가자 관리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인턴십 참가 학생과 산업체에 대하여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생의 중도이탈률을 방지

- 산업체 인턴십 전담교수제를 시행, 학생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과 현장실무 경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수한 학생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 취업전이률이 높은 인턴십프로그램 참가 학생수의 확대를 통해 산학협력활동

및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와 사전 현장실무교육을 통한 취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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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Ⅰ. 사업 개요

1-1.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명 : BM 중심의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 사업

◦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대학의 특성화계획2)에 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이에 적합한 세부사업 시행을 통하여 Bio-Medical 산업 분

야의 기초 이론과 현장 실무 전공능력이 조화된 창의적인 산업 전문 인력을 양

성한다.

1-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표브랜드 사업과의 연계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 New Vision 2020 추진전략「SMART-45 Project」

2) 안동과학대학교 특성화계획, 첨부자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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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표브랜드 사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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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분석

광역경제권

동향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부품소재, 에너지 및 건강의료 분야를 중

심으로 특화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

◦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 및 MT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

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경상북도는 구미에서 포항에 이르는 지역을 글

로벌 부품소재산업 밸리로 추진할 계획임

◦ 대구시는 솔라시티 사업을 통해 태양광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고 있

으며, 경상북도 또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중심으로 그린에너

지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해나갈 계획임

■ 첨단의료기기 산업 및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추진,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특화단지(수성의료지구)의 조성, 지멘스 등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유치 등

을 통해 건강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임

◦ 대경광역경제권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IT융복합 의료기기 R&D 사업,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나노/MEMS융합형 의료기기 R&D 사업, 안동을 중

심으로 하는 바이오전략산업의 첨단 의료기기개발 관련 거대 R&D 시설

및 다수의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어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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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 BM(Bio-Mediacl) 산업동향 분석

안동 및

경북북부권

■ 안동의 바이오산업 동향

◦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육성 기본계획(2007, 경상북도)에 따르면, 안동중심의

생물건강산업, 상주중심의 한방바이오산업이 3대 전략분야에 포함

◦ 경북 안동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트라이앵글 산

업벨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바이오전략산업 인프라가 제 2차

국가발전계획 및 경상북도 발전전략에 따라 대규모로 구축되고 있음.

◦ 안동시 풍산면 매곡리 일원 330,580m2에 바이오사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집적지로 경북북부지역 바이오벤처타운 조성(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실버헬

스케어 제품 생산기지 조성, 맞춤형 인플루엔자 백신원로 생산단지 조성

등)

◦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한국백신 등 국내 중량급 및 백신관

련 전문제약회사 4개 업체와 인플루엔자백신 컨소시엄 협약 체결

-바이오벤처기업집적지

조성

- Bio산업단지 30만평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안동생물자원연구소

- 경북Bio벤처프라자건립

- 풍기인삼클러스터 구축

- 생물건강사업화지원센터

- 생물관련 시험장

- 지역협력연구센터

- 신물질  연구소

- SK케미컬 안동

유치

Bio전략산업 
인프라

바이오

제약사업

■ 바이오산업과 제약산업 동향

◦ 바이오제약 산업은 바이오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등에 응

용,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 향상 등에 기여

◦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효능을 가지는 합성신약 개발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

라 합성신약의 퇴조가 본격화, 바이오신약의 개발․성장 예상

※ 의약품시장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 : (’06년) 16.7% → (’12년) 24.3%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복제품)시장도 본격 형성될 전망

※ 세계시장점유율 전망 : 합성신약 7%, 바이오신약 15%, 바이오시밀러 22%
◦ 바이오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될 경우 농생명 바이오 자원을 기반으로 고

부가 종자산업 육성, 바이오소재 및 장기 등의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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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의료기기분야 현황

시장 및

인력 현황

◦ 전자의료기기시장은 10년간 MRI, X선진단기, 초음파진단기, 생체계측기를

주력품목으로 연평균 30% 신장이 전망됨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수종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대한민국

에서 육성하고자 30년간 국비 2조 1천억과 지방비 3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하여 총 82.2조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임

◦ 대경권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004년 74개 업체에서 2006년 81개 업체로

4.8%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액도 978.6억원에서 1,215.5억원으로

11.8% 증가하였음

◦ 전국 의료기기 제조업은 업체수가 4.1%, 생산액은 14.9%, 종사자도 2.2% 증

가 하였 으나 대경권의 의료기기 종사자는 1,643명에서 1,686명으로 증가율

이 매우 미약함

◦ 대경권 의료기기 제조업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며, 중소기

업에 종사할 중간 기술인력 양성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

◦ 현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IT와 의료를 융합한 U-헬스 기술개발 및 제품화

를 추진 중

인력부족률

◦ IT산업은 수출 및 고용증대로 1997년부터 2007년

까지 수출이 연평균 18.2% 성장하였으며, 고용증

대도 연평균 4.2% 증가함

◦ IT와 의료를 융합한 U-헬스 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있으므로 IT산업인력 중에서도 전문학사

이상의 중간기술인력이 필요함

◦ 대경권의 IT와 융합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중 전문

학사 출신 기술인력 부족은 2004년 21.5%, 2006년

9.1%, 2007년 7.6%로 IT와 융합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

장동력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부합하여 전문대학 과정에서의 중간전문기술 인

력의 양성이 요구됨

※ 자료출처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재단(2004~2007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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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요구 분석

■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산업체 수요분석

[자료 1] 안동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 (2008. 12)

- 대상 : 관련 50개 산업체, 제조업체의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2] 대구경북연구원 조사 (2011. 2), 안동과학대학교 위탁 연구

- 대구․경북권의 의료기기 산업 인력 수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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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s 분석 결과

◦ 인력수요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2.6%가 관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응

답하였고, 과부족으로 응답한 기업이 15.8%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68.4%가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음

◦ 직종별로 부족한 인력은 사무직 35.3%, 전문기술직 83.4%, 생산직 33.3%,

단순노무직 18.2%으로 집계되어 전문대학에서 배출하는 중간전문기술 인력

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 졸업자의 업무는 제조생산이 가장 많고, 연구개발, 영업,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 그러나 BM산업체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할 전문대학 졸업자를 더 많

이 필요로 하고 있음(현재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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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건강 분야 현황

정책 및

인력 현황

■ 보건복지 취업 분야 정책 여건

◦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최근 5년간 36만개증가(55%차지)

◦ 보건복지서비스는 ‘04~’09년간 산업별 성장률에서도 1위(40.4%)를 기록하여

경제성장 기여도 매우 높음

■ 인력 수급 현황

◦ ‘12년까지 향후 2년간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36만개 창출

◦ ‘10.9월 186만명에서 ‘12년 222만명으로 2년간 36만명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임상시험등 보건의료 신산업을 육성하여 전문

직종중심 청년일자리 창출

◦ 의료기기 시장은 2002년 284억달러에서 2007년 393억 달러, 2012년 544억 달러로

연평균 6.7%p. 성장이 예상됨

◦ 전자의료기기시장은 10년간 MRI, X선진단기, 초음파진단기, 생체계측기를 주력품

목으로 연평균 30% 신장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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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수종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육

성하고자 30년간 국비 2조 1천억과 지방비 3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하여 총 82.2조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임

◦ ‘06년도 국내 생물산업 생산규모는 2조 7,714억 원(’05년 2조 4.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p.가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06년 국내 생물 산업의 총

공급(생산 및 수입) 규모는 3조 5,625억원으로 ’05년의 3조 929억에 비해 15.2%p.

증가함

◦ ‘06년 생물산업부문 종사인력은 총 13,867명으로 ’05년 12,138명 대비 14.2%p. 증가

하였으며 특히 생산직 종사인력 증가율(14.2%p.)은 연구직 인력증가율(8.6%)을 크

게 상회함

◦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분

야로 정부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차세대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2008.9 청와대)하

였으며 2009. 1월에 보건의료·제약산업경쟁력강화 기획단 발족

◦ 제약산업 의약품시장규모는 2008년 14조 5천억에서 2012년 20조로 성장하며, 의약

품수출규모는 2008년 12억 5천만 달러에서 2012년 22억달러, R&D 투자규모는

2008년 매출액대비 6%에서 2012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학 브랜드 사업과 국가 및 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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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지역 전략산업에서 요구되는 BM(Bio-Medical)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

◦ 대학의 특성화 계획에 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1) 우수한 신입

생을 유치하고, 2)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과 현실에 맞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BM산업 분야의 기초 이론과 현장 실무 능력이 조화된 창의적인 중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국내외 BM산업체로의 취업률을 제고시킴으로

써, 작게는 BM산업의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크게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산학융합 협력사업을 통해 산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산업체의 요구에 맞

는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중심의 실무실습교육을 통해 창의적 역량과 직무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함

