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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재정투자 계획 개요 】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달성목표값 향상률(%)
(2024년 
목표값/
기준값)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핵심성과

지표
 ①재학생 충원율, ②전임교원 확보율, ③교육비 환원율, ④취업률

자율성과

지표 

 ①융합교육혁신지수 점 45.9 46.9 47.9 48.9 107

 ②산학연계혁신지수 점 38.9 39.9 40.9 41.9 108

 ③CS학생성공지수 점 54.1 55.7 57.3 58.9 109

 ④지역사회기여·

   ESG성과지수
점 38.9 42.4 45.9 49.4 127

재정 투자 

계획

영역
국고지원금(백만원)

비율(%)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혁신 4,295  2,451 2,424 68.7

산학협력 혁신 559 530 545 12.2

기타 혁신 304 179 181 5.0

사업관리 및 운영 788 540 550 14.1

합 계 5,946 3,700 3,7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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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

1. 대학의 비전 및 목표

   - 제 7차 중장기발전계획은 급변하는 경제·사회·정책적 변화를 반영함. 기존의 중장기

세부전략을 개선 및 조정하고 비전 수립을 위하여 사업체계, 건학이념, 사업영역과 

목표를 중심으로 재설정함. 또한 미래 방향성 도출을 위해 평생교육형 대학으로 역할 

강화 방안을 추가함. 따라서 대학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을 도모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성과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혁신 신성대학”이라는 비전 

체계를 수립함

    (기반조성) 대학혁신을 위하여 제 6차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자율형 혁신대학으로 노력을 경주함

    (혁신가속화) 제 6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점검하여 혁신전략 등을 도출하고,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방향과 대학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함

    (실행 및 성과) 대학의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수요를 

예측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 대학으로 성장함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와 지역사회 발전계획과 연계한 혁신이 필요하고, 미래사회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의 수립의 필요에 따라서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과 

지역사회 개발전략과 연계된 대학혁신, 내부 공감대 형성 및 실행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중장기 발전전략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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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1)제 6차 발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2)대내·외 환경 분석을 진행하여, 3)대학의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4)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 이에 따른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음

2. 대학 현황분석 및 진단 (증빙자료 p.38~p.46 참조)

    (외부분석) 대학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경제·사회·

기술·산업·경쟁 환경을 PEST분석 기법을 통해 분야별 주요 현황과 이슈를 검토

함으로써 중장기 경영전략의 방향성 도출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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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환경(Political)은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제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 ESG 경영 도입’과 같은 정책적 이슈를 

분석함 

   - 경제환경(Economical)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시나리오’,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같은 경제 관련 이슈를 분석함 

   - 사회환경(Social)은 ‘융복합 인재 수요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수익 

감소’ 등 사회환경 관련 이슈를 분석함 

   - 기술환경(Technological)은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및 기술에 대해 분석함 

   - 산업환경(Industrial)은 산업환경에서의 대학 방향성을 분석함

  (내부분석) 7S모델을 활용하여 대학의 내부환경을 분석함. 분야별 주요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의 방향성 도출에 활용함 
   - 공유가치(Shared value)는 취업률 관련 내부 교직원들의 집중도와 입시 방안 및 자원 

확보에 대한 공유도 분석함

   - 전략(Strategy)은 전략체계의 내·외부 환경변화 반영 여부와 전략 실행력 수준 검토, 

학생 중심의 인재상 외 교직원 대상의 전략 체계를 분석함

   - 관리체계(Systems)는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간, 조직 내 신뢰 수준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내 프로세스 검토, 중도 탈락자 증가와 관련하여 분석함

   - 구성원 역량(Staff)은 구성원 전문 역량 점검, 교원 연구업적 및 전문성 및 인사관리 

강화 방안(역량체계, 승진, 보상 등)을 분석함

   - 일하는 방식(Style)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효율화 수준과 업무 간 협력체계,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분석함



- 4 -

   - 기술 및 자원(Skill)은 학과별 실습공간 확보 여부, 학과별 기자재 노후화 진행여부 

관련 사항을 분석함

    (내부여건 분석) 대학 자체 재정현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분석함

   - 총 자산과 부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채 감소의 폭이 더 큰 것은 긍정적인 

영역이지만 등록금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교비 회계 현황이 나빠지는 것은 부정적임

   - 자체사업 추진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 일반재정지원금을 

통한 교육혁신에 투자의 결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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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은 타 대학의 평균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교지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지점의 발생으로 향후 지출비용 감소와 수입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히 필수적인 성격을 가진 지출이 전체의 80%를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예산 

관련 문제 발생이 예상됨. 지출의 경우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을 포함한 필수 

지출인 관계로 수입 확대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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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역량분석) 대학 자율혁신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현행 학사구조를 

교직원 및 재학생의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분석함. 행정서비스, 복지제도, 대학이미지 등 

점진개선 영역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일부 학과의 

전문성 강화와 전공 재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나,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과목 변경 111회, 신설 131회, 폐지 40회가 진행되는 등 자율혁신계획 진행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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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설문조사 개요)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여 미래 발전방향과 조직운영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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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개요)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는 기관 현행 이슈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교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함

 

   (내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 공유가치, 전략, 조직구조, 시스템 등 7개 분야에서 총 16개의 세부 이슈가 도출되었고 

이슈를 범주화하여 5개의 지향점을 도출함

   - 대학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 및 취업 연계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지향해야 함

   - 또한 학과 기능의 고도화 및 4차 산업 대비 신규 학과의 추진을 통한 대학 역량 확대를 

지향해야 함

   - 한편, 경영 효율화 및 조직 혁신과 더불어 성과에 기반 한 구성원의 전문 역량과 지역 

및 권역에 대한 홍보 역량 확보 역시 지향해야 할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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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석 종합) 

   -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 내부 여건 및 역량 분석,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종합하여 전략 

방향성을 도출함

    (SWOT 분석 프로세스)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을 둘러싼 핵심변화

요인(key driving factors)을 도출하고 대학의 영향력, 전략적 부합성, 적용가능성, 실행 

용이성의 판단기준에 따른 Cross-SWOT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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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한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은 아래와 같음

   - SWOT전략 도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성원의 의견수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율혁신계획의 강한 연계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3단계 의견수렴을 시행함

    (계획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교육의 이해관계자(교원, 직원,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자율혁신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중간단계) 부서장, 학과장, 각 부서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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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단계) 혁신지원사업 각 프로그램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의견수렴과 중장기발전계획 

선포식을 실시하여 대학구성원에게 대학 비전 및 발전전략을 공유함

  

계획단계 중간단계 최종단계
Ÿ 지속성 평가     

(교원, 직원, 학생)

Ÿ 중장기 발전계획 

구성원 인터뷰

Ÿ 부서 및 담당자 

의견수렴

Ÿ 평가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 구성원 심층 인터뷰 진행 후 

혁신지원사업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3.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중점 특성화 분야

   - 대학은 국가산업단지 3곳, 일반산업단지 4곳 등 많은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시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및 산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학연계 융·

복합 교육과정 기반의 교육혁신을 통한 융·복합 창의인재양성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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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2.∼’24.) 목표 및 추진 방향

    (혁신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중장기발전계획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

혁신 신성대학’비전과‘ACE 전략을 통한 지역리더로 JUMP-UP’이라는 중장기 발전

목표를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코어인재 양성:당찬#신밧드’이라는 혁신사업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비전을 구현하고자 함.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6대 전략과제와 12대 세부전략과제를 혁신지원사업의 교육, 산학협력, 

기타 3대 혁신전략과 연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행과제와 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연계함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 및 취업연계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지향함

   - 학과 기능의 고도화 및 4차 산업 대비 신규 학과의 추진을 통한 대학 역량 확대를 

지향함

   - 지역 및 산학 연계를 통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자율

혁신계획을 진행함



Ⅰ Ⅱ. 적정규모화 계획(’23~’2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Ⅰ Ⅲ. 혁신전략 및 재정 투자계획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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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전략

1.1. 대학의 영역별 혁신전략 및 기대효과(총괄)

 □ 대학은 제 7차 중장기발전계획에 JUMP-UP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3대 혁신전략

으로서 교육, 산학협력, 기타혁신을 제시하고 각 혁신전략별로 세부프로그램을 

설계함

  - 제 7차 중장기발전계획의 JUMP-UP 6대 전략과제에 12대 세부전략과제, 22개 실행

과제를 혁신지원사업 10개 세부내용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혁신사업목표인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코어인재 양성:당찬#신밧드” 및 대학 비전인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율혁신 신성대학”을 실현하고자 함

  - 총 5,946백만원(국고 5,946백만원)의 예산투입 계획에 대하여 대학교육의 이해

관계자(교원, 학생, 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및 대학혁신위원회 

심의에 따라 추진 하고자 함

   



- 19 -

1.2. 대학 운영 혁신전략

 □ 대학은 자율혁신 추진을 정량적 관점과 정성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정량적 관점은 예산투입의 재무적 관점 및 프로그램 운영의 

실행적 관점, 정성적 관점은 비재무적인 장기적 관점으로서 ESG경영을 차용하고자 함

   - 대학은 ESG경영을 외부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소통형 네트워크 

지배구조(Governance)로 이해하고 자율혁신 추진의 관점으로 적용하고자 함

 

   - 특히 거버넌스로서 투명경영과 소통형 네트워크를 제시하여 재정운용과 대학   

구조조정에서의 ‘투명성-합리성’, 학사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현을 이루고자 함

   - MZ세대에 대한 이해 기반 학생중심 직업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함

1.3. 영역별 혁신전략

1.3.1. 교육 혁신전략

 □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코어인재(CS : Core + Student)양성:당찬#신밧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장기 6대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5가지 세부내용을 JUMP-UP전략으로 운영

하도록 계획함

  - 당찬#신밧드는 당진의 차세대 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신성대의 이미지를 “당찬”으로 표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드림

(고부가가치)제철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대의 도전, 글로벌, 점프업, 

학생성공, 모험의 이미지를 “신밧드의 모험”으로 표현함

  - SU는 Shinsung University, Student sUccess의 약자로 학생성공중심의 신성     

대학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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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혁신전략에서는 총 5가지 세부내용과 10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함

  : (SU-현장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융합형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SU-혁신교육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역량 강화) 교수역량 향상, 학생 학습 

역량 향상,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발돋움 및 학생만족도 극대화 실시

  : (SU-CS Track 기반 학생 취업역량 강화) 신성코어인재(Shinsung University Core 

+ Student)양성을 위한 트랙을 구성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면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SU-CS Trac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신성코어인재(Shinsung University 

Core + Student)양성을 위해 학생진로 및 학생정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과 재학생유지율을 확보하고자 함

  : (SU-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핵심역량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학생 역량의 정량적 관리를 기반으로 교육강화 및 재학생 유지율 도모 

1.3.1.1 총괄

□ 전인적 현장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 시스템 혁신

     - 교육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기반 현장중심 창의융합 

교육운영, 비교과과정에서 취업 및 창업 역량 지원, 학생 진로 및 정서지원, 

혁신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으로 교육혁신 지속 추진

     - 핵심역량 기반 현장중심 창의융합 교육을 위하여 첨단 및 현장미러형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입학부터 직장적응까지 학생을 지원하는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속 추진



- 21 -

1.3.1.2. 세부내용 1
SU-현장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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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와 요구되는 역량 및 인재상에 대한 변화에 대응 요구 

증가

Ÿ 미래사회 고숙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현장중심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필요

⇲ 교육혁신의 달성 목표

Ÿ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역량 기반 현장중심의 미래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교육품질 관리를 목표로 추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핵심역량 교육과정 교과목 개편 : 100건 운영 목표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개편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활성화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평가 및 환류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 비교과 체제 개편 : 1건 목표

창의융합 비교과 체제 

정립

창의융합 비교과 체제 

개편

창의융합 비교과 체제 

평가 및 환류

 교육품질 관리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 고도화 목표

교육품질관리체계 

개편

교육품질관리체계 

운영

교육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학과별 인력양성목표를 재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서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형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창의융합 교과 

운영

Ÿ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 → →

Ÿ 창의융합 교과목 운영 → → →

Ÿ 창의융합 교과목 평가 및 환류 → → →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 → →

Ÿ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 →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 → →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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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창의융합 교과 

운영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개편 교과목(건) 5 7 10
창의융합 교과목 운영 교육과정 운영(건) 5 7 10

창의융합 교과목 평가 및 

환류

창의융합 교과목 강의평가 

점수 평균(점)
86 88 90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건)
80 90 100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핵심역량 교과목 강의평가 

점수 평균(점)
86 88 90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만족도
73 74 75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물적자원평가위원회 

운영(건)
1 1 1

■ 추진 기대효과

Ÿ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지식정보화사회 대응을 통한 창의융합형인재 양성

Ÿ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대학 중장기 연계성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및 학과 개편 

/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융합교육혁신지수

/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핵심역량기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As is

⇨
To be

Ÿ 창의 융합교육 확대 요구

Ÿ 미래 유망산업 연계 핵심 

역량 발굴 요구

Ÿ 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Ÿ 창의/융복합인재 양성

Ÿ 융합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교육과정개발연구소
Ÿ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및 

교육과정 운영·환류
2

교학처 Ÿ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2
기획처 Ÿ 교육과정 기반 환경개선 지원 2
총무처 Ÿ 교육과정 기반 환경개선 지원 2

추진절차
Ÿ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편 → 교육과정 기반 

환경개선 실시 → 운영 → 구성원만족도 조사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Research-Basic
Ÿ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개발연구소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개발연구소

Research-Good
Ÿ 창의융합 교과목 운영 교학처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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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창의융합교육을 정규교과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비교과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창의융합형인재로 JUMP-UP 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비교과 

운영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 → →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 → →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비교과 

운영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건)
1 1 1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 만족도(점)
85 86 87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 만족도(점)
85 86 87

