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대학교 제7차 발전 5개년 계획

2022. 3.

신 성 대 학 교



SUMMARY



SUMMARY

1. 배경 및 주안점 : 신성대학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하고 새로운 5년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신성

대의 미래사회 맞춤형 인재양성 플랫폼 실현을 주안점으로 간주함

2. 목적 및 범위 



3. 과업수행 Framework :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주요활동을 인과관

계에 따라 3단계 프로세스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4. 외부환경 분석 : 외부환경 분석 결과, 충남 북부권 스마트 산단의 

조성과 같은 긍정적 이슈와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부정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은 신산업분야, 지역거점, 체계 혁

신 등의 과업이 존재함



5. 내부환경 분석 : 내부환경 분석 결과, 전략체계에서는 교직원에게

도 역할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체계와 실천력 높은 

KPI, 교원의 전환 배치 등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할 수 있음

비전체계 재구축 필요 KPI 검토

학생 감소 등 환경 변화 교직원의 규모와 질에 대한 검토

내부환경 분석 결과

§ 기존 학생중심의 전략체계에서
교직원까지 포함한 전략체계로
재구성이 요구됨

§ KPI의 실제 실천가능성을
높이도록 선택과 집중을 고려함

§ 교직원의 규모와 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학생 감소 등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됨

6. SWOT 분석 - SWOT 전략 도출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혁신, 

R&R을 통한 실천력 높은 성과 지표를 위한 관리 혁신,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위한 수익혁신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음



7. 전략체계 재설정 : 경영전략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대학생 중심의 

전략체계에서 대학생 외 지역시민, 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해 관계

자들을 신성대 전략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임

교육
목표

핵심역량
(3C)

비전

인재상

• 민주시민으로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 및 봉사교육‘
• 산업현장의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 자기주도적이고 협업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 융합 및 글로벌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혁신 신성대학

6대 혁신
전략과제

(JUMP-UP)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Join Use Manage Promote Upgrade Profit

고객 혁신 교육 혁신 경영 혁신

창의
(Creative)

1. 창의적 해결 방안 제시
2. 창의융합적 가치 제공

소통
(Communication)

1. 고객과 함께하는 대학
2. 고객 니즈를 반영하는 대학

변화
(Change)

1. 변화 실천을 위한 역량 향상
2.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시스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대학

학생역량강
화를 위한
교육품질

관리

대학교육
브랜드화

전략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을 위한

조직효율화

교양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술인재
미래사회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교육
목표

핵심역량

비전

인재상

• 민주시민으로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 및 봉사교육‘
• 산업현장의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 자기주도적이고 협업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 융합 및 글로벌 교육‘ 

민주시민 전문기술인재 창의융합인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혁신 신성대학

교양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술인재
미래사회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자기주도
( Active Self )

글로벌
( Globalization )

의사소통
( Communication )

실무전문성
( High Expertise )

헌신
( Entire contribution )

창의융합
( New – Value )

학생지원
혁신

S U P R E M E
지역사회& 
산학연계

혁신

학생기본
역량혁신

취∙ 창업지원
혁신

현장중심의
교육혁신

대학경영
혁신

교육환경혁신

As-is To-be 변경된 부분

8. 신구 전략 간의 연계성 : SUPREME전략의 특징은 활동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전략이며, JUMP-UP전략은 대상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전

략임



9. 세부실행과제 정의 : 제 6차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실행과제는 제 

7차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통해 과제와 관련된 KPI는 

96개에서 54개로 42개가 감소시켰으며, 기존의 기획처와 교학처, 

산학협력단 중심의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를 배분하여 실행과제 

진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음

10. 세부실행과제 정의 : 6대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

관점의 Activity, 고객서비스 관점의 Customer, 평가와 환류 관점

의 Evaluation을 결합한 ACE전략으로 세부실행과제를 도출하였음

6대 혁신
전략과제

(JUMP-UP)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Join (4) Use (3) Manage (5) Promote (3) Upgrade (4) Profit (3)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대학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품질 관리 대학교육 브랜드화 전략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축

Goal

전략과제 (6)

세부실행과제 (22)

ACE 전략을 통한 지역리더로 JUMP-UP

- 지역을 대표하는 ONLY ONE, 고등직업교육기관

• 미래수요자 수요
기반 CDP 진로 개발

•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대학 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기여

• 산업수요 중심 학과
특성화 전환

•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 4차 산업 선도 학교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교육시설의 효율성
증대

활동/지원관점
(Activity)

고객서비스관점
(Customer)

평가/환류관점
(Evaluation)

• 지역 사회 요구
맞춤형 성인학습
교육과정 개발

•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및 학과 개편

• 4차 산업 현장 중심
교육 브랜드화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 유학생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

• 고등직업교육거점
대학으로 도약

• 산학 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고도화

•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 직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

• 학교 브랜드 가치를
위한 산업체 만족도
강화

• 내부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평가

•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



11. 세부실행과제 종합

6대
전략과제

실행과제 KPI 주관부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JOIN)

미래수요자 기반 CDP진로개발

사전실습 프로그램 운영 입학홍보처/
국제교류센터사전실습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가이드 제작 취창업지원센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산학협력단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실적

지역사회 요구 맞춤형 성인학습 과정 
개발

보고서 작성 여부
기획처

성인전담학과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발 수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증가

고등직업교육거점 대학으로 도약 사업선정 및 운영 산학협력단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대학
(USE)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기여

기업체 요구 대응 횟수 산학협력단

교원역량 강화 활동 비율 교학처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횟수 교육혁신본부

산학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고도화 

기업협업센터(ICC) 구축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결과물 도출 수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품질 
관리

(MANAGE)

산업수요 중신 학과 특성화 전략
비교과 과정 운영 건수

교육혁신본부
비교과과정의 정규교과 과정 전환 건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자기주도 학습역량 과정 운영 건수 교육혁신본부

학생상담 건수 학생상담센터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및 학과 
개편

창의융합과정 개발 수
교육혁신본부

창의융합과정 운영 학과 수

창의융합학과 개편 및 신설 수 기획처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CQI평가 환류 교학처

기초학습능력 평가 교육혁신본부

직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

학생지도(진로지도) 평균 건수 교학처

전임교원 진로컨설팅 관련 교육 참여
교육혁신본부

교수법 교육 건수

대학교육 
브랜드화
(PROMOTE)

4차 산업 선도 학교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학교 홍보 활동(온라인)

입학홍보처학교 홍보 활동(타겟형 오프라인)

학교 홍보 활동(비타겟형 오프라인)

4차 산업 관련 현장 중심 교육 
브랜드화

4차 산업관련 교육과정 운영 교육혁신본부

4차 산업관련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만족도 취창업지원센터

학교 브랜드 가치를 위한 산업체 
만족도 강화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산학협력단

기업체에 대한 졸업생 만족도 취창업지원센터



6대
전략과제

실행과제 KPI 주관부서

전략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UPGRADE)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활동 기획처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총무처

학사행정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정보지원센터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여부
총무처

교육과정 운영(1인당 평균 참여)

내부 성과관치 체계 구축
내부 구성원 소통 건수 교학처/

총무처내부 성과관리 체계 수립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평가 재정지원사업 연차평가 점수
국고사업
운영본부

지속가능성
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축
(PROFIT)

교육시설의 효율성 증대
강의실 활용도 교학처

시설사용료 수익증가율 총무처

유학생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

국제 교류활동 수

국제교류센터자매 결연 수

유학생 유치율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학 재정관련 구성원 소통 건수

기획처
전문대학 지속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