◦ 자기주도형 학습을 가능하도록 자기설계 및 경력개발시스템을 활용한 자기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현장적응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학연계 인턴십, 현장실습의

강화, 산업체 현장견학 및 창업 지원 등의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킴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협력한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운

영으로 전공심화능력을 강화함

◦ 기초소양, 직무기초역량 교육을 통해 인성, 책임감, 목표달성의지, 직장예절을 습득

하고, 전문적인 상담(심리상담 및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개발능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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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학과 선정 배경 및 연관성

 선정 배경 및 사유

(1) 대표브랜드 사업 목적과 참여학과 운영 목표의 관련성

(2)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절차와 방법

□ 선정 배경

거시적 요인

∙ 직업교육의 목표 및 대학의 책무성

∙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과 전망

∙ 각 분야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교육 및 취업 시장의 환경 변화

미시적 요인

∙ 우리대학의 학과 구조와 역량

∙ 지역 및 국가산업과의 연계성

∙ 교육수요자(학생, 산업체, 학부모)의 직업교육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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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특성과 특성화 분야

대표브랜드분야

∙국가의 광역경제권 지역전략산업

∙대경권 첨단복합의료단지

∙안동을 중심으로한 바이오산업벨트 조성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보건 분야로의 대학발전기반 조성

대학

특성화

분야

휴먼케어산업
∙신도청시대, 경상북도청 안동 이전

∙경북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의 중심도시

국가기반산업
∙광역경제권 대구경북 발전전략 : IT융복합, 그린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시대

글로벌비지니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관광, 레저,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확보

□ 대표브랜드 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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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과학대학교는 2005년 대학 특성화계획에 의거하여 의료공학과와 의약품질분

석과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학과로 신설하여 운영

◦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성화 과제로 의료공학과, 의약품질분석과,

물리치료과, 건강관리과, 치위생과를 선정

◦ 국가 전략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 지역 전략산업인 전자

정보기기, 한방생물, IT 융복합 산업, U-health 건강서비스 산업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공학과, 의약품질분석과, 물리치료과, 건강관

리과, 치위생과를 선정하였음

◦ 지역의 전략산업인 BM(바이오메디칼)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따라 BM융

합인력 양성 모델을 선정하고, 의약품질분석과와 물리치료과, 건강관리과, 치위생

과를 연계하여 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운영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기반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지역산업 활성화, 대

학 특성화로 이어지는 성공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BM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

력양성을 대표 브랜드 사업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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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브랜드 학과의 대학내 차별성 및 경쟁력

◦ 사업 참여학과의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문에서 비교우위 확보

구분 참여학과 비참여학과 비교우위도

재학생 충원율 91.6 76.2 15.4

졸업생 취업률 73.5 66.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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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참여학과

비참여학과

(4) 대표브랜드 학과(전공) 육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적

◦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성화 과제로 2010년에 의료공학과, 의약품질

분석과, 물리치료과, 2012년도에 건강관리과와 치위생과를 신규참여 학과로 선정

함

◦ 대표브랜드학과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학과에 대해특성화

및 경쟁력과 독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실 등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첨단기자

재확충 및 실험실습비지원 등에 비 참여학과에 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음.

◦ 대표 브랜드학과의 역할 및 추진내용

- BM산업체 참여 중심의 체계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경북지역 BM산업체와 산학융합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표브랜드 학과의 특화 계획을 구축하고 인력양성 모델 및 교육과정 개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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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교원연수, 첨단기자재 및 교육환경 구축

- 지역 바이오메디칼 산업체와 산학협력체결 확대

- 바이오산업체와 의료기기 및 U-health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재직근로자 연수 등 산학협력 활동

-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한 디지털형 BM산업융합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유

- 바이오메디칼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체 특강 및 교육참여, 국내외 현장실

습 및 인턴십 운영

◦ 2012년도 대학의 대표브랜드 참여학과 투자현황(2011년도 기준)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전용실습실
(수)

전용강의실
(수)

기자재금액
(천원)

실험실습비
(천원)

참여학과
(5개학과)

64.1 15 15 3,012,223 210,625

대학전체
(23개학과)

63.0 88 74 5,360,806 385,503

투자비율(%) - 17 20 56.19 54.64

(4) 대표브랜드 참여학과의 노력과 성과

1) 의료공학과

◦ 2005년 연세대학교 의공학과와 의료기기센터 입주 산업체 임원들이 산업체 요구인

력 양성 모델을 설정하여 교육과정 선정

◦ 2006년 특성화사업 주문식교육으로 LabVIEW CLAD 인력양성을 (주)한국NI외 5개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운영

◦ 2007년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선정(학사제도 시범 운영학과) : 산학연동 POP-Edu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2007년 안동시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저주파 치료기 개발”로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였음(지원금액 2백만원)

◦ 2008년 안동시 주관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금상(상금 1백만원)을 수상함

◦ 2009년 중소기업청 창업강좌 지원사업에 “기업가정신과 창업”이 선정되어 기술창업

분야에 의료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함(지원금액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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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2010년 중소기업청 우수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전공창업동아리 “Ultrasonics”가

선정되어 생체신호측정 분야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발표함(총 지원금액 2,050만원)

◦ 2011년 안동시 전공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 “Ultrasonics" 선정(지원금액 200만원)

◦ 2011년 경상북도 전공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 “Ultrasonics" 선정(지원금액 200

만원)

◦ 2011년 의료공학과 박희정교수 산업체 연수(6개월) 수행

2) 의약품질분석과

◦ 2005년 동아제약(주), 대웅제약(주), (주)CJ제약사업부의 임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체 요구인력 양성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 및 제약업체 임직원

과의 DACUM법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해 제약업체에서 요구되는 인력양성 모델

을 도출

◦ 2005년 특성화사업 주문식교육으로 의약품분석관리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을 (주)대웅

제약 외 6개 업체와 협약하여 운영(교육인원 20명)

◦ 2007년 (주)동아제약에서 주문식교육을 위한 기자재 기증(인큐베이터, 5,300,000원)

◦ 2007년 주문식교육 양성과정 ‘기기분석 전문가과정’ 운영(22명 교육, 직무능력인증합

격율 95.45%, 주문식업체로의 취업률 95.24%)

◦ 2007년 실습실 리모델링(의약품기기분석실)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및 교원의 산업체

연수((주)안국약품)을 통한 전문성 강화

◦ 2008년 주문식교육 특약학과 운영(의약품 GMP 실무자양성과정, 20명)으로 학기 중

특약학과 교육 프로그램 도입

◦ 2008년 실습실 리모델링(약품분석실, 응용미생물실험실)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및

교원의 산업체연수((주)안국약품)을 통한 전문성 강화

◦ 2008년 전공동아리운영(의품사랑, 26명, 실험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강화

하였으며, 산업체 현장견학(우리팜제약)으로 현장적응력을 높였음

◦ 2009년 우수기업탐방 프로그램실시((주)한독약품, 119명), 취업특강((주)동아제약, 생

산부장), 선후배 만남의 날(한미약품 QC부 전현경, 동아제약 QC부 최준호)운영

◦ 2009년 산학협력 기술멘토링 사업실시(하회마을종합식품(주), (주)한스바이오)

◦ 2011년 안동시 바이오산업단지내 (주)에스케이 케미컬과 산학협력활동 및 교육과정

자문협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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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치료과

◦ 2007년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을 통한 학사학위 배출

◦ 2008년 전문대학교수학습경진대최 최우수상 수상(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 2009년 뇌졸중 운동교실 운영

◦ 2009년 졸업생 및 재학생 연계 논문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운영학과 : 산학연동 POP-Edu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뇌졸중 전문물리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 2009년 전공 프로젝트 전시 및 발표회(인체 모형)

◦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어 대표 브랜드학과 운영

◦ 2011년 논문발표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 2008년~2011년 한국전문대학 협의회주관 그로벌인턴십(영어권) 8명 운영

4) 건강관리과

◦ 국가기술자격 취득(2005년 ∼ 현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전국 최고 취득률(평균

65% 취득) 유지

◦ 2005년 ~2011년 건강관리과 총동문회 개최 - 세미나, 동문장학금 수주

◦ 2011년 까지 산업위생관리기술사 8명 배출

◦ 2008년 건강관리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학과 특성화 운영

◦ 2009년 학과 전 실습실 리모델링 완료(작업환경실습실, 건강관리실습실, 컴퓨터실습

실)

◦ 2009년 기자재 확충(GC, AA 외 다수)

◦ 전공능력향을 위한 전공동아리(파라셀서스) 설립 운영

5) 치위생과

◦ 1998년~2011년 초등학교, 유치원, 군부대 등에서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 2000년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주관 학과평가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

◦ 2002년, 2004년, 2008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100%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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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교수학습경진대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