Research-Up

Ÿ 창의융합 교과목 평가 및 환류 교육과정개발연구소

Ÿ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교육과정개발연구소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총무처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371,270,000 371,27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미래유망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확대

Ÿ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융합형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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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대효과

Ÿ 다양한 비교과 및 교육과정 공유를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

Ÿ 다양한 경험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가능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창의융합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대학 중장기 연계성 산업수요 중심 학과 특성화 전략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개방형 비교과 교육체계 

운영 및 양적 성장에 집중

Ÿ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연계 미흡 

Ÿ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Ÿ 핵심역량기반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의 연계 강화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인원)

교육혁신본부

Ÿ 컨설팅 내용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항목 발굴

Ÿ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실시

2

혁신지원사업단 Ÿ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추진절차
Ÿ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재정립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 구성원만족도 

조사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Research-Basic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교육혁신본부

Research-Good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혁신지원사업단

Research-Up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교육혁신본부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298,000,000 298,0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의 상호 보완성 강화를 통한 교육효과 향상

Ÿ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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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교육품질 관리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신성 코어인재(Core Student) 양성:당찬#신밧드를 목표로 구축된 다양한 교육과정 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 추진일정 및 방법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교육품질 

관리체계 운영 

및 강화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운영 → → →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 →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환경 개선 지원 → → →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 지원 → → →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 → →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조사 운영 및 환류 → → →

Ÿ 대학수요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 → →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교육품질 

관리체계 운영 

및 강화

Ÿ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운영

대학CQI 및 학과 CQI 

시행(건)
31 31 31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대학CQI 체계 개편(건) 개편 운영

고도

화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시설 만족도(점)

73 74 75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 지원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 

만족도(점)

73 74 75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 

만족도(점)

73 74 75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조사 

운영 및 환류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조사 

전체 참여자 수(명)

2,300 2,500 2,700

Ÿ 대학수요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물적자원평가위원회  

운영(건)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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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대효과

Ÿ 신성 코어인재(Core-Student) 양성:당찬#신밧드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교육품질 관리

대학 중장기 연계성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신성 코어인재(Core-Student) 양성:당찬#신밧드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As is

⇨

To be

Ÿ 학과/대학 교육품질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Ÿ 교육서비스 질 관리 요구 증가

Ÿ 수요자 만족도 기반의 

수요밀착형 교육서비스 제공

Ÿ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품질관리 혁신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인원)

기획처
Ÿ 대학 내 교육품질관리체계 점검 및 

대학 CQI 체계 개편 및 운영
Ÿ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

총무처
Ÿ 학과별 집행 실적 검토
Ÿ 만족도결과 및 집행실적 물적자원평가심의

2

추진절차 Ÿ 대학 CQI 실시 → 환경개선 실시 → 구성원만족도 조사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프로그램명 부서

Infra-Basic
Ÿ 교육과정품질관리체계 운영 기획처
Ÿ 교육과정품질관리체계 고도화 기획처

Infra-Good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 지원 기획처

Infra-Up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환경 개선 지원 기획처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기획처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조사 운영 및 환류 기획처

Research-Up
Ÿ 대학수요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총무처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2,587,020,000 2,587,020,000

로드맵



- 28 -

1.3.1.3. 세부내용 2 SU-혁신 교육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 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학생들의 창의 융복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들에게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생애주기 맞춤형 교수  

학습법을 제공

Ÿ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학습역량체계를 재정립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혁신의 달성 목표

Ÿ 학생학습역량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생성공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

Ÿ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시행을 통해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을 추진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교수역량 향상 지원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교육체계 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자, 교수자, 교육환경 등의 상황에 따라 교수학습역량 진단 및 개발, 교수학습 

적용 및 역량 확산, 교수학습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교수학습 기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교수역량 향상 

지원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 70건 목표

혁신교수법 적용 강의 

발굴 및 신설

혁신교수법 적용 강의 

운영 및 공유

혁신교수법 적용 강의 

확대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학습 공동체 운영 : 80건 목표

학생성공 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구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 안착 지원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산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

스마트강의실 구축 : 5건 목표

교수 및 학생 온라인 

수업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조사 및 구축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운영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장비 개선 및 서비스 

강화

기대효과

Ÿ 교육수요자만족도 기반 점검 및 운영 통한 교육품질관리체계 고도화

Ÿ 신성 코어인재(Core-Student) 양성:당찬#신밧드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29 -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개발

Ÿ 교수역량 진단 → → →

Ÿ 교내 교수법 연수 운영 → → →

Ÿ 교외 교수법 연수 참여 지원 → → →

Ÿ 전공역량 강화 연수 → → →

Ÿ 교수법 컨설팅 운영 → → →

 교수학습 적용 

및 역량 확산

Ÿ 교수법 소모임 운영 → → →

Ÿ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 → →

Ÿ 교수학습 연구 대회 → → →

Ÿ 교수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확산 → → →

 교수학습 연구 

및 분석

Ÿ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 → → →

Ÿ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 → →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 → →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혁신교수법 도입을 통한 교원의 교수법 역량 강화

Ÿ 혁신교수법 운영 공유를 통한 수업능력 전문성 향상

Ÿ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강의 안정화 정착

Ÿ 혁신적인 교수학습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상승효과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개발

교수역량 진단 교수역량 진단 시행(건) 2 2 2
교내 교수법 연수 운영 교내 교수법 연수 참여(건) 6 8 8
교외 교수법 연수 참여 

지원
교외 교수법 연수 참여(명) 100 100 100

전공역량 강화 연수
전공역량 강화 연수 

참여(건)
15 15 20

교수법 컨설팅 운영 교수법 컨설팅 운영(건) 7 7 8

 교수학습 적용 

및 역량 확산

교수법 소모임 운영 교수법 소모임 운영(팀) 15 17 20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건)
50 60 70

교수학습 연구 대회 교수학습 연구대회참가(건) 3 3 4
교수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확산
우수사례 발표(횟수) 1 1 1

 교수학습 연구 

및 분석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 

보고서 작성(건)
1 1 1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보고서 작성(건)

1 1 1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보고서 작성(건)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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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교수역량 향상 지원

대학 중장기 연계성

직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

/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효율적인 교육체계 운영 성과를 위한 교수학습 체계 구축

As is

⇨
To be

Ÿ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등

   새로운 교수학습 지속적 요구

Ÿ 교수법 교육효과성 검증 부족

Ÿ 혁신교수법 기반 교수학습 개선

Ÿ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체계 구축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역량 및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3

기획처
내부개선 및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수업환경 개선
2

추진절차 Ÿ 교수 역량 진단 → 역량 개발 지원 → 역량 적용 및 확산 → 연구 및 분석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Research-Basic Ÿ 교수 역량 진단 교수학습개발센터

Research-Good

Ÿ 교내 교수법 연수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교외 교수법 연수 참여 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Ÿ 전공역량 강화 연수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교수법 컨설팅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Research-Up

Ÿ 교수법 소모임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교수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확산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교수학습개발센터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교수학습개발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84,400,000 84,4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강의 안정화 정착 및 교육 효과성 제고

Ÿ 혁신적인 교수학습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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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서 꿈과 적성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역량 강화 기여

Ÿ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가능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Ÿ 공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 → →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과학) → → →
Ÿ 공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 → →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 → →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 → →
Ÿ 학습코칭 운영 → → →
Ÿ 학습법 특강 운영 → → →
Ÿ 공모전 운영 → → →
Ÿ 학습 공동체 운영 → → →

 콘텐츠 개발 및 

운영

Ÿ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 →

Ÿ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구매 → → →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공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사전/사후 진단평가(건) 1 1 1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과학)
사전/사후 진단평가(건) 1 1 1

공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공통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운영(건)
3 4 4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운영(건)
10 11 12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자기주도학습능력 

사전/사후 진단평가 참여율(%)
25 30 35

학습코칭 운영 학습코칭 참여 팀 (수) 25 30 35
학습법 특강 운영 학습법 특강 운영 (건) 10 13 15

공모전 운영 공모전 운영(건) 3 4 4

학습 공동체 운영
학습 공동체 참여 팀(수) 

/ 리더 장학금(건)
70/70 75/75 80/80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구매 및 개발(건)
3 5 5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구매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구매 및 개발(건)
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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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대학 중장기 연계성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창의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체계 구축

As is

⇨
To be

Ÿ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분석 실시

Ÿ 자기주도학습역량 요구 증가

Ÿ 진단평가 기반 기초학습능력 향상

Ÿ 학습공동체 확대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역량 향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2

추진절차
Ÿ 역량 진단 →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 구성원만족도 조사 → 우수 

참여자 시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Basic

Ÿ 공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과학) 교수학습개발센터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교수학습개발센터
Ÿ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구매 교수학습개발센터

Skill-Good

Ÿ 공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학습코칭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학습법 특강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Skill-Up
Ÿ 공모전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Ÿ 학습 공동체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84,400,000 84,4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역량 강화 기여

Ÿ 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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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계열 및 학과, 전공별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원격

수업 기술 지원, LMS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통해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스마트강의실 구축 스마트강의실 구축(건) 3개실 5개실 5개실

멀티학습실 구축 구축(건) - 1 -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구축(건) 1 - -

 원격수업 기술 지원 원격수업 기술 지원 1인 촬영실이용(건) 3 5 10

 LMS 고도화 및 

확대운영
LMS 고도화 및 확대운영

서버 확대, 모바일 버전 

개발(식)
1 1 　-

■ 추진 기대효과

Ÿ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효과 향상

Ÿ 교원들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통한 교수법 향상 기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Ÿ 스마트강의실 구축 → → →

Ÿ 멀티학습실 구축 →

Ÿ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

 원격수업 기술 지원 Ÿ 원격수업 기술 지원 → → →

 LMS 고도화 및 

확대 운영
Ÿ LMS 고도화 및 확대 운영 → →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

대학 중장기 연계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

As is

⇨
To be

Ÿ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요구

Ÿ 원격수업에 대한 기술 지원 요구

Ÿ 스마트강의실 및 멀티학습실 구축
Ÿ LMS 및 원격수업 기술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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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세부내용 3 SU-CS Track 기반 학생 취업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학생의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육혁신의 달성 목표

Ÿ 학생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직무 및 구직 향상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SU-CS Track 

기반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캠프 만족도 95점 이상 목표

직무,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무,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직무,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성 검토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기획처
내부개선 및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수업환경 개선, 공간조정 및 구축
2

교학처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지원 1

교수학습개발센터
1인 촬영실 이용 지원, LMS 서버 증설 및 

모바일 버전 개발
2

추진일정 Ÿ 인프라 강화 실시 → 운영 → 만족도 조사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스마트강의실 구축 기획처

Ÿ 멀티학습실 구축 기획처

Ÿ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교학처

Ÿ 원격수업 기술 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Infra-Up Ÿ LMS 고도화 및 확대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711,600,000 711,6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 향상

Ÿ 교원들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통한 교수법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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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SU-CS Track 기반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도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핵심역량 기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직무체험 운영 → → →

 핵심역량 기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취업 캠프 운영 → → →
Ÿ 취업 주간 행사 운영 → → →
Ÿ 취업 스킬업 특강 운영 → → →
Ÿ 입사서류 및 면접 특강 운영 → → →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 직무역량 강화

Ÿ 취업특화 특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향상 도모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핵심역량 기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무체험 운영 직무체험 활동(건) 8 10 12

 핵심역량 기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캠프 운영 취업캠프 만족도(점) 90 92 95

취업 주간 행사 운영
취업 주간 행사

참여 학생 수(명)
100 110 120

취업 스킬업 특강 운영
취업 스킬업

참여 학생 수(명)
300 320 350

입사서류 및 면접 특강 

운영

입사 서류 및 면접 특강

참여 학생 수(명)
300 320 350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대학 중장기 연계성
4차 산업 관련 현장 중심 

교육 브랜드화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 취업률

추진방향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As is

⇨
To be

Ÿ 단편적, 정례적 취업프로그램 실시

Ÿ 학생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강화 요구

Ÿ 취업 특화 특강 및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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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세부내용 4 SU-CS Trac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학생의 진로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육혁신의 달성 목표

Ÿ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정서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참여율 91.5% 이상 목표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상담만족도 92점 이상 목표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취창업지원센터 직무,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교학처 직무체험 학과 관리 2

추진절차 Ÿ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Good

Ÿ 직무체험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취업 캠프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취업 주간 행사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취업스킬업 특강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입사서류 및 면접 특강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11,200,000 111,2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맞춤형 취업특화 특강 및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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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학생 스스로 전공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진로설정과 취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대학생활 및 학업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진로·적성검사 실시, 진로·적성 컨설팅 실시,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진로검사 및 진단 Ÿ 진로·적성 검사 및 진단 → → →

 진로 개발 지원
Ÿ 진로·적성 컨설팅 → → →

Ÿ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진로검사 및 진단 진로·적성 검사 및 진단
진로·적성 검사 및 진단 

참여율(%)
90 91 91.5

 진로 개발 지원

진로·적성 컨설팅
진로·적성 컨설팅 

참여율(%)
25 25.3 25.5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명)
40 40 40

■ 추진 기대효과

Ÿ 학생 맞춤형 진도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 향상 도모

Ÿ 진로설정,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역량 개발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대학 중장기 연계성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대학생활 및 학업적응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학생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의 
효과성 입증 및 지속성 확보 
요구

Ÿ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를 통해 
진로 설계 및 학업 적응도 지속적 
향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학생상담센터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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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학생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자기이해를 돕고, 학생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음건강 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영위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정서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심리검사 및 진단 Ÿ 새내기 적응역량 검사 및 진단 → → →

 대학생활 

안정지원

Ÿ 새내기 심층상담 운영 → → →

Ÿ 心-근력 프로그램 운영 → → →

Ÿ S-Again 프로그램 운영 → → →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심리검사 및 
진단