◦ 2006년 학점은행제가 개설되어 치위생학 학사학위과정인가

◦ 2006년~2011년 1회 구강보건매체 전시회를 개최

◦ 2007년 치위생과 개설 10주년 행사 거행

◦ 2009년 한국전문대학협의회 주관 해외인턴십운영

◦ 2009년 일본 니가타대학 치위생과와 자매결연

◦ 2009년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서울 아산병원 치과와 산학협력

◦ 2011년 메디칼 테크 & 케어센터를 개설 산업체 맞춤형 인 양성

◦ 2012년 치위생과 전용 강의동 운영

(6) 참여학과 변경 사유, 절차, 방법

□ 대표브랜드 학과의 운영 방침

◦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특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분야 집중육성

◦ 대학 내 경쟁력 및 차별성 등 비교우위 학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 대표브랜드 참여학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관리

◦ 대표브랜드산업의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학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질관리

◦ 대학내에서 대표브랜드사업에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

□ 기존 참여학과 중 사회복지과 제외 사유

◦ 사회복지과 제외 근거

1. 학과 취업률(건강보험 DB)

2. 산업체 및 졸업생 만족도를 조사 결과(2011. 2, CQI 컨설팅 자료)

◦ 2011년 사회복지과의 취업률이 대학의 전체 취업률 68.3%에 크게 미달하는 46.9%를

기록함(2011년 2월 졸업자 기준)

◦ 산업체 만족도,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 만족도, 산업체 전공핵심역량 이해도 및 활용

도 등에서 사회복지과의 점수가 타 학과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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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참여학과의 학과별 산업체 전공핵심역량 이해도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도와 활용도 모두에서 타 학과에 비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음

◦ 사회복지과의 산업체 만족도가 타 학과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남

◦ 대표브랜드 참여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 만족도를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만

족도를 보여주었음

학과
대학(학과)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체계 만족도

전공핵심역량 직무기초역량 기초소양역량 교육지원체계 현장체험
교육산업체 졸업생 산업체 졸업생 산업체 졸업생 산업체 졸업생

사회복지과 전체 낮음 전공도구 
낮음

개인/활용
능력(문제
해결/정보

능력)
낮음

전체
높음

리더십/인
성 낮음

도전정심 
및 열정/직

장예절 
낮음

교과목 설
계 시 참여 
정도 및 산
업체 수용
인력 배출 
정도 낮음

심화전공이
론 및 사례
/실습위주
의 수업 정

도 낮음

전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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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과를 대학의 대표브랜드 학과 운영에서 제

외하기로 결정함

□ 참여학과 변경 절차 및 방법

1. 대표브랜드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에 따른 참여여부 판단(사업단)

- 사업참여 의지

- 취업률(건강보험기준)

- 학과경쟁력(신입생충원률)

- 재학생충원률

- 사업 성과지표 및 자체평가 결과(졸업생 및 산업체만족도, 자격증취득률)

2. 2011년 사업성과 및 실적(참여도)이 저조한 학과와 사업단장 면담

3.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 사업추진위원회의 브랜드사업 참여학과 변경안 상정

4.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확정(2012. 4. 27)

5. 관련학과에 통보

□ 신규 참여학과 선정 절차와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산학협력단

◦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수립

(TFT구성)(2012. 4. 2.)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2012. 4. 13.)

사업추진

위원회

◦ 사업계획서작성 대표브랜드학과 참여 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지표수립 회의(2012. 4. 25.)

◦ 선정절차

1.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브랜드사업과 연계성이

큰 관련학과와 면담 및 참여제안

2. 학과별 대표브랜드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3.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심의

◦ 선정기준

- 대학의 대표브랜드사업과 연계성

- 교육역량강화사업참여의지

- 취업률(건강보험기준)

- 학과경쟁력(신입생충원률)

- 재학생충원률

- 사업 성과지표반영

- 자체평가 결과반영

(졸업생 및 산업체만족도, 자격증취득률)

◦ 대표브랜드 참여학과 심의 및 확정(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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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표브랜드 참여학과 평가 내용

학과

참여학과 평가 기준

비고학과
연계성
(정성)

참여
의지
(면담)

취업률
(건강DB)

(%)

신입생
충원률

(%)

재학생
충원률

(%)

국가자격
취득률

(%)

치위생과 적합 우수 81.3 100 97.4 87.3 학과연계성 우수

건강관리과 적합 우수 50.0 100 64.3 44.0 학과연계성 우수

 대표 브랜드 사업 참여학과간의 상호 연관성

지역전략 기반의 BM 중심의 산학융합 우수 인력 양성 사업

의료공학과 건강관리․치위생

물리치료과

BM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

의약품질분석과

․ U-health 의료기기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의약품 분석

․ 의약품 GMP

․ Human Life Care
․ U-health 

․ 재활의료기기
․ 고령친화 의료기기

BM 산업체와의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BM산업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

보건복지서비스산업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의
료
기
개
발
·
G
M
P

  재활∙임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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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브랜드 사업의 독창성 및 파급 효과

(1) 산학연동 POP-Edu 교육 인증제 운영

◦ 추진절차

(2) 인턴십/현장실습 운영

◦ BM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인턴십, 현장실습 운영

• 웹기반 현장실습 인턴십 매칭 시스템

- 학생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 기능(ABRICs 시스템 구축 활용)

-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구인/구직 기능

• 현장실습, 인턴십 매칭 시스템(절차)

- Step 1 : 우수학생 확보 후 ABRICs 시스템에 등록

- Step 2 : ABRICs 시스템에 개인신상, 자격사항, 희망 직무, 직업적성검사

수행

- Step 3 : 1학년 1학기 중 인성교육, 기초수학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강화, 산업체 인사 특강 등 프로그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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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하계방학 중 외국어 능력 우수학생은 해외 어학능력 향상 연수 수행

지역 의료기관에 인턴십 수행(2개월, 오전 4시간)-산업체 풀 활용

전공 능력 향상 교육 수행(2개월, 오후 3시간)

- Step 5 : 1학년 2학기 정규수업 외 경력개발 프로그램 수행

ABRICs 시스템에 자격증 및 개인 이력사항 갱신

- Step 6 : 동계방학 중 외국어 능력 우수학생은 해외 어학능력 향상 연수 수행

바이오메디칼 산업체에 인턴십 수행(3개월, 오전 4시간)

전공 능력 향상 교육 수행(2개월, 오후 3시간)

- Step 7 : 2학년 1학기 중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강화, 산업체 인사 특강

등 프로그램 수행

- Step 8 : 하계방학 중 외국어 능력 우수학생은 해외 어학능력 향상 연수 수행

취업 대상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수행(2개월)

- Step 9 : 2학년 2학기 정규수업 외 경력개발 프로그램 수행

ABRICs 시스템에 자격증 및 개인 이력사항 갱신

- Step 0 : 바이오메디칼 산업체에 인턴십 수행 후 취업 전환

미취업 졸업생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3개월 후 취업)

(3) 대표 브랜드 사업의 파급 효과

단기 효과

◦ 지역전략산업인 BM 산업체로의 취업률 증가

◦ 안동 및 경북 지역의 BM산업체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을 통한 인력난 해소

◦ 대학 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지역 BM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한 기반 확보

◦ 지역 전략 산업인 BM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을 통

한 지역 경제의 자립화 선도

장기 효과

◦ BM산업 실무인력 양성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정착

◦ 생산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대학 경

쟁력 향상 및 지역 기업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함

◦ 대학과 산업체 간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 연구, 기술

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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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열
'11년

학과 또는 전공명
’12년

학과 또는 전공명
학과명

변경여부
참여
여부

재학생수
(’11년기준)

비고

참여학과

공 학 계 열 의료공학과 의료공학과 동일 유지 71

계 1개 1개 -

인 문 ․사 회
계 열

사회복지과 - 동일 삭제 -

계 1개 - -

자 연 과 학
계 열

물리치료과 물리치료과 동일 유지 274
의약품질분석과 의약품질분서과 동일 유지 159

- 건강관리과 동일 신규 45
- 치위생과 동일 신규 230
- - - - -

계 2개 4개 708
소계 4개 5개 779

비참여학
과

인문․사회

경호경찰과 항공보안과 변경 31
관광일어과 관광과 변경 47
마케팅경영과 마케팅경영과 동일 36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동일 120
항공호텔과 항공호텔과 동일 89

- 사회복지과 동일 126
계 5개 6개 449

자연과학

간호과 간호과 동일 684 학사
미술심리재활과 미술심리재활과 동일 23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동일 167
뷰티아트과 뷰티아트과 동일 72
식품계열 식품계열 동일 83

의무부사관과 의무부사관과 동일 61
건강관리과 - 동일 -
치위생과 - 동일 -

계 8개 6개 1,090

공학

건설정보과 건설정보과 동일 124 학사
건축인테리어과 건축인테리어과 동일 51
시스템경영정보과 시스템경영정보과 동일 74
자동차에너지계열 자동차&에너지계열 변경 67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정보과 동일 66

계 5개 5개 382

예․체능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과 동일 69

계 1개 1개 0

소계 19개 18개 1,990
합계 23개 23개 2,769

 대표 브랜드 사업 참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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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총괄

 사업 개요

비젼 BM산업 중심의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

추 진 목 표

 • 산학융합 협력체제 구축

 • 현장실습중심의 교육

산학협력

체제 구축

사업

현장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산학간 

기술혁신

사업

성과관리

체제 구축

의료기기 U-Health 의약품분석 보건서비스

경북지역 바이오산업벨트 & 첨단의료복합단지

대학의 요구

산업체 요구

국가적 요구

지역사회요구

NEEDS

안동과학대학교 BM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팀 인력양성팀 기술교류팀 공용장비센터

대학 ․ 지자체 ․ BM산업체 ․ BM산업연구소

•  BM산업 주문형 인력양성

•  BM산업 핵심역량 강화

<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융합체제>
- 산학협력을 통한 BM산업 융합우수인력 
- 바이오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력 수요 

급증
- BM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제 구축



- 89 -

◦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산업체의 Need를 반영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국가전략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양성이 필

수적인 요소로 작용함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체 주도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요구되므로 산업

체와 대학, 지자체의 상호관계형성이 밀접하게 협력체제구축을 요구하게 됨. 이

에 BM산업 분야의 Need를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및 현장중심교육

체제를 구축함

◦ 전공실무능력과 직무기초능력의 향상을 통해 산업체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고

학생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수학능력 교육과 전공기술 교육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BM산업의 산학융합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이 가능한 교과목을

확대하고 산학융합 POP-Edu 교육과정과 산학연동 인턴십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체와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함

◦ 대학과 BM산업체간 성과중심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산업체 연수

확대, 산학융합워크숍, 산학공동 기술개발 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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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 내용 총괄

◦ 대학 비전과 연계한 사업계획 개요

- New Vision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0년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인

Venture25를 계승하여 SMART-45 Project로 실행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

인 활동 계획을 수립함

- 학생복지 및 교육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Student Satisfaction, 혁신과 지

원을 통한 교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Manpower of Faculty & Staff, 대학행

정시스템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Advanced Management,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한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Revolutionary Education, 취업지원 프로

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Technician Tech의 5개 중점 추진전략으로

이루어짐

- 비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사업, 산학융합 협력사업, BM핵심역

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

가와 컨설팅을 추진함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대학 브랜드사업의 틀은 기존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을 유지하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사업들은 교

육여건의 지속적 확충 측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

- 2010년 브랜드사업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강화하

여 토익강좌 및 영어회화 수업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

하였음

- 2011년 사업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금, 취업, 교육인프라 구축 등 여건 확충에 재원을 배정함

- 취업률 향상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증액하여 학

생들의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며 목적의식 함양을 높여 학습성과를 달성하도

록 유도함

- BM산업 산학융합워크숍, 기술개발,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산학융합 교육프

로그램으로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함

- 현장실습, 인턴십 지원을 기반으로 산업체 요구도의 만족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현장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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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성과지표의 차별성 : 성과지표는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YES Project의

전공능력 3대 영역인 직업기초교육, 현장중심교육, 진로-취업지도 영역을 성

과지표에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2012년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내실화를 위

해 외국어능력 향상률을 성과지표에 적용하였음

- 성과관리 체계의 강화 :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기존 사업의 구조를 유

지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와 컨설팅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산학공동의 글로벌 전공능력강화 지원 :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를 양성하되,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

체와 공동으로 국내와 국외 산업체에서의 연속적인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글

로벌전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

-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실현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의 실무교육 강화

차원에서, 대학의 LINC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캡스톤디자

인, 산업체 인턴십,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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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사업별 계획

1. 세부사업비 총괄표

구분 세부사업명 항목명
대표 브랜드 국고지원금

금액(원) 비율(%)

① 브랜드 장학지원사업

▪브랜드마일리지장학 61,700,000 6.0

▪자격증취득장학 40,000,000 3.9

▪저소득계층지원장학 20,000,000 1.9

▪브랜드경진대회우수장학 2,000,000 0.2

계 123,700,000 12.0

② 산학융합 협력사업

▪산학융합네트워크구축 131,800,000 12.8

▪현장중심교육프로그램운영 135,000,000 13.1

▪BM산업취업지원 70,000,000 6.8

계 336,800,000 32.6

③ BM핵심역량강화사업

▪교수-학습역량강화 18,000,000 1.7

▪현장밀착형전공역량강화 120,000,000 11.6

▪교육환경강화 411,500,000 39.9

▪자체평가컨설팅 22,000,000 2.1

계 571,500,000 55.4

합 계 1,032,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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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내용

2-1. 브랜드장학 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동기부여를 통한 바이오메디칼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산업체 요구 자격증 및 취업능력 향상 기회

제한

◦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 적응력 저하

◦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자체 재정지원의 한계 상황 발생

◦ 대표브랜드사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독려

◦ 전공 및 각종 경진대회 참가를 통한 전공분야 역량강화 필요

목표

◦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장학 지원

◦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생 자존감 회복 및 재정적 부담감

소를 도모하여 학업집중도 향상

◦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격증 취득률 향상 및 취업성공 실현

◦ 대표브랜드사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역량강화 성취도 향상을 통한

학업능력 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

◦ 각종 경진대회 입상을 통한 전공능력 및 학업성취 역량 강화

◦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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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브랜드 
마일리지 장학

추진
내용

▪브랜드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 대표브랜드사업에 해당하는 계열 재학생 중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각종 프로

그램 참여자(수료자)에 대한 성취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 접수, 확인/집계/선

정 후 장학금 지급

▪ 대학 단계별 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과 연동 운영

-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 프로그램 확인 및 인증 관리 실시

추진
방법

▪ 지급 기준

- 사업기간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마일리지 배정(소요시수, 난이도 등 고려)

- 프로그램별 배정된 마일리지 최종 합산, 마일리지별 장학금액 배정(예산범위내)

자격증 취득 장학

추진
내용

▪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 대표브랜드사업에 해당하는 계열 재학생 중 전공실무능력, 어학능력, 정보화활

용능력, 한자능력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확인/선정 후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지급 기준(우선 적용)

- 사업기간내 취득자에 한하며 자격증 종류별, 등급별 차등기준 적용

▪ 전공실무능력 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국가공인, 공인민간, 비공인민간 자격

▪ 어학능력 관련 자격 및 점수

- 토익, JLPT, JPT, 중국어능력시험

▪ 정보화활용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 MOS

▪ 한자능력

저소득계층 지원 
장학

추진
내용

▪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중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확인/선정 후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저소득계층 구분별 장학금액 차등 지급

- 자활장학 : 장애 4등급 이상 자(장애인확인서)

- 대학생가장장학 : 대학생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적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적용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 장학

추진
내용

▪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 장학금 지급

- 대학 내/외 경진대회 참가,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추진
방법

▪ 지급기준

- 사업기간내, 각종 경진대회 참가,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차등적용)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에서 세부항목(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경

우, 경진대회 실시 공식문서내 장학금액 명시, 심사/선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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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브랜드 
마일리지 장학

․브랜드마일리지장학 61,700,000
- 성취 마일리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61,700,000

자격증 취득 장학
․자격증취득장학 40,000,000

- 자격증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40,000,000

저소득계층 지원 
장학

․저소득계층지원장학 20,000,000

- 저소득계층(차상위, 자활/대학생

가장, 기초수급자)에 따라 차등 지

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20,000,000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 장학

․브랜드경진대회

우수장학
2,000,000

- 경진대회 시상내역에 따라 차등지

급(별도기준 적용)
1 1

소   계 2,000,000

합   계 123,700,000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브랜드 
마일리지 장학

․브랜드마일리지장학 ➟ ➟
자격증 취득 장학 ․자격증취득장학 ➟ ➟ ➟ ➟
저소득계층 지원 

장학
․저소득계층지원장학 ➟ ➟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 장학

․브랜드경진대회우수

장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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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저소득계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집중도 및 성취도 향상

▪경제적 기회 균등(배려)를 통한 학생 자존감 회복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자격증 취득 장학을 통한 전공능력 및 자격증 취득률 향상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전공능력 및 학업성취 역량 강화

중․장기 성과

▪우수 바이오메디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

▪자기개발과 창의력 발휘로 인한 자긍심 향상

▪대표브랜드사업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능동적인 참여 유도

▪학업 및 취업 역량에 대한 자기주도적 동기 부여

▪선택과 집중을 반영, 우수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장학과 경

진대회 우수 장학을 시행함으로써 전공기술 능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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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학융합 협력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BM 산업 분야중,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인력 요구 증가

(2008, 안동과학대학; 2012,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

◦ 안동에 위치한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바이오 관련 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산업체 요구 증가