새내기 적응역량 검사 및 
진단

새내기 적응역량 검사 및 
진단 참여율(%)

91 91.5 92

 대학생활 
안정지원

새내기 심층상담 운영 새내기 심층상담 참여율(%) 15 15.3 15.5

心-근력 프로그램 운영 상담 만족도(점) 90 91 92

S-Again 프로그램 운영 상담 만족도(점) 90 91 92

추진일정
Ÿ 진로검사 및 진단 → 학생 맞춤형 컨설팅 및 분석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Basic Ÿ 진로·적성 검사 및 진단 학생상담센터

Skill-Good Ÿ 진로·적성 컨설팅 실시 학생상담센터

Skill-Up Ÿ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상담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7,140,000 17,14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학생 맞춤형 진도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 향상 도모

Ÿ 진로 설정,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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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대효과

Ÿ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생만족도 향상 도모

Ÿ 자기이해 및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으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유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SU-CS Track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대학 중장기 연계성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개발 지원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심리적 안정감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학생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정서지원 및 상담지도 지속성 
보장 필요

Ÿ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으로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도 
향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학생상담센터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추진일정
Ÿ 심리검사 및 진단 → 학생 맞춤형 심층상담 및 분석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Basic Ÿ 새내기 적응역량 검사 및 진단 학생상담센터

Skill-Good Ÿ 새내기 심층상담 운영 학생상담센터

Skill-Up
Ÿ 心-근력 프로그램 운영 학생상담센터

Ÿ S-Again 프로그램 운영 학생상담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0,410,000 10,41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력/학생만족도 향상 

도모

Ÿ 자기이해 및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심리적 어려움 극복으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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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세부내용 5 SU-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학생 핵심역량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신설 필요

Ÿ 신성 코어인재(Core Student) 양성 : 당찬#신밧드를 위한 학생 역량의 통합적 관리 필요

⇲ 교육혁신의 달성 목표

Ÿ 학생 핵심역량의 통합적 관리 및 역량 향상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수요 맞춤형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새로운 사회 및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체계를 재정립하고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해 시스템 체계화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학생역량통합 

관리시스템 관리

Ÿ 학생 데이터 베이스 관리 → → →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 →

Ÿ 개별 핵심역량 향상 리포팅 제공 → → →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환류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학생역량통합

   관리시스템 관리

학생 데이터 베이스 관리 등록률(%) 100 100 100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 입력(건) 180 190 200

개별 핵심역량 향상  

리포팅 제공
리포팅 제공률(%) 100 100 100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환류
결과보고 및 환류(건) 1 1 1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수요 맞춤형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학생역량 개별 리포팅 제공 : 100% 목표

학생 DB 구축 및 

비교과 데이터 입력
핵심역량 데이터 관리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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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대효과

Ÿ 핵심역량을 통해 학생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현

Ÿ 학생 전주기 종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체제 확립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수요 맞춤형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대학 중장기 연계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전공교과, 교양교과, 비교과 운영에 따른 학생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정착 및 운영

As is

⇨
To be

Ÿ 학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Ÿ 학생 데이터 베이스 관리 필요

Ÿ 시스템을 통한 학생역량의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Ÿ 학생별 핵심역량에 대한 리포트 

제공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교육혁신본부

학생 명단 등록 및 관리, 비교과 수강 

데이터 입력 및 관리, 학생 개인별 

핵심역량 데이터 제공

2

추진절차 Ÿ 학생 및 비교과 DB 구축 → 시스템 입력 →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학생 데이터 베이스 관리

교육혁신본부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Infra-Good Ÿ 개별 핵심역량 향상 리포트 제공 교육혁신본부
Infra-Up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환류 교육혁신본부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9,800,000 19,8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학생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현

Ÿ 학생 전주기 종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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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역별 혁신전략

1.3.2. 산학협력 혁신전략

 □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코어인재(CS : Core + Student)양성:당찬#신밧드를 실행하기 

위해 중장기 6대 혁신전략과 연계하여 3가지 세부내용을 JUMP-UP전략으로 운영

하도록 계획함

  - 산학협력 혁신전략에서는 총 3가지 세부내용과 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함

  : (SU-산학협력 활성화 및 교육적 연계 교육 운영) ICC(기업협업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테크-페어 운영,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SU-혁신 창업활동 강화) 창업기초 이론 교육 / 창업 자격증 취득 / 역량 확산   

적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업률과 재학생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 (SU-혁신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네트워크 관리 / 취업 및  

입학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산업체에 대한 선제적 취업루트를 확보하고자 함

 □ 기업협업센터 구축 및 인증산업체 관리를 통한 산학연계 혁신

  - ICC(기업협업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리 강화

  - 협력산업체 인증 및 연계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회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취업업체 확보 및 기업연계 교육지원 강화

1.3.2.1.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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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세부내용 1 SU-산학협력 활성화 및 연계교육 강화 핵심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산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Ÿ 학생의 창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 마련 필요

Ÿ 전공직무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고도화 및 확산 필요

⇲ 산학혁신의 달성 목표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체계 고도화 도모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산학공동 교육과정 : 1건 편성 목표

ICC(기업협업센터) 구축 산학협력체계 강화 산학협력체계 고도화

산학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전공직무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 개발 및 고도화 목표

현장실습지원체계 

고도화

표준형 현장실습 

확대운영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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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ICC(기업협업센터)를 구축하여 산관학 교류 혁신 달성 및 효과적인 산업체 관리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Ÿ ICC 기반 마련 및 구축 → → →

Ÿ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운영(학과별 산학협력 DAY운영) → → →

Ÿ 지역사회 중소강소기업 테크-페어 운영 → → →

 산학공동 

프로그램 운영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 → → →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 → →

Ÿ 캡스톤 디자인 운영 → → →

Ÿ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 → →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ICC(기업협업센터) 구축으로 인한 효과적인 가족회사 운영 및 관리 강화

Ÿ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산업체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학생 직무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취업률 제고

Ÿ 캡스톤 디자인 교육운영을 통한 외부 공유확산 필요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ICC 기반 마련 및 구축 ICC 구축(건) 1 1 1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운영(학과별 산학협력 

DAY운영)

학과별 산학협력 DAY 

운영(건)
26 26 26

지역사회 중소강소기업 

테크-페어 운영

지역사회 중소강소기업 

테크-페어 운영(건)
1 1 1

 산학공동 

프로그램 운영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건)
1 1 1

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과(수)
8 8 8

캡스톤 디자인 운영 캡스톤 디자인 운영(건) 15 16 17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비교과 운영 만족도(점) 85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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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대학중장기연계성

산학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고도화 /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성과지표 산학연계혁신지수

추진방향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ICC 구축 및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제한적 수요 반영

Ÿ 협력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Ÿ 제한적 업무 협약

Ÿ 다양한 요구수렴 체계 구축

Ÿ ICC (기업협업센터) 구축

Ÿ 권역 초월 업무협약 추진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산학협력단
협약체결, 학과별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2

추진절차 Ÿ ICC 구축 → 산학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ICC 기반 마련 및 구축 산학협력단
Ÿ 지역사회 중소강소기업 테크-페어 운영 산학협력단

Infra-Good Ÿ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운영(학과별 산학협력 DAY운영) 산학협력단
Research-Basic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단

Research-Good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단
Ÿ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산학협력단
Ÿ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산학협력단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295,800,000 295,8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ICC(기업협업센터) 구축으로 인한 효과적인 가족회사 운영 및 산학협력 관리 

강화

Ÿ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산업체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학생 직무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취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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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산학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산학연계 전공직무별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산학연계체계 강화

■ 추진일정 및 방법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현장실습 

지원체계 고도화

공동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공동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건)
1 1 1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사례공유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건)
2 3 4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강화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참여 학과(건) 10 11 12

현장실습 경진대회 

운영(우수사례 발표회)

현장실습 경진대회 참여 

학생 수(명)
50 70 90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운영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참여 학생 수(명)
250 270 290

■ 추진 기대효과

Ÿ 표준형 현장실습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현장실습 관리 강화 도모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현장실습 

지원체계 고도화

Ÿ 공동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 → →

Ÿ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사례공유 → → →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강화

Ÿ 현장실습 운영 → → →

Ÿ 현장실습 경진대회 운영(우수사례 발표회) → → →

Ÿ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운영 → → →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산학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대학 중장기 연계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4차 

산업 관련 현장 중심 교육 

브랜드화

성과지표 산학연계혁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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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세부내용 2 SU-혁신 창업활동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창업 프로그램의 유형화 및 단계별 체계적 프로그램 구축 필요

Ÿ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산학혁신의 달성 목표

Ÿ 학생 창업역량 향상 및 창업률 제고

추진방향

효과적인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강화 도모

As is

⇨
To be

Ÿ 표준형 현장실습 제도 체계화 필요

Ÿ 현장실습 우수사례 공유 요구 

Ÿ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적용

Ÿ 우수사례 발표회 운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현장실습지원센터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운영 2

추진절차 Ÿ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 운영 → 경진대회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공동 표준형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현장실습지원센터

Infra-Good
Ÿ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사례공유 현장실습지원센터

Ÿ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지원센터

Infra-Up
Ÿ 현장실습 경진대회 운영(우수사례 발표회) 현장실습지원센터

Ÿ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운영 현장실습지원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34,600,000 134,6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표준형 현장실습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 및 효과 향상

Ÿ 현장실습 우수사례 및 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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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SU-創UP 성공 

Package

창업 프로그램 만족도 : 95점 이상 목표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창업 기초 역량 

프로그램 진행

창업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및 DB 구축

 창업 역량 확산 

프로그램 적용  

특허 지원 건수 : 5건 이상 목표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동아리 대상 

시제품 경진대회 진행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특허 및 제품개발 지원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SU-創UP 성공 Package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청년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교내

창업분위기 확산 및 창업 기초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창업역량 고도화

Ÿ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 → →

Ÿ 창업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Ÿ 리더십 트레이닝 → →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창업지원역량강화(교직원 연수) → → →

 창업 자격증 취득 Ÿ 트리즈 과정 운영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창업역량 고도화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창업심화프로그램

만족도(점)
90 92 95

창업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심화기초프로그램

만족도(점)
90 92 95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창업캠프

만족도(점)
90 92 95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역량강화

(교직원 연수)

창업/리더십관련연수

참여교직원(수)
3 4 5

 창업 자격증 취득 트리즈 과정 운영 트리즈 과정 참여학생(수) 5 6 7

■ 추진 기대효과

Ÿ 창업 프로그램 강화로 대학 내 창업 분위기 고조

Ÿ 창업역량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 창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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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창업 역량 확산 프로그램 적용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창업동아리를 통한 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창업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이를 통한 21세기 소비시장에 맞는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함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SU-創UP 성공 Package

대학중장기연계성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기여 /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성과지표 산학연계혁신지수

추진방향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창업 기초 역량 향상 도모

As is

⇨
To be

Ÿ 창업 지원프로그램 부족

Ÿ 창업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정교화 필요

Ÿ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Ÿ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확립 및 고도화 추진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취창업지원센터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고도화 2

추진절차 Ÿ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취창업지원센터

Skill-Good
Ÿ 창업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리더십 트레이닝 취창업지원센터

Research-Good Ÿ 창업지원역량강화(교직원 연수) 취창업지원센터

Infra-Up Ÿ 트리즈 과정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33,430,000 33,43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창업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로 대학 내 창업 분위기 고조

Ÿ 창업역량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 창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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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창업동아리 지원

Ÿ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 → →
Ÿ 창업동아리 교내 경진대회 운영 → → →
Ÿ 창업동아리 교외 경진대회 참여 → → →
Ÿ 특허 및 제품 개발 지원 → → →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창업동아리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청년창업가 육성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창업활동지원 동아리(수) 5 6 7

창업동아리 교내 경진대회 

운영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건) 1 1 1

창업동아리 교외 경진대회 

참여

창업동아리 

경진대회개최/참여 (건) 3 4 4

특허 및 제품 개발 지원 특허 및 제품 개발 지원(건) 5 5 5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창업역량 확산 프로그램 적용 

대학 중장기 연계성

산학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고도화 

/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성과지표 산학연계혁신지수

추진방향

창업역량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창업동아리 지원 지속성 요구

Ÿ 창업 분위기 확산 요구 증가

Ÿ 창업동아리 지원 강화 및 확대 운영 

Ÿ 대내외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창업 분위기 확산 및 경쟁력 향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취창업지원센터 창업동아리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

산학협력단 경진대회 결과 확인 및 별도 심사 후 특허 출원 2

추진절차
Ÿ 창업 동아리 구성 → 창업 경진대회 진행 → 우수 시제품에 특허 및 

제품개발 지원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취창업지원센터

Infra-Good
Ÿ 창업동아리 교내 경진대회 운영 취창업지원센터

Ÿ 창업동아리 교외 경진대회 참여 취창업지원센터

Infra-Up Ÿ 특허 및 제품개발 지원 산학협력단



- 51 -

1.3.2.4. 세부내용 3 SU-혁신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및 교육 연계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관리 강화 정책 추진 필요

Ÿ 지역사회 요구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필요

⇲ 산학혁신의 달성 목표

Ÿ 산업체 네트워크 관리 체계 강화

Ÿ 산관학 교류확대를 통한 취업연계 및 성인학습자 입학관리 강화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지원 : 3건 이상

협력산업체 인증 및 

DB 구축 관리

산학연계 공동 

프로젝트 확대운영
평가 및 환류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협력산업체 발굴 및 교류강화를 통한 취업업체 확보 및 급속도로 변해가는 산업 

시장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직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38,500,000 38,5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창업동아리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및 청년창업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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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협력산업체 연계 

체계 강화

Ÿ 협력산업체 인증 및 DB 구축 관리 → → →

Ÿ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진행 → → →

Ÿ 협력산업체 DB 운영 평가 및 환류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협력산업체 연계 

체계 강화

협력산업체 인증 및 DB 

구축 관리
협력산업체 협력 체결(건) 52 52 52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진행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운영(건)
3 3 3

협력산업체 DB 운영 

평가 및 환류

협력산업체 DB 운영 

결과보고 및 환류(건)
1 1 1

■ 추진 기대효과

Ÿ 협력산업체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취업업체 확보 및 산업체 요구 역량 강화

Ÿ 협력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향상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명 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대학 중장기 연계성
산학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고도화
성과지표 산혁연계혁신지수

추진개요

협력산업체와 연계한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협력산업체 DB 구축 

Ÿ 공유, 협업 체계 강화 요구

Ÿ 협력산업체 DB 운영 및 관리

Ÿ 공유 협력 체계 단계적 고도화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등급제 운영 및 우수기업 선정 

지원
2

추진절차
Ÿ 협력업체 선정 → 협력업체 MOU체결 → 협력업체와의 공동프로젝트 진행 

→ 협력업체 DB관리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협력산업체 인증 및 DB 구축 관리 산학협력단

Infra-Good Ÿ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단

Infra-Up Ÿ 협력산업체 DB 운영 평가 및 환류 산학협력단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56,600,000 5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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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역별 혁신전략

1.3.3. 기타 혁신전략

 □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코어인재(CS : Core + Student)양성:당찬#신밧드를 실행하

기 위해서 중장기 6대 혁신전략과 연계하여 2가지 세부내용을 JUMP-UP전략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함

  - 기타혁신전략에서는 총 2가지 세부내용과 7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함

  : (SU-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환원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내 대학 브랜드 홍보효과와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함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 지역사회 고등학교와 연계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AI융합교육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 참여 및 신성캠퍼스 운영을 통해 메타버스 교육환경 제공

  : (SU-대학 혁신 글로벌 역량 구축 및 운영)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 타 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 기존 국외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강화, 국외     

대학 및 산업체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 글로벌 어학연수 및 해외 전공연수 운영,     

경진대회 발굴 및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함

1.3.3.1. 총괄

 □ 글로벌 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글로벌화 시스템 혁신

  - 지역사회 연계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운영을 통하여 전공과 연계된 기회제공으로 

학생 취업역량을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재로써 거듭나게 함

로드맵

기대효과
Ÿ 협력산업체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취업업체확보 및 산업체 요구 역량 강화

Ÿ 협력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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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화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글로벌 인재 역량강화 해외 어학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서 글로벌 취업기회 증대, 글로벌화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습 지원으로 지속성 추진

  -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한국정착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 및 유치를 확대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글로벌 협력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1.3.3.2. 세부내용 1 SU-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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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Ÿ 지역사회내의 재학생 충원율의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환원활동 필요

Ÿ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등교육과정의 대응 수요 방안 마련

Ÿ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체계 운영 및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 기타혁신의 달성 목표

Ÿ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홍보효과로 지역사회 내 재학생 충원율 증진 및 지역사회 고등교육과정의 

대응 프로그램 구축 

나.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강화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 프로그램 및 환원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전공역량 강화 및 봉사정신이 함양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Ÿ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 → →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환류 → → →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Ÿ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Ÿ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 → →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5회 목표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확대

 지역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 7건 목표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동행교육과정 일부 학과 

운영
성과 평가 실시 및 환류

 AI융합교육인재양성

을 위한 메타버스 플

랫폼 구축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 3건 목표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평가 및 환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

코로나19 방역체계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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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업무협약(건) 3 3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건) - 1 1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건)
5 5 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환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건)
1 1 1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건) 6 7 8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워크숍 운영(건) 5 6 7

■ 추진 기대효과

Ÿ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인식 제고 

Ÿ 지역사회 내 재학생 충원율 증진을 위한 홍보 효과 기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강화

대학 중장기 연계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성과지표
지역사회기여·ESG성과

지수

추진방향

지역사회 연계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As is

⇨
To be

Ÿ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강화 요구

Ÿ 지속적 발전 모델 제시 필요

Ÿ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체계의 

단계적 고도화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대외협력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및 

프로그램 운영
2

기획처 지역사회와 연계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

교육혁신본부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운영 및 지원
1

추진일정 Ÿ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팀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기획처

Infra-Good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팀

Ÿ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원

Ÿ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교육혁신본부

Infra-Up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환류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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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지역 내 고교와 연계 교육과정을 구축 및 운영하여, 지역 내 고교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운영

Ÿ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 → →

Ÿ 동행교육과정 일부 학과 운영 → → →

Ÿ 성과 평가 실시 및 환류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운영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건) 5 6 7

동행교육과정 일부 학과 운영 동행교육과정 운영(건) 10 11 12

성과 평가 실시 및 환류 성과 평가 및 환류 회의(건) 5 6 7

■ 추진 기대효과

Ÿ 지역 내의 고교와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및 고등교육 수요 대응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38,950,000 38,95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환원활동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인식 향상 

Ÿ 지역사회 내 재학생 충원율 증진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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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AI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지역 내외의 여러 대학교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 협약 체결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AI융합교육인재 양성을 도모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Ÿ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

Ÿ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 → →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대학 중장기 연계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대학혁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성과지표

지역사회기여·ESG성과

지수

추진방향

지역 내 고교 연계 교육과정 구축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As is

⇨
To be

Ÿ 지역 내 고교와 연계교육 수요
Ÿ 지역 내 고교와 동행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입학홍보처 지역 내 고교 연계 동행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2

추진일정 Ÿ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Research-Basic Ÿ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입학홍보처

Research-Good Ÿ 동행교육과정 일부 학과 운영 입학홍보처

Research-Up Ÿ 성과 평가 실시 및 환류 입학홍보처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8,300,000 8,3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지역 내외의 고교와의 연계교육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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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Metaversity 플랫폼 구축(건) 1 - -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과정(수)
1 2 3

■ 추진 기대효과

Ÿ 지역 내외의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Ÿ 메타버스 기반의 캠퍼스 운영을 통한 AI융합교육인재 양성 기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AI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대학 중장기 연계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AI융합교육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s is

⇨
To be

Ÿ Metaversity 컨소시엄 참여
Ÿ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을 

통한 AI융합교육인재 양성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혁신지원사업단
컨소시엄 관련 행정업무, 연관 부서와 

협의 후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2

추진일정 Ÿ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혁신지원사업단

Infra-Good Ÿ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혁신지원사업단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20,000,000 20,0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지역 내외의 학교 간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Ÿ 메타버스 기반의 캠퍼스 운영을 통한 AI융합교육인재 양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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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등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하기 위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Ÿ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매(건)

1 1 -

■ 추진 기대효과

Ÿ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체계 운영 및 예방

Ÿ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학 중장기 연계성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As is

⇨
To be

Ÿ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방역활동 필요

Ÿ 교내 보건·위생관리 강화

Ÿ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교학처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매 및 방역체계 운영 2

추진일정 Ÿ 방역물품 수요조사 → 방역물품 구매 및 필요장소 비치 → 관리운영 및 보수

프
로
그
램

진단 프로그램명 부서

Infra-Good Ÿ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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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세부내용 2 SU-대학 혁신 글로벌 역량 구축 및 운영 핵심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Ÿ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 및 직무중심의 협력교육과정 운영 필요

Ÿ 글로벌 유입 인구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정착프로그램 진행 필요

⇲ 기타혁신의 달성 목표

Ÿ 대학 글로벌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화 시스템 체계를 구축

Ÿ 자매대학과 해외산업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 충원율 증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국외 대학교 및 산업체 협약 : 1건 목표

신성대학교 글로벌화 

전략 수립

신성대학교 브랜드 

디자인 기획 및 심의

국외 대학교·산업체 

발굴 및 협약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글로벌 경진대회 참가 : 1회 목표

글로벌 경진대회 발굴 글로벌 경진대회 참여 성과공유회 실시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 5회 목표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기획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 실시

나. 추진계획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30,000,000 30,0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코로나19 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Ÿ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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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 및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하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Ÿ 타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 → → →

Ÿ 기존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강화 → → →

Ÿ 국외 대학 및 산업체 발굴 → → →

Ÿ 국외대학·산업체 신규 MOU체결 및 성과공유회 실시 → → →

■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타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

타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건)

1 1 1

기존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강화

기존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 
공동운영 프로그램(건)

1 1 1

국외 대학 및 산업체 발굴 국외대학 및 산업체 방문(건) 2 2 2

국외대학·산업체신규MOU
체결 및 성과공유회 실시

국외대학 및 산업체 
MOU협약 체결(건)

1 1 1

■ 추진 기대효과

Ÿ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대학 및 산업체 MOU 체결

Ÿ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대학의 체제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도모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대학 중장기 연계성 유학생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 성과지표
산학연계혁신지수 

/지역사회기여·ESG
성과지수

추진방향

국제사회에 발맞춰 신성대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수립 및 교류 강화

As is

⇨
To be

Ÿ 대학 글로벌화 수준 점검

Ÿ 국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요구

Ÿ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화 방향 모색

Ÿ 국외 기관과의 협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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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다양한 해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및 취업지원

Ÿ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 → →

Ÿ 해외 전공연수 운영 → → →

Ÿ 글로벌화 경진대회 발굴 및 운영 → → →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 → →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국제교류센터 기존 및 신규 국외대학·산업체 협약 체결 및 관리 2

추진일정 Ÿ 타 대학 벤치마킹 → 기존 및 신규 국외대학·산업체 협약 체결 → 평가 및 환류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Infra-Basic
Ÿ 타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 국제교류센터

Ÿ 기존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강화 국제교류센터

Infra-Good Ÿ 국외 대학 및 산업체 발굴 국제교류센터

Infra-Up Ÿ 국외대학·산업체신규 MOU 체결 및 성과공유회 실시 국제교류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86,000,000 86,0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대학 및 산업체 MOU 체결

Ÿ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 개선 및 글로벌 대학으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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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실적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및 취업지원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건) 2 2 2

해외 전공연수 운영 해외 전공연수 운영(건) 1 1 1

글로벌화 경진대회 발굴 

및 운영
토익스피킹대회 운영(건) 1 1 1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건)
1 1 1

■ 추진 기대효과

Ÿ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외 취업 경쟁력 강화  

Ÿ 공동 프로젝트의 발전 단계로 글로벌 경진대회 참여 및 성과 기대

(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대학 중장기 연계성
4차 산업 관련 현장 중심 

교육 브랜드 화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국·내외 취업역량 강화

As is

⇨
To be

Ÿ 코로나 19에 따른 해외 연수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미운영

Ÿ 대학 간 공동프로젝트 운영 필요

Ÿ 단계별 거리두기 완화와 연계 

하여 해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Ÿ 글로벌 공동 경진대회 발굴 및 참여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국제교류센터 해외 연수 및 경진대회 운영 2

추진일정 Ÿ 해외 연수 운영 → 글로벌 경진대회 발굴 및 참여 → 성과공유회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Good

Ÿ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국제교류센터

Ÿ 해외 전공연수 운영 국제교류센터

Ÿ 글로벌화 경진대회 발굴 및 참여 국제교류센터

Skill-Up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국제교류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09,080,000 109,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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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명 :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1) 3개년 추진계획(’22~’24년)

■ 개요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및 학위취득 지원을 통해 교육만족도 향상을 도모

■ 추진일정 및 방법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22년 23년 24년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Ÿ 유학생 비기너 프로그램 운영 → → →

Ÿ 유학생 적응프로그램 운영 → → →

Ÿ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 → →

■ 목표 실적

■ 추진 기대효과

Ÿ 재학생과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확대

Ÿ 국외 교류 협약 대학 및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프로세스 확립

로드맵

기대효과
Ÿ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외 취업 경쟁력 강화 

Ÿ 공동 프로젝트의 발전 단계로 글로벌 경진대회 참여 및 성과 기대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적
목표 실적

22년 23년 24년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유학생 비기너 프로그램 

운영

특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건)
1 2 2

유학생 적응프로그램 운영 진로상담(건) 4 4 4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5 5 5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건(수)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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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세부과제명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대학 중장기 연계성 유학생 확보를 위한 수익 증대 성과지표 CS학생성공지수

추진방향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및 학위 취득 과정 지원

As is

⇨
To be

Ÿ 유학생 교육지원 수요 증가
Ÿ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학생 

유치 요구 

Ÿ 유학생 전공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만족도 향상 및 지원강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체계

조직명 업무내용 비고 (인원)

국제교류센터
유학생 대상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전공 

기초 멘토링 운영
2

추진일정 Ÿ 해외 연수 운영 → 글로벌 경진대회 발굴 및 참여 → 성과공유회

프

로

그

램

진단 세부 추진 방향 부서

Skill-Basic
Ÿ 유학생 비기너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센터

Ÿ 유학생 적응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센터

Skill-Good Ÿ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센터

Skill-Up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국제교류센터

재원 (원)
교비 혁신사업비 계

- 12,000,000 12,000,000

로드맵

기대효과
Ÿ 외국인 유학생 교육 만족도 상승

Ÿ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학위취득 유학생 유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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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증빙자료 p.47~p.49 참조)

1.4.1. 대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계획

 □ 대학은 대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규범을 「신성대학교 윤리 규정」으로 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규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원칙과 기준을 대학 구성원 전체에 제시함

<신성대학교 윤리규정 주요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가치체계

제3조(규정 준수의무) 학교법인정관 및 대학의 제반 규정 준수 원칙

제4조(차별대우 금지)
교육, 연구 및 직무수행에서 지연‧혈연‧학연‧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아니함
공정성

제5조(연구 부정행위 금지)
연구수행 관련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금지, 타인에게 관련 행위 제안‧강요‧협박 금지
투명성