◦ SK케미칼과 MOU 체결에 따른 주문형 인력 양성

◦ 지역 BM 산업체의 요구(인력유형, 기술지도, 산학 공동 연구 등)에 부응하여

산학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가변형 산학협력 교육체제 구축 필요

-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요구에 따른 대표브랜드 학과의 특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지역 BM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목표

◦ 지역 BM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지역 BM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 지역 BM 산업체로의 취업률 증가

◦ 지역 BM 산업체와 공동으로 글로벌 전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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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 목 명 주 요 내 용

산 학 융 합  네 트 워 크  
구 축

추진
내용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바이오산업체 및 메디칼산업체와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산학협력활성화지원

- 학과별 산학협력체결 활성화 및 확대

- 현장실습 산업체 담당자 전담교수제 구축

▪BM산업 산학융합 워크숍

- 바이오메디칼 산업 관련 워크숍 실시

▪교원 산업체 연수

- 교원 직무 및 산업체 연수 실시

▪산학공동 기술연구 수행

- 기술 및 제품 공동개발 관련 기술연구 수행

▪중소기업 기술지도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사항 파악

- 기술지도를 통한 애로기술 해결

▪교원 해외 산업체 연수

- 해외 BM산업체 연수를 통한 최신 기술 습득 활동

추진
방법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바이오산업체 및 메디칼산업체와 산학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여대상 : 대표브랜드사업 참여학과

- 산학간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로 이어지는 경북북부지

역 바이오 산업단지-경북바이오연구원-안동과학대학이 네트워크형 산학협력으

로 상호간 이익 추구

- 지역 바이오메디칼산업체의 기술개발 과제 선정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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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주 요 내 용

산 학 융 합  네 트 워 크  
구 축

추진
방법

- 바이오메디칼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행․재정적 지원

연계

- 분기별 산학융합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협의

-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지원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체결(목표-70개 업체)

- 산업체 실무담당자를 전담교수(7명)로 임명하여 실습 지도를 체계화

- 산업체 실습전담교수들은 실습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BM산업 산학융합 워크숍

- 바이오메디칼산업 관련 워크숍 실시

- 대상 : 대학(교수, 학생), 산업체

▪교원 산업체 연수

- 교수의 산업체 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및 실용화 기술능력 제고

- 단기(2~4주) 및 장기(6개월) 연수를 통한 산업체 최신 기술 습득 활동

- 바이오메디칼 산업체 및 연구소 파견 연수

- 대상 : 대표브랜드 학과 교수

▪바이오메디칼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공동 기술연구 수행

- 기술 및 제품의 공동개발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확보

- 기능성 식품, 의료전자기기, 의약품질관리, U-health 기기 등

- 의약품 및 U-health 의료기기 관련 컨소시엄

▪중소기업 기술지도

- 기업애로기술 접수, 내용분석 후 자문교수 선정

- 지원방법 : 1인 1일 4시간 이내, 20일 내외 지원

- 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경영 및 통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

의매출및생산성향상에 대한실질적인기여

▪교원 해외 산업체 연수

- 대상 : 교수

- 운영방법

․교원 : BM산업분야 산업체 연수 신청, 평가 후 학과별 1인당 1회 실시

현 장 중 심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추진
내용

▪산업체인사 특강

- 산업체 인사 및 성공CEO 초청 특강 실시

▪BM산업 산업체 현장견학

- 바이오메디칼 산업 현장 견학 실시

▪캡스톤디자인

- 팀프로젝트·졸업작품 등 학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캡스톤디자인 프

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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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주 요 내 용

현 장 중 심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추진
내용

▪ 산학융합 POP-Edu 교육과정 운영

- 산학융합 바이오메디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학연동 POP-Edu 교육

▪ 현장실습지원

- 산업체 요구 맞춤형 현장실습

▪산업체 인턴십

- 산업체 인턴십 및 직장체험을 통한 현장적응

현 장 중 심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추진
방법

▪산업체인사 특강

- 대표브랜드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실시

- 강사대상 : 산업체인사, 성공CEO 등

- 학생들의 현장감각 향상, 기술중심의 산업변화에 대한 학업성취도 및 취업률

제고

▪BM산업 산업체 현장견학

- 바이오메디칼 산업체 현장견학 실시

- 대상 : 대표브랜드 학과

▪ 캡스톤디자인

- 전공별 과제를 신청 받아 과제의 아이디어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발굴

- 추진절차 : 캡스톤디자인 공고 - 신청과제 평가 - 캡스톤디자인 선정 - 산업체

전문가 매칭 - 캡스톤디자인 결과 제출

-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캡스톤디자인 결과가 산업화와 연결될 수 있

도록 산업계의 수요와 연계된 프로젝트 발굴

- 전공 관련 프로젝트 과제 선정, 산업체 멘토의 지도를 받아 프로젝트를 완성

하고 전시회를 개최

▪산학연동 POP-Edu교육 운영

- 산학융합 바이오메디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학연동 POP-Edu 교육

- 추진방법 : 연계 산업체로부터 프로젝트 과제 선정 - 대상 학생들에게 프로젝

트 과제의 특징을 설명 - 학생들이 과제를 지원하여 선정하도록 함 - 선정된

과제의 제출 산업체에서 멘토 선정 - 온라인/오프라인 과제 지도 - 과제 종료

후 보고서 및 발표 - 우수 프로젝트 선정

▪ 현장실습지원

- 대상 : 대표브랜드 학과

- 운영기간 : 하/동계 방학기간 중 2~3개월

- 산업체 :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우선 배정 및 신청 업체

- 절차 : 산업체, 학생 신청서 접수→산학코디네이터의 실습처 배정→산업체에

대상 학생 관련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발송→산업체 현장실습 승낙서

접수(산업체 지도교수 선정)→학생에게 실습처 통보→현장실습 실시

- 인턴십 및 현장실습 종료(수료)시 학정인정(학기제 현장실습 : 20학점, 단기

현장실습(4주, 160시간 :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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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주 요 내 용

현 장 중 심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추진
방법

▪산업체인턴십

- 대상 : 대표브랜드학과 재학생 중 신청자

- 운영기간 : 하/동계 방학기간 중 2~3개월

- 산업체 :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우선 배정 및 신청 업체

- 절차 : 산업체, 학생 신청서 접수→산학코디네이터의 실습처 배정→산업체에

대상 학생 관련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발송→산업체 현장실습 승낙서

접수(산업체 지도교수 선정)→학생에게 실습처 통보→현장실습 실시

- 인턴십 및 현장실습 종료(수료)시 학정인정(학기제 현장실습 : 20학점, 단기

현장실습 : 2학점)

BM 산 업  취 업 지 원

추진
내용

▪글로벌 전공 능력 향상 프로그램

- 해외 바이오메디칼 산업단지 견학 및 박람회 참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캠프, 취업아카데미,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학과별 취업 특강 실시

▪전공 및 창업 동아리 지원

- 학과별 전공 및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추진
방법

▪글로벌 전공 능력 향상 프로그램

- 해외 바이오메디칼 산업단지 견학 및 박람회 참가

- 대상 : 대표브랜드 학과

- 선정 : 박람회 참가 수행계획서 평가 후 선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캠프/아카데미 : 학과별 실시

- 면접스킬특강 : 학과별 실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스킬 향상법

- 학과별 우수 졸업생 초청 특강, 명사 초청 특강 및 기업설명회 등 실시

▪전공 및 창업 동아리 지원

- 대학에 등록된 전공 및 창업 동아리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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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위원회구성

및운영
5,000,000 - 5회×1백만원=5백만원 3 2

․산학협력활성화지원 4,500,000 - 25건 : 4,500,000원 3 3

․BM산업산학융합

워크숍
12,000,000 - 6회×2백만원=12백만원 3 2

․교원산업체연수 3,500,000 - 7회×50만원=350만원 4 1

․산학공동기술연구

수행
40,000,000 - 4개과제×1천만원=4천만원 3 1

․중소기업기술지도 16,800,000 - 7건×240만원=1,680만원 3 1

․교원해외산업체연수 50,000,000 - 5명×1천만원=5천만원 4 1

소   계 131,800,000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인사특강 5,000,000 - 10회×50만원=500만원 2 1

․BM산업체현장견학 29,000,000 - 5개학과 11회 : 29백만원 8 3

․캡스톤디자인 7,000,000 - 2과목×350만원=7백만원 2 5

․산학융합 POP-Edu

교육과정운영
9,000,000 - 3과목 : 9백만원 2 5

․현장실습지원 75,000,000 - 현장실습 5개학과 : 75백만원 8 2

․산업체인턴십 10,000,000 - 20명×50만원=1천만원 2 7

소   계 135,000,000

BM산업 
취업지원

․글로벌전공능력

향상프로그램
45,000,000

- 외국계기업 지사 현장교육

· 30명×50만원=15백만원

- 외국계기업 본사 현장교육

· 15명×2백만원=3천만원

9 3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5,000,000

- 취업역량캠프(모의면접, 이력서 등)