제6조(청렴의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금지
공공성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교직원 이사 부당개입 금지, 인사 관련 인사청탁 금지 공공성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

본인 수행직무 관련 이해관계 성립 시 참여 및 의사결정 회피

연말정산, 이사현황, 가족장학사항 등 학사수행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직무에서 당연제척

회피‧제척 시 자진신고, 직무배제 결정 기준 명시

공정성

투명성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제3자 이익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공공성

제13조(금품수수의 제한)
사회통념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공공성

제14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공공성

제15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교육, 연구, 유형적 재산, 무형적 재산(직무발명 결과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등)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 용도의 사용‧수익 금지

공정성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관련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 

관계법령 및 대학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공정성

투명성
제1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학사운영 관련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정확하게 기록‧
보고, 정보 조작 및 멸실 금지

투명성

제18조(정보 누설 금지) 직무수행 관련 취득 정보 사전 허가‧승인 없이 누설 금지 공공성

제19조(정보의 공개)

경영 투명성 확보, 대외관계 신뢰성 구축을 위해 외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

하게 응하여야 함

투명성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의 관련법령, 회계원칙에 따른 

정확하고 투명한 기재‧관리
투명성

제22조(폭력행위 금지) 유형‧무형을 막론하는 일체의 폭력행위 금지 공공성

제23조(성폭행 금지)
대학 구성원 간 성폭행, 기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

하는 행위 금지
공공성

제24조(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의무)

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강의의 내실 제고, 성적평가의 공정성 

유지, 기타 학사관련 규정 준수
공공성

제26조(연구 기본의무) 교원의 지속적 연구 활동 참여, 지적 정직성 유지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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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 각종 규정의 제정‧개폐, 학과구조  

조정, 각종 학사제도 운영, 대학의 물적 자원 사용 등 다양한 대학 운영사항을 

사전 대학구성원에게 의견을 묻고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주요 학사운영 관련 의견 수렴 절차>

 □ 대학은 매년 대학교육서비스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❶대학 교육서비스(교육과정 등)의 효과 ❷학사지원체제 ❸교육환경 ❹
취‧창업지원 서비스 ❺산학협력 정도 ❻대학이미지 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 운영에 반영함

※ 이해관계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조 항 주요 내용 가치체계

제28조(연구비 관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사용 투명성
제29조(생명윤리존중의무) 연구사업 수행 시 생명윤리 존중 공공성
제30조(피연구자의 권리

보호의무)
연구사업 수행 시 피연구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노력 공공성

제31조(연구업적 평가자

로서의 의무)
타인의 연구업적 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정히 수행 공정성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
공공성

규정 / 조항 의견 수렴 절차 내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Ÿ (제7조 2항)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 조직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Ÿ (제8조 2항)발전계획 전략과제와 세부추진전략은 대학 조직별로 작성

Ÿ (제10조 2항)발전계획의 수정‧폐기는 대학구성원에 사유를 공지, 의견수렴 거친 후 대학

구성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Ÿ (제3조의2 5항)학과는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과별 전공과 교양에 연계할 핵심역량을 

수립함

Ÿ (제6조 1항)교과는 학생과 산업체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개설함

Ÿ (제8조)교육과정 편성기준, 효과적인 운영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Ÿ (제14조 2항)교육과정운영평가는 전공관련 산업체 전문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개편

회의로 시행함

Ÿ (제15 1항)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을 확정함

각종 규정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Ÿ (제6조의2)규정심의 전 종합된 입안을 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고(7일 이상), 대학 구성원은 

해당 기간 내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은 규정개정시 반영하도록 함

Ÿ (제6조의3)사전공지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총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개정안은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에게 공지‧공포함

계열(과) 및 전공 

구조조정 규정

Ÿ (제4조 1항)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는 1회에 한하여 구조조정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과가 수립한 자구노력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 유예가 인정됨

Ÿ (제8조 5항)구조조정 대상학과 교원이 타 학과로 그 소속을 전환하는 경우 소속 전환 대상

학과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모듈형 학기제 운영 

규정 및 집중이수제 

운영 규정

Ÿ 새로운 형태의 학기제 운영에 관하여 각 운영규정 제4조(운영방법)에 학기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특히 수강신청 전 강의계획서 등에 해당 수업이 

새로운 형태의 학기제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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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운영,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학사

제도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감사, 이해관계자 중심 통합 성과관리, 

대학CQI 등 다각적인 관점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1.4.2.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 대학은 대학 설립이념인 ❶홍익인간의 정신구현, 교훈인 ❷봉사, 교육목표인 ❸ 인성 

및 봉사교육, 인재상인 ❹교양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실천해왔음

 □ 특히 대학 설립정신에 따라 2000년 초 “신성대학교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03년 마산 태풍피해복구, ‛07년 태안 기름유출 방제 봉사활동 등 국가적 재난 피해 

복구부터 농기계 수리, 손 마사지 및 미용시술 등 인근 소외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춰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왔음

<신성대학교 사회봉사단 주요 봉사활동>

 □ 또한 대학은 ‛20년 12월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과 3자간 

유능한 보건인력을 지방의료원에 취업시키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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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충남도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매학기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며, 공공간호사제에 따른 간호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지역 의료권에 4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협약하는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 현안에 대한   

지자체-지역의료기관-대학 간의 협력 솔루션 모델임

<충남형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 관련>

 □ 대학과 당진시(대학 소재 지자체)는 ‛20년 3월 ❶사회‧경제‧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상호 협력 ❷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정보 공유‧활용 

❸당진시 인구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시책 발굴 및 공동연구 ❹지역생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내용으로 지역사회발전 책임 이행을 업무 협약함

 □ 이러한 기조에서 대학과 당진시는 ‛20년 4월 지역대표 에너지산업체 인사를 초청하여 

‘에너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학에 당진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지역산업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

 □ 나아가 당진시의 농업 관련 6차 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대학의   

6차 산업지원연구소가 수행하면서 ‛20년 10월 당진시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충청남도 및 당진시의 6차 산업 공모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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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당진시 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에너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당진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신성대학교 6차 산업지원연구소 사업협력 실적>

년 / 월 협력 내용 비 고
21년 1월 당진시 3농 혁신 지역혁신 특화사업 제품 브랜드화, 신제품 개발 등 기술지도 대호한과

21년 4월 당진시 3농 혁신 지역혁신 특화사업 곡물을 활용한 수제비누 제품 공동개발
온헬쓰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

21년 5월 당진시 3농 혁신 지역혁신 특화사업 로고 및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솔메

21년 5월
충남도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기업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안흥식품
충남도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애로기술해소, 경영시스템 개선 컨설팅

21년 7월
2021 충청남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선정, 감태, 굴, 다시마 초음파 

추출물을 이용한 LOHAS 건강식품 제조 기술지도
황토건강원

21년 8월
충남도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특허 

출원지원

서천해초김

주식회사
22년 3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당진시 정미면
22년 5월 당진시 3농 혁신 지역혁신 특화사업 제품 브랜드화 등 기술지도 보나전통식품

 □ 대학은 최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❶당진시와의 

지역네트워크 강화 ❷지역특화분야 공동선정 및 관련 지역인재 양성 ❸지역현안 

공동 발굴 및 솔루션 제공 등을 업무협약하고, 당진시와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과 교육과정 설계, 재직자‧신중년 재교육‧재취업 프로그램 개설, 지역

친화형 오픈 공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지역사회 연계, 사회‧
공동체와의 상생의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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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신성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협약>

업무협약식 업무협약서

 □ 대학은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연계를 통해 대학 운영 

전반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역할을 찾기 위해 ❶대학 교육서비스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❷관련성과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연계되는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을 운영하고자 함

대학 교육서비스의 성과 파악 체계(모델 예시)

지역사회 이해 기반 성과 정립 체계(모델 예시)

1.4.3. 대학 간 공유ㆍ협력 계획

 □ 대학은 ‛22년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간 고등직업교육분야 메타

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협약에 전국 55개 전문대학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하였으며,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캠퍼스 운영을 통한 AI융합교육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나아가 ❶고등직업교육분야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❷고등직업교육분야 실감형 콘텐츠 공동제작 등의 사업에 참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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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분야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협약>

 □ 대학은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충청·강원권 전문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해

결책을 발굴 및 제시하고자 ESG경영 아이디어 구상, 지속 가능한 ESG경영 관련 

폭넓은 인식의 확대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충청·강원권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캠프』를 실시하고 충청·강원권 협의회와 혁신지원사업단 공동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대학은 ‛21년부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D.S.C.) 간 광역 거버넌스에 

기반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DSC혁신사업은 

전통제조기반 산업체의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혁신 지원 등 지역-대학(일반/전문

대학)-지역산업체 간 지역 혁신플랫폼임

 □ 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을 통하여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지역산업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구상‧운영, 연구 ‣현장실무 연계 교육, 지역‧광역 클러스터 

연계 공동 교육과정 설계 등으로 대학 간 연계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지역 대학 간 공유사업 추진도>



- 74 -

2. 재정 투자계획                                       (증빙자료 p.50~p.59 참조)

2.1. 대학 재정 투자전략

 □ 재정투자 현황분석

  - 대학 중장기 발전 전략은 기존 전략 체계도에서 전략 실행을 위한 내부구성원 

관점의 추진역량인 3가지 ①소통(Communication) ②창의(Creative), ③변화

(Change)를 연계하여 JUMP-UP 6대 혁신 전략과제를 재구성함

  - 학생정원 감축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최근 재학생 수가 급감하였으나,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입학자원을 확보하여 연도별 재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2021년 3,243명, 2022년 2,897명, 2023년 약 

2,890명, 2024년 약 2,920명, 2025년 약 2,950명)이며, 이에 따른 대학의 부족한 

예산에 대응하고자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더불어 모집정원의 감소에 대응하고자 대학 입학 

정원 충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학과구조조정, 모집유보 정원제 활용,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 지역수요 맞춤형 성인전담학과 개설 등  

학사구조 개편 및 특성화 전략을 설계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학생 충원율 추이 분석 현황 】

구 분
현황 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학령인구 476,259명 472,535명 439,046명 430,385명 449,539명

편제정원 3,340명 3,122명 3,043명 3,073명 3,073명 
모집정지 
인원 반영

학부 정원 내 
모집 인원

1,218명 1,278명 1,065명 1,065명 1,065명
적정규모화

반영당해연도
입학 예정인원

1,028명 892명 958명 958명 958명

당해연도 재학생 수
(4월 1일자 기준)

3,243명 2,897명 2,890명 2,920명 2,950명

신입생 충원율 84.4% 69.8% 90.0% 90.0% 90.0%

재학생 충원율 97.1% 92.8% 95.0% 95.0% 96,0%

  -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에 대한    

이슈와 장학금, 전출금 등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증대  

방안이 요구됨

  - 안정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성인학습자, 유학생 확보 등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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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 산학협력 기타 사업관리 
및 운영 비율

‘22
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4,295 559 304 788 14.9%

창의융합형공학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금 89 2 - 59 0.4%
지자체 10 　- - - 0.0%
자체재원 20 　- - - 0.0%

일학습병행사업
지원금 3 6 12 142 0.4%
자체재원 - - - 18 0.0%

자체재원(교비회계) 15,301 1,120 989 16,303 84.2%
‘22년 소계 19,718 1,687 1,305 17,310 100%

‘23
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51 530 179 540 9.9%

창의융합형공학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금 89 2 -　 59 0.4%
지자체 10 - - - 0.0%
자체재원 20 - - - 0.1%

일학습병행사업
지원금 3 6 12 142 0.4%
자체재원 　 　 　 18 0.0%

자체재원(교비회계) 15,062 1,111 982 16,050 89.1%
‘23년 소계 17,635 1,649 1,173 16,809 100%

‘24
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24 545 181 550 10.2%

창의융합형공학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금 89 2 - 59 0.4%
지자체 10 - - - 0.0%
자체재원 20 - - - 0.1%

일학습병행사업
지원금 3 6 12 142 0.5%
자체재원 - - - 18 0.0%

자체재원(교비회계) 14,411 1,051 976 15,700 88.8%
‘24년 소계 16,957 1,604 1,169 16,469 100%

‘22~’24년 합계 54,310 4,940 3,647 50,588

 

 - 대학은 투자의 확대와 입학정원 감소로 인하여 등록금 수입은 2021년 대비    

2022년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2023년부터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구조조정 강화 및 사업영역의 확대와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생 증가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안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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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및 투자 우선순위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6대 혁신 전략과제 및 22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실행과제별 추진부서 설정 및 KPI를 관련부서에 연계하였음

  - 대학 중장기 발전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재정 투자 연계성 검토는 중장기 

6대 전략과제 달성에 적합한 요소인가, 중장기 KPI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 

하는가, 사업추진성과 및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성 유무 등을 우선 검토함

  - 부서는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기획처는 주기적으로 

KPI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대학자체평가, 수요자만족도 및 성과지표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 및 평가 환류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함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3대 혁신전략 중 교육혁신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품질관리’, ‘전략실행을 위한  

역량강화’, ‘대학교육 브랜드화’에 50.3%를 투자하였으며, 산학혁신분야에 

4.0%, 기타혁신분야에 45.7%를 투자함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재정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영
역

6대 혁신전략
2022 2023 2024 합계

비고
교비 혁신 교비 혁신 교비 혁신 금액 비율

기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112 75 112 27 107 29 462 0.4%

산학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대학

1,120 381 1,111 395 1,051 411 4,469 4.0%

교육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품질관리

11,646 650 11,484 504 10,973 518 35,775 31.8%

교육
대학교육 
브랜드화

642 246 635 330 630 339 2,822 2.5%

교육
전략실행을 위한 
역량강화

3,654 3,614 3,579 1,860 3,438 1,810 17,955 16.0%

기타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축

16,538 980 16,285 584 15,939 593 50,919 45.3%

합 계 33,712 5,946 33,206 3,700 32,138 3,700 112,4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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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혁신분야 중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축’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내부 교직원과 학교 인프라 차원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추진할 계획임

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재정투자 계획

  -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혁신 전략 중 교육혁신    

72.20%로 최우선 순위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학협력혁신 9.4%, 기타  

혁신 5.1% 투자 계획을 수립함

  - 1주기 혁신지원사업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2주기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며, 중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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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

영역 세부내용
타재정지원사업

사업명 연계내용 및 재정지원별 역할분담 투입예산

교육
혁신

SU-현장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체계 구축

혁신지원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6,974
공학인재
양성사업

미래 신산업ㆍ산업체 수요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ㆍ운영

357

SU-혁신 교육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 역량강화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1,764

SU-CS Track 기반 학생 
취업역량 강화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294

SU-CS Trac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88

SU-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50

산학
협력
혁신

SU-산학협력 활성화 및 
연계교육 강화

혁신지원 ICC(기업협업센터) 기반 산학연계 교육 1,205
공학인재
양성사업

산업체 수요특화형 산학연계 교육 6

SU-혁신 창업활동 강화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252

SU-혁신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177

기타
혁신

SU-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153

SU-대학 혁신 글로벌 
역량 구축 및 운영

혁신지원 해당사항 없음 511

※ 산업자원통상부,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전문대단계)은 학과사업으로 혁신지원사업과의 중복되지 않음

 □ 타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성 및 중복투자 방지 계획

  - 규정 : 정부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 운영 규정 (개정 2021년 04월 12일)

  - 위원회 : 정부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위원회

  - 위원회 기능 : 세부사업 간 중복 예방과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ㆍ

제안하며, 위원회는 협의회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함

구분 내용

기능 및 역할

Ÿ 신규 재정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여부
Ÿ 재정지원사업별 사업단 선정 및 구성에 관한 사항
Ÿ 재정지원사업별 프로그램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Ÿ 제3호에 따른 대학 재정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Ÿ 사업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Ÿ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위원회 구성
Ÿ 위원장 : 기획처장
Ÿ 위원 : 교학처장, 취창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 국고사업운영본부장  

각 재정지원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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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재정지원과의 중복투자 방지 프로세스

  

2.2.1. 총 사업비 구성                                      (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
내용 세부과제

1차년도
('22.3〜'23.2)

2차년도
('23.3〜'24.2)

3차년도
('24.3〜'25.2) 합 계 타

사업
연계
여부

19-21
혁신사업
연계여부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육
혁신

SU-
현장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체계
구축

①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371 6.2 528 14.3 488 13.2 1,387 10.4 연계

②창의융합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298 5.0 250 6.8 250 6.8 798 6.0 연계

③교육품질
관리

2,587
(이월포함) 43.5 1,091 29.5 1,111 30.0 4,789 35.9 연계

소계 3,256 54.8 1,869 50.6 1,849 50.0 6,974 52.3

SU-
혁신교육
방법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
역량
강화

①교수역량
향상 지원 84 1.4 96 2.6 104 2.8 284 2.1 연계

②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84 1.4 79 2.1 85 2.3 248 1.9 연계

③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

712 12.0 260 7.0 260 7.0 1232 9.3 신규

소계 880 14.8 435 11.7 449 12.1 1,764 13.2
SU-
CS Track
기반
학생
취업역량
강화

①SU-CS
Track 기반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111 1.9 87 2.4 96 2.6 294 2.2 연계

소계 111 1.9 87 2.4 96 2.6 294 2.2

SU-
CS Trac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①SU-CS
Track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17 0.3 19 0.5 19 0.5 55 0.4 연계

②SU-CS
Track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11 0.2 11 0.3 11 0.3 33 0.2 연계

소계 28 0.5 30 0.8 30 0.8 88 0.7

SU-
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①수요
맞춤형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20 0.3 30 0.8 - - 50 0.4 연계

소계 20 0.3 30 0.8 - - 50 0.4
교육혁신 소계 4,295 72.2 2,451 66.3 2,424 65.5 9,170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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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
내용 세부과제

1차년도
('22.3〜'23.2)

2차년도
('23.3〜'24.2)

3차년도
('24.3〜'25.2) 합 계 타

사업
연계
여부

19-21
혁신사업
연계여부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산학
협력
혁신

SU-
산학협력
활성화
및
연계교육
강화

①산학협력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296 5.0 253 6.8 253 6.8 802 6.0 신규

②산학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134 2.3 135 3.6 134 3.6 403 3.0 연계

소계 430 7.2 388 10.4 387 10.5 1,205 9.0

SU-
혁신
창업활동
강화

①SU-創UP
성공
Package

33 0.6 35 1.0 39 1.1 107 0.8 연계

②창업 역량
확산 및
프로그램적용

39 0.7 47 1.3 59 1.6 145 1.1 연계

소계 72 1.2 82 2.3 98 2.6 252 1.9
SU-
혁신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①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57 1.0 60 1.6 60 1.6 177 1.3 연계

소계 57 1.0 60 1.6 60 1.6 177 1.3

산학협력혁신 소계 559 9.4 530 14.3 545 14.7 1,634 12.2

기타
혁신

SU-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①지역사회
네트워크강화 39 0.7 22 0.6 24 0.6 85 0.6 연계

②지역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8 0.1 5 0.1 5 0.1 18 0.1 신규

③AI융합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20 0.3 - 0.0 - - 20 0.2 신규

④코로나19
감염병
예방

30 0.5 - - - - 30 0.2 연계

소계 97 1.6 27 0.7 29 0.8 153 1.1

SU-
대학혁신
글로벌
역량
구축 및
운영

①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86 1.4 23 0.6 23 0.6 132 1.0 연계

②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109 1.8 108 2.9 108 2.9 325 2.4 연계

③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강화

12 0.2 21 0.6 21 0.6 54 0.4 연계

소계 207 3.5 152 4.1 152 4.1 511 3.8
기타 혁신 소계 304 5.1 179 4.8 181 4.9 664 5.0

사업
관리
및
운영

기타 사업관리ㆍ운영 455 7.7 385 10.4 395 10.7 1,235 9.2
간접비 297 5.0 150 4.1 150 4.1 597 4.5
대학 간 공유ㆍ협력 계획 5 0.1 5 0.1 5 0.1 15 0.1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31 0.5 - - - - 31 0.2

사업관리 및 운영 소계 788 13.3 540 14.6 550 14.9 1,878 14.1
(해당시) 적정규모화 지원금

이월예정액 545 9.2 545 3.9

합 계 5,946 100 3,700 100 3,700 100 13,3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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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차년도 사업비 구성

(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교
육
혁
신

SU-
현장
기반
창의
융합
교육
과정
운영
및
미래
형
융합
인재
양성
체계
구축

3,256

①핵심
역량
교육
과정
운영

37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0 O

n 창의융합 교과 운영
Ÿ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회의비 : 6인×7회×35,000원=1,470,000원
-자문료 : 2인×7회×200,000원=2,800,000원
-원고료 : 2인×7회×500,000원=7,000,000원
-인쇄비 : 4권×7과목×10,000원=280,000원
Ÿ 창의융합 교과목 운영
Ÿ 창의융합 교과목 평가 및 환류

n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회의비 : 35,000원×208명=7,280,000원
-자문료 : 200,000원×52명=10,400,000원
-개편보고서 인쇄비 : 10,000원×26권×4부=1,040,000원
Ÿ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실험ㆍ실
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341 O

n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
341,000,000원
-산업용드론 : 11,100,000원×1대=11,100,000원
-맵핑프로그램 : 5,175,000원×2대=10,350,000원
-에어매트 : 1,516,000원×3대=4,550,000원
-PLC실습장치 : 6,968,400원×19대=132,400,000원
-유압전단기 : 55,000,000원×1대=55,000,000원
-굽힘시험기 : 37,000,000원×1대=37,000,000원
-고압증기멸균기 : 10,633,000원×3대=31,900,000원
-구강스캐너 : 25,000,000원×1대=25,000,000원
-위상차현미경 : 2,766,600원×3대=8,300,000원
-전자호구외 : 12,100,000원×2대=24,200,000원
-이동식 TV스탠드 : 150,000원×2대=300,000원
-LED TV(43인치) : 450,000원×2대=900,000원
Ÿ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②창의
융합
비교
과
교육
과정
운영

29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98 O

n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비교과 운영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체제 개편 회의비
: 1,000,000원×1회=1,000,000원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전공 및 자격증 특강 운영비 :
116,200,000원(학과주관)/ 85회
-전공직무교육 특강 운영비 :
68,000,000원(학과주관)/ 65회
-심폐소생술 특강 운영비 : (교재비 포함)
1회(학과별 운영)×46,400,000원=46,400,000원
-하계/동계 비교과 운영 식대지원비 :
61,000,000원 (1, 2학기 2식 제공)
-컴퓨터 자격증(ITQ) 특강 운영비 : 5,400,000원
(5개학과)

Ÿ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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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③교육
품질
관리

2,58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58 O

n 교육품질 관리체계 운영 및 강화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운영
-대학 및 부서 교육품질관리(CQI) 실시
-교과목 및 학과 교육품질관리(CQI) 실시
-자문료,회의비 등 : 30개학과×300,000원=9,000,000원
-COI결과보고 인쇄비 : 100부×20,000원=2,000,000원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대학교육품질관리(CQI) 체계 개편연구용역사업 :
1식×39,000,000원=39,000,000원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핵심성과지표
관리ㆍ분석 보고서 용역 :
1식×12,000,000원= 12,000,000원

n 학습역량강화를위한교육인프라구축및개선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실험실습 지원 : 250,000,000원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조사
운영 및 환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컨설팅 :
1식×46,220,000원=46,220,000원

Ÿ 대학수요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결과 평가 및 환류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1,628
(이월금

포함)
O

n 교육품질 관리체계 운영 및 강화
Ÿ 교육과정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1식×3,600,000원=3,600,000원

n 학습역량강화를위한교육인프라구축및개선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1,624,000,000원
-간호학과 실험실 환경개선 : 155,600,000원
-공용강의실 교육환경개선 : 70,200,000원
-레저스포츠과 실험실 환경개선 : 700,000,000원
-임상병리과 실험실 환경개선 : 251,400,000원
-화장품신소재과학과 실험실 환경개선 : 2,200,000원
-적정규모화 이월 예정금액 : 444,800,000원

실험ㆍ실
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601
(이월금
포함)

O

n 학습역량강화를위한교육인프라구축및개선
Ÿ 대학 CQI 및 대학수요자만족도 기반
교육 기자재 지원 : 601,000,000원
-성인간호시뮬레이터 : 81,950,000원×1대=81,950,000원
-이동식 Wall O2 & Suction 설비 :
4,682,000원×7대=32,780,000원
-전자교탁 : 5,676,470원×17대=96,500,000원
-산업용 드론 키트 : 1,775,000원×8대=14,200,000원
-스마트드론관제시스템 : 23,100,000원×1대=23,100,000원
-빔 : 2,212,700원×11대=24,340,000원
-듀얼파워랙 : 3,630,000원×1대=3,630,000원
-파워레그프레스 : 2,900,000원×1대=2,900,000원
-런닝머신 : 2,020,000원×1대=2,020,000원
-핵스쿼트 : 2,520,000원×1대=2,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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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어시스트 친앤딥 : 2,840,000원×1대=2,840,000원
-로잉머신 : 800,000원×1대=800,000원
-멀티 벤치 프레스 : 250,000원×1대=250,000원
-앰프 : 7,000,000원×1대=7,000,000원
-스탠딩스파인코렉터 : 7,500,000원×1대=7,500,000원
-고급형 전신골격모형 : 1,550,000원×3대=4,650,000원
-3D프린터 거치대 : 1,1000,00원×7대=7,700,000원
-PC구입 : 1,381,440원×97대=134,000,000원
-로크웰경도계 : 5,500,000원×2대=11,000,000원
-피부미용베드 : 211,420원×14대=2,960,000원
-레이놀즈수 실험장치 : 6,400,000원×1대=6,400,000원
-유체마찰실험장치 : 17,050,000원×1대=17,050,000원
-열전도도 실험장치 : 14,910,000원×1대=14,910,000원
-적정규모화 이월 예정금액 : 100,000,000원

SU-
혁신
교육
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
학습
역량
강화

880

①교수
역량
향상
지원

8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4 O

n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개발
Ÿ 교수역량 진단
-혁신교수법 역량 진단 비용
-자문료 : 외부위원(2명)×1회×300,000원=600,000원
-진단보고서(인쇄비) : 20부×10,000원=200,000원
Ÿ 교내 교수법 연수 운영
-교내 교수법 연수 운영 :
5회(온라인포함)×500,000원=2,500,000원

Ÿ 교외 교수법 연수 참여 지원
-교외혁신교수법연수 : 100명×500,000원=50,000,000원
Ÿ 전공역량 강화 연수
-계열별 전공역량 강화 연수 :
(5계열)×3명×1,000,000원=15,000,000

Ÿ 교수법 컨설팅 운영
-혁신교수법 수업컨설팅 비용 :
외부위원(1명)×5명×300,000원=1,500,000원

n 교수학습 적용 및 역량 확산
Ÿ 교수법 소모임 운영
-교수법소모임운영비 : 15개팀×600,000원=9,000,000원
Ÿ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Ÿ 교수학습 연구 대회
-자문료(내부,외부) :
외부위원(2명)×5명×100,000원=1,000,000원
-참가자 원고료 : 1,000,000원
-보고서(인쇄비) : 30부×10,000원=300,000원
Ÿ 교수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확산
-교수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회(다과비) :
1식×300,000원=300,000원

n 교수학습 연구 및 분석
Ÿ 교수법 교육효과성 분석
-혁신교수법 개선 연구 개발 책자 제작 :
1건×1,000,000원=1,000,000원

Ÿ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기초학습능력 효과성 분석 공모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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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1건×1,000,000원=1,000,000원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효과성 분석
-자기주도학습능력 효과성 분석 공모전 실시 :
1건×1,000,000원=1,000,000원