· 5백만원×2회=1천만원

- 취업특강

· 250만원×2회=5백만원

2 6

․전공및창업동아리

지원
10,000,000 - 5개동아리×2백만원=1천만원 2 8

소   계 70,000,000

합   계 33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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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위원회구성및

운영 ➟ ➟ ➟ ➟ ➟ ➟ ➟ ➟ ➟ ➟
․산학협력활성화지원 ➟ ➟ ➟ ➟ ➟ ➟ ➟ ➟ ➟ ➟
․BM산업산학융합워크숍 ➟ ➟ ➟ ➟ ➟ ➟
․교원산업체연수 ➟ ➟ ➟ ➟
․산학공동기술연구수행 ➟ ➟ ➟ ➟ ➟ ➟ ➟ ➟ ➟
․중소기업기술지도 ➟ ➟ ➟ ➟ ➟ ➟ ➟ ➟ ➟
․교원해외산업체연수 ➟ ➟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인사특강 ➟ ➟ ➟ ➟ ➟ ➟ ➟ ➟ ➟
․BM산업산업체현장견학 ➟ ➟ ➟ ➟ ➟ ➟ ➟ ➟ ➟
․캡스톤디자인 ➟ ➟ ➟ ➟ ➟ ➟ ➟ ➟ ➟ ➟
․산학융합 POP-Edu

교육과정운영 ➟ ➟ ➟ ➟ ➟
․현장실습지원 ➟ ➟ ➟ ➟ ➟ ➟ ➟ ➟ ➟
․산업체인턴십 ➟ ➟ ➟ ➟ ➟

BM산업 
취업지원

․글로벌전공능력향상

프로그램 ➟ ➟ ➟ ➟ ➟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 ➟ ➟ ➟ ➟ ➟ ➟ ➟ ➟
․전공및창업동아리지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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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지역전략산업인 BM 산업체로의 취업률 증가

▪안동 및 경북 지역의 BM산업체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을 통한 인력난 해소

▪대학과 산업체 간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 연구, 기술

개발의 활성화

▪산학협력을 통한 공용장비 활용 증가에 따른 장비 효율성 증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지도 시스템 구축

중․장기

성과

▪대학 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한 기반 확보

▪양질의 BM산업 실무인력 양성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정착

□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수요자인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기초

직무능력 향상으로 자존감 회복

◦ 산학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운영함으로서 전공 기술

능력 및 현장 적응성의 증가로 취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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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M 핵심역량 강화 사업

 필요성 및 목표

구 분 내 용

필요성

◦ BM산업체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의 필요성 증대

- 입학→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으로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단계인 취업/진로지도 체계 및 관리 필요

- 재학생 개인별 취업 로드맵 도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인성, 책임감, 목표달성의지, 직장예

절 등에 대한 기초소양 역량에 대한 요구 증대(2011, 산업체 만족도 조

사, 안동과학대학)

◦ BM산업 분야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

◦ BM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와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실무 능력 강화

◦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목표

◦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률과 대학경쟁력 제고

◦ 기초수학능력의 향상을 통한 전공실무이해능력 제고

◦ 직업기초능력(인성, 직업윤리 및 리더십 함양)의 신장을 통한 직장에

대한 적응력과 직업보전응력 향상

◦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법 개선을 통해 지역 BM산업의 활성

화에 기여하는 교육체제 확보

◦ 교육환경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 품질 및 인프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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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및 방법

항목명 주요내용

교수-학습 
역량강화

추진
내용

▪ 기초수학 및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 학습능력 진단 및 기초수학능력 향상교육 및 직업기초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성함양 프로그램

- 인성 함양 및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방법

▪기초수학 및 전공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 운영영역 : 국어,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한자

- 운영방법 : 학과별 해당영역을 선택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에서 수준 분석을 통한 기초교육강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평가(11월중 시행)

▪인성함양 프로그램

- 대상 : 대표브랜드 학과

- 교육기간 : 단기 또는 1박2일 캠프형식으로 진행

- 운영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

- 교육내용 : 자아발견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 대인관계능력 향상, 성취동기

개발,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적극적인 학업자세 유지

현장밀착형 
전공역량강화

추진
내용

▪산학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업수요 맞춤형 교과개발 운영지원

▪산학융합 교재 개발

- 교과개발에 따른 해당과목의 교재개발 지원

▪전공특화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 학과 특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수동적 교육환경을 탈피, 능동적인 학과 특

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과별 전공자격증․면허 취득 강좌 운영

추진
방법

▪산학융합 교육과정 개발

- 추진절차 : 산업체 직무연계 교과과정 개발→교육과정 운영 계획→교원연수

계획→교수학습 방법 개발 계획→교재개발 계획→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환

경 개선 계획 수립 후 운영(신청학과)

▪산학융합 교재 개발

-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실시한 학과에 한하여 관련 교과목에 대한 교재

개발 실시(산업체와 공동 개발)

- 개발된 교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 교과개발에 따른 산업체 직무연수 지원

▪전공특화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전공 라이선스 캠프, 외국어능력 향상,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등 실시

-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을 활용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ABRICs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커리어 관리를 통해 자기자신 경력 관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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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주요내용

교육환경 강화

추진
내용

▪ 실험실습 지원(실습 재료/소모품비 등)

- 학과별 실험실습 관련 지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학과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현장 밀착형 교육을 위한 현장형 실험실습기자재의 도입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실습실 및 전산강의실 환경개선과 기자재 구입

추진
방법

▪실험실습 지원

- 지원범위 : 학생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방법 : 학과별 신청서 접수, 평가 후 재원 배분 및 집행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BM산업 교육과정 개편학과를 우선으로 지원

- 절차 : 학과별 신청서 접수 → 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 → 기자재 구입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전공별 인력양성 모델에 적합한 실험실습 환경 구축

- 대학의 강의실 및 학생편의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고취

성과관리 및
컨설팅

추진
내용

▪자체평가 컨설팅

-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자체평가 사업 수행

- 자체평가(2회) 외부 전문기관 위탁 수행

추진
방법

▪자체평가 컨설팅

- 운영방식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수행(평가담당부서와 공동수행)

- 평가절차

․중간평가 : 서면평가+현장평가

․최종평가 : 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외부 전문기관 평가결과 분석

- 평가방법 : 사업계획(적절성), 사업운영(적시성), 사업성과(달성도)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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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세부항목명 국고
지원금(원) 산출 내역 지출

구분

세부
지출
구분

교수-학습 
역량강화

․기초수학및전공기초
능력향상프로그램

8,000,000 - 4건×2백만원=8백만원 2 4

․인성함양프로그램 10,000,000 - 2회×5백만원=1천만원 2 3

소   계 18,000,000

현장밀착형 
전공역량강화

․산학융합교육과정
개발

5,000,000 - 1개학과 : 5백만원 5 2

․산학융합교재개발 3,000,000 - 1개학과 : 3백만원 5 2

․전공특화및경력개발
프로그램

112,000,000 - 22건 : 112백만원 2 5

소   계 120,000,000

교육환경 강화

․실험실습재료지원 75,000,000
- 학과 전공 특성(실험실습과목 비중)

을 반영한 실험실습비 배정
8 1

․실험실습기자재확충 286,500,000

- 대학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반영한 학과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시

7 1

․교육시설환경개선 50,000,000

- 대학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학과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실시

6 1

소   계 411,500,000

성과관리 및 
컨설팅 ․자체평가컨설팅 22,000,000

-자체평가컨설팅
-교육역량강화사업 환류체계 구축

11 2

소   계 22,000,000

합   계 571,500,000

 세부항목별 예산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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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

항목명 세부항목명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교수-학습 
역량강화

․기초수학및전공기초
능력향상프로그램 ➟ ➟ ➟ ➟ ➟ ➟

․인성함양프로그램 ➟ ➟ ➟ ➟ ➟ ➟
현장밀착형 

전공역량강화

․산학융합교육과정
개발 ➟ ➟ ➟ ➟ ➟ ➟ ➟

․산학융합교재개발 ➟ ➟ ➟ ➟ ➟ ➟ ➟
․전공특화및경력개발

프로그램 ➟ ➟ ➟ ➟ ➟ ➟ ➟ ➟ ➟
교육환경 강화

․실험실습재료지원 ➟ ➟ ➟ ➟ ➟ ➟ ➟ ➟ ➟ ➟
․실험실습기자재확충 ➟ ➟ ➟ ➟ ➟ ➟ ➟ ➟ ➟
․교육시설환경개선 ➟ ➟ ➟ ➟ ➟ ➟ ➟ ➟