②학생
학습
역량
향상
지원

84

장학금 40 O

n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Ÿ 학습 공동체 운영
-학습공동체 운영(튜터링 장학금) :
100팀×400,000원=40,000,0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4 O

n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Ÿ 공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Ÿ 공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공통기초학습능력향상 특강 운영비 :
4회(국어,영어,수학,사고력)×1,000,000원=4,000,000원

Ÿ 계열 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운영
-계열전공기초학습능력 향상 특강 운영비 :
계열별(4계열)×1,500,000원=6,000,000원

n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및 개발
Ÿ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단
Ÿ 학습코칭 운영
-자기주도학습 코칭비 :
25팀×4시간×35,000원=3,500,000원

Ÿ 학습법 특강 운영
-자기주도학습법 특강 운영비 :
10회×400,000원=4,000,000원

Ÿ 공모전 운영
-우수 자기주도학습 공모전 실시 :
3회×1,800,000원(포상금: 팀별 차등지원)=5,400,000원

Ÿ 학습 공동체 운영
-학습공동체 운영(팀별 활동비 지급) :
100팀×70,000원=7,000,000원

n 콘텐츠 개발 및 운영
Ÿ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학습 효율 향상 온라인 콘텐츠 구매 및 개발 :
3건×1,500,000원=4,500,000원

Ÿ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구매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구매 :
5과목×2,000,000원=10,000,000원

③교수
학습
지원
인프
라
강화

712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712 O

n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Ÿ 스마트강의실 구축
-스마트강의실구축 : 10개실×40,530,000원=405,300,000원
Ÿ 멀티학습실 구축
Ÿ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학과 맞춤형 인포메이션 사이니지 구축 :
1식×30,000,000원=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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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n 원격수업 기술 지원
n LMS 고도화 및 확대 운영
Ÿ LMS 고도화 및 확대 운영
-LMS고도화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
-LMS서버증설 : 1식×234,500,000원=234,500,000원
-모바일플랫폼 개발 : 1식×41,800,000원=41,800,000원

SU-
CS
Track
기반
학생
취업
역량
강화

111

①SU-
CS
Track
기반
학생
맞춤
형
취업
지원

11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11 O

n 핵심역량 기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직무체험 운영
-직무체험운영비 : 16개학과×2,500,000원=40,000,000원
-간호학과 인체해부실습교육 :
1식×15,000,000원=15,000,000원

n 핵심역량 기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취업 캠프 운영
-취업 캠프 운영비 : 2식×15,959,000원=31,900,000원
Ÿ 취업 주간 행사 운영
-취업 주간 행사 운영비 :
1식×12,300,000원=12,300,000원

Ÿ 취업스킬업 특강 운영
-취업스킬업 특강 운영비 :
1식×5,800,000원=5,800,000원

Ÿ 입사서류 및 면접 특강 운영
-입사서류 및 면접 특강 운영비 :
1식×6,200,000원=6,200,000원

SU-
CS
Trac
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28

①SU-
CS
Trac
k
학생
맞춤
형
진로
지원

1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7 x

n 진로검사 및 진단
Ÿ 진로ㆍ적성 검사 및 진단
-진로ㆍ적성 검사비 : 1,147명×8,800원=10,100,000원

n 진로 개발 지원
Ÿ 진로ㆍ적성 컨설팅
-운영비 : 3명×30시간×60,000원=5,400,000원
-기타 운영비 : 540,000원
Ÿ 리더쉽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2명×8시간(4팀*2시간)×60,000원=960,000원
-기타사업운영비 : 140,000원

②SU-
CS
Trac
k
학생
맞춤
형
정서
지원

1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1 x

n 심리검사 및 진단
Ÿ 새내기 적응역량 검사 및 진단
-새내기적응역량검사비 : 956명×4,500원=4,300,000원

n 대학생활 안정지원
Ÿ 새내기 심층상담 운영
-새내기 심층상담 운영 강사료 :
5명×14시간×60,000원=4,200,000원

Ÿ 心-근력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 80명×10,000원=800,000원
-다과비 : 80명× 3,000원=240,000원
-현수막 : 100,000원
Ÿ S-Again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1명×8시간×60,000원=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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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운영비 : 20명×8,000원=160,000원
-다과비 : 20명×3,000원=60,000원
-현수막 : 70,000원

SU-
수요
맞춤
형
교육
지원
시스
템
운영

20

①수요
맞춤
형
이력
관리
시스
템
강화

20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20 x

n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Ÿ 학생 데이터 베이스 관리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Ÿ 개별 핵심역량 향상 리포팅 제공
Ÿ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환류
-핵심역량통합관리스템 고도화 :
1식×19,800,000원=19,800,000원

교육혁신 소계 4,295

산
학
협
력
혁
신

SU-
산학
협력
활성
화
및
연계
교육
강화

430

①산학
협력
컨트
롤
타워
체계
구축

29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96 O

n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Ÿ ICC기반 마련 및 구축
-ICC구축벤치마킹비용 : 1회×1,000,000원=1,000,000원
Ÿ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운영
-산학협력 DAY(학과별) 운영 :
26개학과×300,000원=7,800,000원

Ÿ 지역사회 중소강소기업 테크-페어 운영
-산학협력 테크-페어 성과공유회 실시 :
1식×5,000,000원=5,000,000원

n 산학공동 프로그램 운영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개발
-산학공동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 :
1식×4,000,000원=4,000,000원

Ÿ 산학공동 교육과정 운영
-협약체결 : 8개학과×300,000원=2,400,000원
-학생선발및사업홍보 : 8개학과×200,000원=1,600,000원
-실습재료비 : 8개학과×3,000,000원=24,000,000원
-잡섀도윙 : 8개학과×2,000,000원=16,000,000원
-PBL프로그램 : 8개학과×5,000,000원=40,000,000원
-산업체 현장교육 : 8개학과×2,000,000원=16,000,000원
-취업역량향상교육 : 8개학과×2,000,000원=16,000,000원
-학생역량 인증제 : 8개학과×500,000원=4,000,000원
-협약반협의회운영: 8개학과×500,000원×2회=8,000,000원
-스펙업특강 : 8개학과×2,000,000원×2회=32,000,000원
-협약산업체기술지도 : 3개학과×1,666,660원=5,000,000원
Ÿ 캡스톤 디자인 운영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확대 운영 :
14과제×5,000,000원=70,000,000원

Ÿ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전문가 초청특강 운영비 : 43,000,000원 (16개학과)

②산학
연계
표준
형
현장
실습

13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34 O

n 현장실습 지원체계 고도화
Ÿ 공동표준형현장실습매뉴얼개발및고도화
-표준/자율형 현장실습 매뉴얼 자료 제작 :
100부×10,000원=1,000,000원

Ÿ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및 사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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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전공직무 현장실습 매뉴얼 자료 제작 :
100부×20,000원=2,000,000원
-참여학과(27개학과)×300,000원=8,100,000

n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강화
Ÿ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사전/사후 간담회 : 4,500,000원
-현장실습 보험료(하계/동계) : 6,500,000원
-현장실습일지인쇄비 : 500부×30,000원=15,000,000원
-현장실습 사전 코로나 선별 검사비 :
150명×90,000원=13,500,000원
-표준형 현장실습 업체지원금 : 65,000,000원
-표준형 현장실습 순회지도비 : 4,000,000원
-교내현장실습지도비 : 4개학과×600,000원=2,000,000원
Ÿ 현장실습 경진대회 운영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및
소모품 : 8,500,000원

Ÿ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운영
-현장실습 사전 멘토링 운영 : 다과비(3,500,000원)

SU-
혁신
창업
활동
강화

72

①SU-
創UP
성공
Pack
age

3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3 O

n 창업역량 고도화
Ÿ 창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창업심화 프로그램 운영비 :
1식×11,800,000원=11,800,000원

Ÿ 창업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초 프로그램 운영비 :
1식×1,300,000원=1,300,000원

Ÿ 리더쉽 트레이닝
-리더십 창업캠프 운영비 :
1식×13,100,000원=13,100,000원

n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림 운영
Ÿ 창업지원역량 강화
-창업/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비 :
1식×2,730,000원=2,730,000원

n 창업 자격증 취득
Ÿ 트리즈 과정 운영
-TRIZ교육과정 운영비:
5명×900,000원=4,500,000원

②창업
역량
확산
및
프로
그램
적용

39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9 O

n 창업동아리 지원
Ÿ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창업동아리 운영(재료비 등) :
5팀×2,000,000원=10,000,000원

Ÿ 창업동아리 교내 경진대회 운영
-교내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운영비 :
1회×5,000,000원=5,000,000원

Ÿ 창업동아리 교외 경진대회 참여
-교외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운영비 :
1회×8,500,000원=8,500,000원

Ÿ 특허 및 제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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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과제 특허출원
지원 : 5개 과제×3,000,000원=15,000,000원

SU-
혁신
산학
협력
네트
워크
강화
프로
그램

57

①산업
체
네트
워크
고도
화

5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7 x

n 협력산업체 연계 체계 강화
Ÿ 협력산업체 인증 및 DB구축 관리
-가족회사 협력체결 강화 :
52업체×200,000원=10,400,000원
-가족회사용 리플렛 제작 및 지원 :
52업체×500,000원=26,000,000원

Ÿ 협력산업체 연계 공동프로젝트 진행
-산학협력공통프로젝트 운영(재료비 포함) :
3과제×5,000,000원=15,000,000원

Ÿ 협력산업체 DB 운영 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우수 가족회사 인증패 제작 지원 :
26업체×200,000원=5,200,000원

산학협력혁신 소계 559

기
타
혁
신

SU-
지역
사회
네트
워크
및
연계
강화

97

①지역
사회
네트
워크
강화

39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9 O

n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Ÿ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연계 기업과의 업무협약 지원금 :
3업체×700,000원=2,100,000원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n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
7회×1,000,000원=7,000,000원

Ÿ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환류

n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Ÿ 성인학습자대상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쿠킹클래스 비학위과정 운영 :
4개과정×2,250,000=9,000,000원
-드론교육 비학위과정 운영 :
2개과정×5,740,000=11,480,000원
-기타 프로그램 운영 : 2,020,000원
Ÿ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 워크숍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활성화
워크숍 : 5개학과×1,470,000원=7,350,000원

②지역내
동행
교육
과정
연계

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 O

n 지역내 동행교육과정 운영
Ÿ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지역내 동행교육과정 체계 구축 : 10개 과정
Ÿ 동행교육과정 일부 학과 운영
- 강사료 :
10개과정×2회×3시간×35,000원=2,100,000원
- 재료비 : 20회×247,500원=4,950,000원
- 기타 운영비 : 20회×50,000원=1,000,000원
Ÿ 성과평가 실시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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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방안 검토 회의비 :
10개과정×25,000원=250,000원

③A I융
합
교육
인재
양성
을
위한
메타
버스
플랫
폼
구축

2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0 x

n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Ÿ Metaversity 플랫폼 구축
-메타버시티 컨소시엄 참여비 :
1식×20,000,000원=20,000,000원

Ÿ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④코로
나19
감염
병
예방

30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30
n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Ÿ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학기×15,000,000원=30,000,000원

SU-
대학
혁신
글로
벌
역량
구축
및
운영

207

①국외
대학
및
산업
체
협약

8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비

86 O

n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Ÿ 타대학 글로벌 브랜드화 벤치마킹
-유학생 유치 우수 대학 벤치마킹 :
1대학×500,000원=500,000원
-해외 선진직업교육 혁신사례 해외벤치마킹
연수 : 10명×6,950,000원=69,500,000원

Ÿ 기존 국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 강화
-글로벌 자매대학 간 공동프로젝트 운영 : 1개
프로그램 ×5,000,000원= 5,000,000원

Ÿ 국외 대학 및 산업체 발굴
-글로벌 교류협력 산업체 및 자매대학 발굴 :
2명(출장비)×2,750,000원 × 2건=11,000,000원

Ÿ 국외 대학ㆍ산업체 신규 MOU체결 및
성과공유회 실시

②글로
벌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적용

109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9 O

n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및
취업지원

Ÿ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해외연수 대상자 사전 교육)
-토익기초 특강 : 1회×3,490,000원=3,490,000원
-스피킹 특강 : 1회×3,490,000원=3,490,000원
Ÿ 해외 전공연수 운영
-글로벌 어학연수 및 전공연수 운영 :
20명×5,000,000원=100,000,000원

Ÿ 글로벌화 공동 경진대회 발굴 및 운영
-토익스피킹대회 운영 : 1식×포상금
차등지원=2,100,000원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③외국
인
유학
생
학습
역량
강화

1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2 x

n 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Ÿ 유학생 비기너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취득 특강 :
1회×2,000,000원=2,000,000원
-한국문화체험 활동 : 1회×6,500,000원=6,500,000원
Ÿ 유학생 적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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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영

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세부내역 (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적정
규모화
지원금
여부

산출내역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상담 실시 :
500,000원×4회=2,000,000원

Ÿ 유학생 전공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대상 전공기초 멘토링 운영 :
5팀×60,000원×5회=1,500,000원

Ÿ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 실시

기타 혁신 소계 304

사
업
관
리
및
운
영

기타
사업관리ㆍ운영

455
(178)

인건비 421
(178) x

Ÿ 전담직원 인건비 : 10명, 243,000,000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등 포함)

Ÿ 기존교직원 성과급 지급 : 142,000,000원
Ÿ 신규교직원 성과급 지급 : 36,000,000원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34 x