성과관리 및 
컨설팅 

․자체평가컨설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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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구분 내용

단기 성과

▪지역 전략산업인 BM 산업체로의 취업률 증가

▪기초수학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전공학습력 상승 및

학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전공실무능력 강화를 통한 전공 자격증 및 면허 취득률 향상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융합 교재개발

및 교수-학습 개선을 통한 BM산업 분야의 교육력 강화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실 확충을 통한 현장 실무 교육시

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문제점 도출, 원인분석에 따른 사업 관련 규정 개정, 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한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결과 환류

- 평가 결과의 신속한 적용을 통한 사업운영 방법 개선

- 사업운영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중․장기

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역 전략산업인 BM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현장적응력 있는 인

력의 제공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학 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한 기반 확보

▪대학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BM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협력 기반

조성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점검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지속성 확보

□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 산업체 요구 중심의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중심의 전공기

술 및 도구활용 능력 함양으로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 향상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대비와 전공 및 인성

교육에 대한 적극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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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성과지표

1.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성과지표 총괄표

지표명 단위
현재값

(a)

목표값

(b)

상승률(%)

(


×100)
관련 세부 사업명 비고

①교육만족도 점 1.0 1.08 8.0 ⑨BM핵심역량강화사업
‘11년

목표값(58.8점)

달성값(63.1점)

② BM외국어역량지수 지수 1.0 1.10 10.0 ⑤글로벌인재양성

③전공관련자격증

취득률
% 53.1 55.2 4.0 ⑨BM핵심역량강화사업

2. 지표 세부 내용

 지표 1 : 교육만족도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교육만족도는 교육역량 및 대학경쟁력 향상 노력의 결과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만족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지표임

- 향후 학교 교육의 지향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임

- 학생에게 우수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선진화 구축

- 대학교육 만족도 향상으로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교육만족도 목표값 조사 시 세부사업에 대한 만족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세부사업의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반영

- 산학융합교재개발, 교육시설환경개선, 전공특성화 및 경력개발프로그램 등 세부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학생만족도 및 교육역량의 동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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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측정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학생 교육만족도 측정은 각 설문 항목별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를 100점 만점 점수

로 환산

산식

교육만족도 ▪∑주요 요인 만족도 총합/주요 요인 총수

7점 척도

100점 환산

▪7점 척도 100점 환산식: 100/6∑(Xi-1), Xi: 항목별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 매우 부정(1점), 부정(2점), 다소부정(3점), 보통(4점), 다

소긍정(5점), 긍정(6점), 매우 긍정(7점)

기준 시점

(조사 시점)

▪사업시작 직후(1차조사)와 사업종료 시점(2차조사)에 조사 실시

- 1차조사(2012.05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조사하여 현재값 도출

- 2차조사(2012.11월): 목표값 달성 여부 파악

조사 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대상
▪대학대표브랜드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 표본수: 재학생의 30~ 40%(2012.04월 기준)

- 표본추출방법: 학과, 학년, 성별을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

조사 내용

▪대학 전반에 관한 종합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6개 주요 요인과 요인별

16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설계함.

- 주요 요인(6개) : 대학인프라, 행정서비스, 학생활동지원, 학생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교육과정 및 운영, 교수학습-강의

- 하위 요인(16개) : 대학인프라(4개), 행정서비스(2개), 학생활동지원(3개), 학생역량강화

및 취업지원(2개), 교육과정 및 운영(5개), 교수학습-강의(2개)

조사 방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 교육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실적을 보유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자기기입식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해 설문대상자가 직접 작성 후 조사자에게 제출

- 대학 내부인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교육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조사 실시

(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 2011년도부터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달성값은 63.1점으로 현재값대비

12.7%p.가 상승함.

구분
현재값

(A)

목표값

(B)

상승률(%)

{C=(B-A)/A*100}

달성값

(D)

달성률(%)

(E= D/B*100)

비고

{(D-A)/A*100)}

2011년 56.0 58.8 5.0 63.1 107.3 현재값대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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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만족도 조사는 1차조사와 2차조사로 나누어 2회 실시함. 1차조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값을 산출하고 2차조사는 사업종료 시점과 학

사일정을 고려하여 11월경에 실시함

- 1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값이 산출되므로 교육만족도 조사 측정 전 현재

값은 임의상 1로 설정함

◦ 목표값

- 2011년도 목표값은 58.8점(현재값대비 5.0% 상승값), 달성값은 63.1점으로 현

재값대비 12.7%p.가 상승함

- 금년도 목표값은 전년도 상승률 목표(5.0%)와 전년도 상승률(12.7%)의 평균

치인 8%를 목표로 하며 임의상 1.08로 설정함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교육만족도 조사는 1차조사와 학생그룹 면담, 2차조사로 크게 3단계로 구성여

여 진행함

◦ 1차조사 완료 후, 1차 만족도 분석 결과와 전년도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학생

그룹토의를 실시하여 낮은 만족도 개선방안과 교육역량강화 사업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요구사항을 사업운영상에 반영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

하는데 활용함

추진 전략 추진 내용
1차조사

(2012.05)
▪ 현재값 도출을 위한 1차조사 실시

- 사업시작과 동시에 재학생의 현재 만족도 수준 측정

중간보고

(2012.06)

▪ 기초(1차)조사 만족도 결과 분석 및 보고

▪ 학과별, 요인별 낮은 만족도 분석

▪ 향후,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제고 방안 강구(사업전담조직, 외부 전문기관

협의)

학생그룹토의

(2012.11)

▪ 학생그룹토의 실시

- 기초조사 결과 학과별, 요인별 낮은 만족도 원인파악

-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별 개선방안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의견 수렴

- 전체 학과 학생회장, 과대표 또는 반대표, 총학생회 임원 대상

2차조사

(2012.11)

▪ 목표값 달성여부 파악을 위한 2차조사 실시

- 학과별/요인별 만족도 분석, 기초조사대비 향상도 분석, 학생 주요이슈 분석,

대학브랜드 인지도(대학브랜드/자긍심/애교심)

- 분석 결과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성과 제고와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 도출

-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결과 활용 및 반영

최종보고(2013.02) ▪ 교육만족도 최종보고회를 통한 학과 및 행정부서 각 구성원간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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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2 : BM외국어 역량지수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기업의 채용 조건에 부합되며, 학생들의 취업 선택의

폭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는 TOEIC 같은 공인성적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스피킹 능력이 요구된다. 어학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추진사업으로 전개하여

영어학습의 저변 확대와 함께 영어능력 극대화를 주요지표로 설정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강좌(TOEIC)를 개설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공부 동기 부여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

(2) 지표 측정 방법

◦ 기업에서 전문대생에 대해 입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토익점수 400을 기준값으

로 정한다

◦ 응시자 대비 400점 이상인 자의 비율도 평가의 축으로 정하여 질적 및 양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 종합역량지수

- 상승지수(I) = 당해 연도 평균값/기준년도 평균값

- 수월성을 나타내는 지수(Q)

: Q = 1+(당해 연도 400점 이상 취득률 - 기준년도 400점 이상 취득률)

- 종합역량지수 : T = I×Q

: I와 Q를 곱한 값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를 반영

(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 대기업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서 전문대생에 입사기준으로 요구하는 토익점

수 400점을 기준 값으로 정한다.

- 2011년 5월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토익 점수를 기준값으로 하며

상승지수(I)와 질적지수(Q)는 1로 현재값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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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값

- 전문계고교의 출신비율이 높으며, 소도시에 소재한다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

성을 고려하여 평균점수는 기준년(2011년)보다 17점 상승한 350점으로 목표한

다.

- BM 외국어 역량지수 향상은 10%를 목표로 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현재값 목표값

모의토익

재학인원 678 688

응시인원 200 200

평균값 323 350

400점이상 23 40

400점이상

취득율
3.39% 5.81%

역량지수

상승지수(I) 1.0 1.08

질적지수(Q) 1.0 1.02

종합(T) 1.0 1.10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교유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역량에 맞는 외국어 교육프로그

램을 배정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

◦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접근성 강화

◦ 영어가 모국인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 24시간 외국어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을 효과적으로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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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3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1) 지표 설정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지표 선정 이유

▪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모델이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산업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력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

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입사서류 평가시 전공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의 비교우위를 가름함

세부사업과의

관련성

▪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강좌를 실시, 재학생

들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전공 관련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취업으로의 진입과 산업체에서의 직무수행 능

력이 비교됨에 따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 중요시 됨

(2) 지표 측정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산식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 자격증취득자수 / 졸업(예정)자수 × 100

기준 시점
(조사 시점)

▪ 2013년 2월 기준

조사 도구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의「자격증 취득현황 조사지침」일부 적용

▪ 학생 자격증 사본 제출을 통하여 취득 인정

조사 대상

▪ 대상자 :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단, 위탁생은 제외함)

▪ 전공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보건의료인 면허(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 민간자격(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 함)

※ 복수 자격증 취득자일 경우 1명으로 인정(중복 미인정)

조사 내용 ▪ 학과별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자 전수 조사

조사 방법

▪ 조사기간 중 학과 수합 제출 또는 학생 직접 제출

▪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 활용(예정)

- 취득한 자격증을 대학 단계별경력개발인증관리시스템(ABRICs)에 등록

- 해당 자격증 사본을 사업단으로 제출 확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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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현재값 설정 근거

- 2011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성과

구분 졸업자 수 취득자 수 취득률 비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성과 968 487 50.3 -

- 2012년도 대표브랜드 학과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구분 졸업자 수 취득자 수 취득률 비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278 155 55.8 -

- 졸업자 수는 산업체위탁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제외됨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자격증 취득현황」조사 기

준 일부 적용(공신력 제고)

※ 단, 조사기준일을 2012년 2월로 설정함

- 보건의료인 면허 포함

- 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증은 제외함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 관련 지침>

◈ 조사 지침

①【국가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전공관련)

②【민간자격 취득자】: 민간자격증 취득자

◈ 유의사항

1)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명으로 입력하여, 취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위 자격은 재학 중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그 결과로 취득한 자격에 한정함. 대학 입학 전 또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득한 자격은 제외함

◦ 목표값 설정 근거

- 2011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성과와 2012년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의

평균값 53.1%을 현재값으로 설정하고, 4%p. 상승률을 목표값으로 설정함

구분 현재값(%) 목표값(%) 상승률(%) 비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53.1 55.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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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지표 달성 전략

◦ 기초수학능력 향상 교육 및 전공 기초능력 향상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하여 전

공 실력을 향상 도모

- 기초수학능력과 전공기초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학생들에 인지시키고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초수학능력과 전공기초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강좌를 개설, 교육함으로써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

여 성과지표 목표값을 달성하며, 나아가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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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리체계

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1. 구성 현황

 설치 일자 : 2012년 4월 13일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비  고

위원장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

위  원

임지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내부위원
남재현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본부장

이해선 교무입학처 교무입학처장

권동렬 행정지원처 행정지원처장

김세동 안동시청 평생교육과장
외부위원

김수현 안동시의회 총무위원장

총  계 총 7명 (외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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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및 역할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사업운영규정의 제․개정

◦ 사업추진 관리 및 자체평가

◦ 기타 사업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주요 활동

연도 주요 활동

’10년도

▪교육역량 강화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자체운영규정 심의/확정(‘10.03.30)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0.04.02)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0.04.06)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계획서(대표브랜드 포함) 심의/확정(‘10.05.03)

▪교육역량 강화 사업 2차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0.10.27)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세부 예산조정(2차) 심의/확정(‘10.11.04)

▪교육역량 강화 사업 장학금 지급 세부시행 지침 심의/확정(‘10.11.05)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세부 예산조정(3차) 심의/확정(‘11.01.12)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세부 예산조정(최종) 심의/확정(‘11.02.14)

’11년도

▪교육역량 강화 사업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 구성(‘11.04.11)

▪교육역량 강화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자체운영규정 심의(‘11.04.13)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1.04.15)

▪교육역량 강화 사업 현장실습 시행 지침 마련(‘11.05.12)

▪교육역량 강화 사업 장학금 지급 세부시행 지침 수립(‘11.07.25)

▪교육역량 강화 사업 국고지원금 확정에 따른 예산 심의(‘11.08.17)

▪교육역량 강화 사업 최종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1.02.24)

▪교육역량 강화 사업 최종 자체평가 실시(‘11.02.28)

’12년도

▪교육역량 강화 사업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 구성(‘12.04.13)

▪교육역량 강화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자체운영규정 심의(‘12.04.16)

▪대표브랜드사업 참여학과 선정 심의/확정(‘12.04.27)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심의/확정(‘12.04.27)

▪교육역량 강화 사업 예산조정 심의(‘12.04.27)

▪교육역량 강화 중간 및 최종 자체평가 실시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비 집행결과 검토/확인

▪교육역량 강화 사업 수정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비 변경 심의(‘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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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전담조직 구성 현황

1. 구성 현황

 명칭 : 안동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사업책임자 임지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사업실무자 이윤호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산학

지원팀

팀장 문장혁 산학협력단 직원

팀원
신명훈 산학협력단 직원
송석현 산학협력단 직원
최세희 산학협력단 직원

직업교육

지원팀

팀장 이병상 산학협력단 인재개발팀장

팀원

심홍재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팀장
김두연 교무입학처 교무입학팀장
김미혜 산학협력단 직원
안은영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직원

행정

지원팀

팀장 박종은 행정지원처 행정지원팀장

팀원

권용성 행정지원처 직원
김수로 행정지원처 직원
김덕화 행정지원처 직원
남지아 행정지원처 직원
남국동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직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운영

지원팀

팀장 이준걸 의약품질분석과 학과장/부교수

팀원

이주원 의료공학과 학과장/전임강사
이승주 물리치료과 학과장/부교수
이천희 치위생과 학과장/조교수

김상렬 건강관리과 학과장/부교수

총계 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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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분장

구 분 업무 분장 비 고

사업책임자 ▪사업총괄

사업실무자

▪역량강화사업실무(총괄팀장)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지원

▪지역기반新산학협력사업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산학

지원팀

팀장
▪사업관리시스템(PMS)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

팀원

▪현장실습지원및관리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교수 R&D 지원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별프로그램운영실적관리

직업교육

지원팀

팀장 ▪장학금지원사업운영지원

팀원

▪교직원연구/직무능력향상워크숍

▪교수-학습지원

▪장학금지원사업운영보조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학생상담프로그램운영

행정

지원팀

팀장 ▪교육환경강화(실험실습지원)

팀원

▪교육환경강화(교육시설환경개선)

▪교육환경강화(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단회계(집행실적등) 관리

▪교육역량강화사업운영지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운영

지원팀

팀장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

팀원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

▪대학대표브랜드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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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평가 실시 계획

1. 평가 개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담당 부서 : 산학협력단/교육역량강화사업단

◦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자체평가위원(내부위원+외부위원) + 외부전문기관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비  고

위원장 남재현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본부장

평가
내부위원

이해선 교무입학처 교무입학처장

남영화 간호과 부교수

권동렬 행정지원처 행정지원처장

외부위원

권석순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장

평가

자문
정훈선 안동시의회 시의원

정호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직업능력총괄팀장

외부

전문기관

전문연구원 외부전문기관 - 평가계획

평가

자문전문연구원 외부전문기관 -

총  계 총 9명 (외부 5명)

 평가 추진 계획

◦ 자체평가는 기본적으로 대학 평가 담당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

-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은 외부전문기관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고, 평가 담당부

서는 시행세부계획을 수립

- 중간평가는 평가 담당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하여 수행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 124 -

- 최종평가는 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 프로그램별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

과에 대한 원인분석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

- 평가 진행과정상의 노하우 습득과 중간 및 최종 평가결과의 신속한 적용을

위하여 대학 평가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수행

 평가 방법

◦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부진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자체평가의 계획과 진행을 위탁

◦ 평가 진행과정상의 노하우 습득과 중간 및 최종 평과결과의 신속한 적용을 위

하여 대학 평가담당 부서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

◦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영역 및 기준의 정립

- 평가영역 및 영역별 평가 기준

-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Output 성격의 정량 및 정성 지

표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여 사업성과 측면의 달성도 평가에 반영

 자체평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자체평가 위탁

-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부진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개

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시, 대학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를 평가위원으

로 위촉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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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 추진 일정

구  분
2012년 201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평가 시행계획 수립 ➟
평가기관 선정 ➟ ➟

평가위원회 구성 ➟ ➟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 ➟

중간(1차) 평가 ➟ ➟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 ➟ ➟

최종(2차) 평가 ➟ ➟
평가보고서 작성 ➟ ➟
평가결과 보고 ➟

3. 평가 결과 환류 계획 및 활용 방안

◦ 사업계획 수립 후 실행단계에 중간(1차) 평가를 실시,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점

검하여 집행이 미흡한 프로그램의 경우 원인 분석 후 사업계획서 수정, 사업

방식 개선 및 사업관련 제도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

적인 활동 수행

◦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2차) 평가를 실시, 목표대비 달성성과를 점검

하여 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인 분석 후 사업관련 규

정 개정,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차년도 계획 반영의 피드백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자체평가 결과를 원활하게 환류

◦ 자체평가 결과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고회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성

과 및 문제점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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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운영 규정 수립 현황

1. 규정 개요

 명칭 : 2012년 안동과학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년 4월 28일

 개정일 : 2012년 7월 3일

2. 주요 내용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자체운영 규정 제정 목적 및 근거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집행 기준 및 방식

◦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비 집행 불가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