Ÿ 외부전문가회계점검 : 1식×10,000,000원=10,000,000원
Ÿ 대학혁신운영위원회 : 3회×500,000원=1,500,000원
Ÿ 자체평가위원회 : 2회×1,250,000원=2,500,000원
Ÿ 기념품 구입 : 1식×20,000,000원=20,000,000원

간접비 297 간접비 297 x
Ÿ 총 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편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포함)

대학 간 공유ㆍ협력
계획 5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5 x
Ÿ 충청강원권 지속가능한 ESG 캠프 운영 :
1회×5,000,000원=5,000,000원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31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31 O
Ÿ 나눔(재능) 봉사활동실천 : 10회×2,000,000원=20,000,000원
Ÿ 소외지역재능(기부) 봉사 : 6회×1,700,000원=10,200,000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소계 788

성과급 및
사업관리
운영 수당
편성 현황

기존
교직원

성과급(A) 142 x Ÿ 기존교직원 성과급 지급 : 142,000,000원

사업관리운영 수당(B) - x

소계(C=A+B) 총 사업비의 2.4%
신규
교직원 성과급(D) 36 x Ÿ 신규교직원 성과급 지급 : 36,000,000원

합계(E=C+D) 178

합계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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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적정규모화 지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영역 세부내용 세부과제
적정규모화 지원금 투자계획

유형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
혁신

SU- 현장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운영및
미래형융합인재
양성체계구축

①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39 2.3% - - 기존 확대

②창의융합비교과교육과정운영 125 7.3% - - 기존 확대

③교육품질 관리 968 56.9% 545 100% 기존 확대

SU- 혁신
교육방법활용
확대 및교수학습
역량 강화

①교수역량 향상 지원 2 0.1% - - 기존 확대

②학생 학습역량 향상 지원 22 1.3% - - 기존 확대

③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강화 303 17.8% - - 기존 확대
SU-CS Track
기반 학생
취업역량 강화

①SU-CS Track 기반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38 2.2% - - 기존 확대

SU-CS Track
기반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①SU-CS Track 학생 맞춤형
진로지원 - - - - 　

②SU-CS Track 학생 맞춤형
정서지원 - - - - 　

SU- 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①수요 맞춤형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 - - - 　

교육혁신 소계(A) 1,497 88.0% 545 100% 　

산학
협력
혁신

SU- 산학협력
활성화 및
연계교육 강화

①산학협력컨트롤타워체계구축 48 2.8% - - 기존 확대

②산학연계 표준형 현장실습 1.5 0.1% - - 기존 확대

SU- 혁신
창업활동 강화

①SU-創UP 성공 Package 18 1.1% - - 기존 확대
②창업역량확산및프로그램적용 3.5 0.2% - - 기존 확대

SU- 혁신
산학협력네트워크
강화프로그램

①산업체 네트워크 고도화 - - - - 　

산학협력 혁신 소계(B) 71 4.2% - - 　

기타
혁신

SU-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①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30 1.8% - - 기존 확대
②지역내 동행교육과정 연계 3 0.2% - - 기존 확대
③AI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 - - 　

④코로나19 감염병 예방 - - - -
SU- 대학 혁신
글로벌 역량
구축 및 운영

①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69 4.1% - - 기존 확대
②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적용 1 0.1% - - 기존 확대
③외국인 유학생 학습역량 강화 - - - - 　

기타 혁신 소계(C) 103 6.1% - - 　

사업
관리
및
운영
(D)

기타 사업관리ㆍ운영 - - - - 　

간접비 - - - - 　

대학 간 공유ㆍ협력 계획 - - - -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30 1.8% - - 신규 추가

사업 관리 및 운영 소계(D) 30 1.8% - - 　
합계(A+B+C+D) 1,701 100% 545 100% 　



Ⅰ Ⅳ.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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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구축                                       (증빙자료 p.60~p.65 참조)

1.1. 거버넌스 총괄 체계

 □ 개요

  - 거버넌스 총괄 체계를 위해 국고사업운영본부를 신설하고 대외부총장 직속 산하로 

배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높은 실행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혁신팀, 산학협력혁신팀, 기타(미래)혁신팀의 팀장은 교무위원 급으로 배정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투입단계에서 산출된 각종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고, 각 부서별 세부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동시 병행적 사업성과를 달성토록 연계함

  - 성과관리 극대화를 위해서 별도 TF(혁신지원)팀에서는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각 부서에 과업을 지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혁신사업 성과확산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추진 조직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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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구성

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부서 직위(급) 교내/외

①

대학혁신 

위원회

위원장 김병묵 신성대학교 본  부 총장 교내
② 위원 서명범 신성대학교 본  부 행정부총장 교내
③ 위원 유영창 신성대학교 본  부 대외부총장 교내
④ 위원 손인환 신성대학교 기획처 처장 교내
⑤ 위원 김영수 신성대학교 교학처 처장 교내
⑥ 위원 김현희 신서대학교 입학홍보처 처장 교내
⑦ 위원 황광모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교내
⑧ 위원 이영재 신성대학교 총무처 처장 교내

소계 총 8명
①

대학혁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범 신성대학교 본  부 행정부총장 교내
② 위원 손인환 신성대학교 기획처 처장 교내
③ 위원 김영수 신성대학교 교학처 처장 교내
④ 위원 황광모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교내
⑤ 위원 이해철 신성대학교 국고사업운영본부 본부장 교내
⑥ 위원 한영우 당진시청 경제일자리과 과장 교외
⑦ 위원 김채린 신성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교내

소계 총 7명
①

사업비관리

위원회

위원장 황광모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교내
② 위원 손인환 신성대학교 기획처 처장 교내
③ 위원 백인철 신성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본부장 교내
④ 위원 이해철 신성대학교 국고사업운영본부 본부장 교내
⑤ 위원 신경아 신성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 교내
⑥ 위원 심우성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교내

소계 총 6명
①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장 유영창 신성대학교 본  부 대외부총장 교내
② 위원 박인길 신성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계열 교수 교내
③ 위원 이주연 신성대학교 총무처 팀장 교내
④ 위원 김채린 신성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교내
⑤ 위원 조병춘 고등교육발전연구원 원장 교외
⑥ 위원 김학성 동남보건대학교 의료영상3D모델링융합과 교수 교외
⑦ 위원 한성택 안산대학교 보건의료정보학과 교수 교외

소계 총 7명
합계 총 28명 

  - 사업 운영조직

  

구분 인원 주요역할

사
업
단

혁신지원사업팀 3명
·혁신지원사업 관리
·혁신지원사업 예산 및 성과 관리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혁신팀 19명

·융합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발 연구
·융합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발 지원
·최신 교수법 모델 개발 및 활용 확산 지원
·학생 직무역량 및 구직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 학습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 진로 개발 및 정서 안정 지원

산학협력혁신팀 6명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협력 교육 및 활동 지원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지원
·창업 교육 및 보육 지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기타(미래)혁신팀 8명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 홍보 관리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지원
·글로벌 취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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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및 거버넌스별 주요 기능

 - 혁신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조직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위원회의 정례적   

운영을 추진함

구 분 목적 주요기능 운영방안 구성원 역할 비고

대학혁신

위원회

Ÿ 성과에 대한 

총괄관리

Ÿ 투자계획 수립

Ÿ 사업의 

성과관리

Ÿ 필요시 

개최

Ÿ 총장이 주관하여 

자율혁신계획 성과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8명

대학혁신

운영위원회

Ÿ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Ÿ 세부추진계획

   수립

Ÿ 사업비 

집행계획수립

Ÿ 성과관리

Ÿ 규정 및 

지침마련

Ÿ 필요시 

개최

Ÿ 부총장이 주관하여 

집행계획부터 

규정마련까지 전반적 

지원 및 성과관리 실시

7명

사업비

관리위원회

Ÿ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Ÿ 성과/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 후 

개선방안 도출

Ÿ 매달 1회  

회의 

개최

Ÿ 사업단장이 주관하여 

성과모니터링 및 

예산집행

6명

자체평가

위원회

Ÿ 사업별 

효과성 및 

평가 자문 

실시

Ÿ 효과성 평가

Ÿ 개선방안 평가

Ÿ 성과달성유무 

평가

Ÿ 전반적 자문

Ÿ 반기별 

1회 실시

Ÿ 부총장이 주관하여 

분기별로 운영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7명

혁신

지원팀

(성과관리)

Ÿ 실시간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성과 극대화 

도모

Ÿ 성과 모니터링

Ÿ 미진한 성과 

도출 및 보고

Ÿ 매월 1회 

실시

Ÿ 국고사업운영본부장이 

주관하여 월별로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미진한 성과 도출

3명

혁신

지원팀

(사업비

관리)

Ÿ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

Ÿ 미진한 성과에 

대한 예산 

투입방안 검토

Ÿ 매월 1회 

실시

Ÿ 국고사업운영본부장이 

주관하여 월별로 예산 

투입방안 검토 및 실시 

자문

3명

정부재정

지원사업

통합관리

위원회

Ÿ 타사업과의 

예산 중복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사용 도모

Ÿ 사업별 예산 

중복성 검토

Ÿ 중복된 예산은 

대학혁신위원회

보고

Ÿ 필요시 

개최

Ÿ 국고사업운영본부장이 

타사업과의 예산 사용 

중복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

9명

거버넌스

TRI

Ÿ 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지역사회 TRI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혁신계획에 의거한 

모든 프로그램은 상호 소통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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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체계                                 

2.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자율혁신계획-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의 일관성 및 연계성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JUMP-UP전략으로 혁신지원사업의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적정규모화를 모색하고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를 달성하고자 함

  - 혁신지원사업은 타 재정지원사업과 공동으로 운영 시 참여 학생과 세부프로그램의 

중복 여부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확인하고, 재정지원통합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예산 

확보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함

  - 타 재정지원사업 미운영시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율혁신계획의 성과를 위해 

효율적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략의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별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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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 전반의 역량관리 체계

 □ 대학 역량 분석 및 진단

  - (대학 내부 역량) 대학운영, 교육운영, 학생지원, 산학협력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학사구조 및 운영체계) 학사구조는 지역/국가기간산업(3개 학과), 휴먼서비스 

산업(15개 학과), 미래산업(8개 학과)로 총 2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사운영은 각 학과가 교육운영계획수립, 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평가의 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학처 및 교육혁신본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학사 운영 및 전공교과, 교양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우리대학은 Plan → Do → Check → Action의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교육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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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및 대학 역량관리 방향 

  - 우리대학의 특성화 방향은 SWOT 분석의 결과에 따라 4개 영역에 10개 전략과제를 

도출, 이를 통해 체제의 혁신, 지속성, 다양성, 고도화를 추진 함

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혁신사업 연계 ACE 성과관리 체계(PDCA 방법적용) 

  -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평가

결과 환류 절차로 구축됨

  - 대학혁신위원회는 총장이 주관하여 학교의 중요 위원회인 교육품질관리위원회, 

미래교육혁신위원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교내 자체평가위원회와 함께 혁신사업을 

연계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 사업단의 수립계획에서 부서/학과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와의 성과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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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3.1.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계획 총괄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성과
지표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전임교원 확보율, ③ 교육비 환원율, ④취업률

자율
성과
지표

① 융합교육혁신지수 점 45.9 46.9 47.9 48.9

② 산학연계혁신지수 점 38.9 39.9 40.9 41.9

③ CS학생성공지수 점 54.1 55.7 57.3 58.9

④ 지역사회기여·ESG성과지수 점 38.9 42.4 45.9 49.4

3.1.1. 자율성과지표명 : 융합교육혁신지수                   (증빙자료 p.66~p.72 참조)

지표명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융합교육혁신지수 45.9 46.9 47.9 48.9

지표설정
근거

지표선정이유

•융합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4차 산업 융합형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 및 대학 경쟁력 제고
•교육과정의 성과를 입력, 과정, 산출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
설정함

세부과제와의 관련성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 창의융합 교과목 운영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참여율과 운영 효과 평가
•직업교육 교육품질 강화

산출식
•(융합교육강화지수 × 0.2) + (수업혁신지수 × 0.2) +
(융합교육만족도지수 × 0.3) + (융합역량지수 × 0.3)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년도 실적 값
•측정방법
- 융합교육강화지수 : 융합 전공교과목 개발·개편 건수 /

전체 전공교과목 수 × 100
- 수업혁신지수 : 융합 전공교과목 운영건수 / 전체 전공

교과목 운영건수 × 100
- 융합교육만족도지수 : 용합 전공교과목 강의평가 평균점수
- 융합역량지수 : 융합 전공교과목 80점이상취득자 수 /

해당 과목 전체 이수자 수 × 100
※전체 전공교과목수는 2021년 전공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함
※융합 전공교과목은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편성 및 운영
학과가 다를 경우 개별 교과목 수로 인정 함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현재값의 구체성 : 2021년도 측정된 수치를 적용함
•목표값의 적극성 : 과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이 연평균
0.5∼0.8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매년 1.0점 향상
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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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목표값 달성 계획

•추진 전략 : 교육과정 체계화, 교육과정 운영 최적화 독려
•추진 방법 : 산업체 수요에 근거한 직무수요 분석을 통해 유망

취업 분야 직무와 연계된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추진 내용 :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확대, 융합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융합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기대성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을 통한 교육성과 제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학생 직무능력성취도 향상
•직업교육 혁신 달성을 통해 학과 및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3.1.2. 자율성과지표명 : 산학연계혁신지수                   (증빙자료 p.73~p.81 참조)

지표명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산학연계혁신지수 38.9 39.9 40.9 41.9

지표설정
근거

지표선정이유

•현장중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의 활성화
필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학생의 산업체 즉시 적응력
향상 및 산학연계 교육의 성과 관리를 위해 설정함

세부과제와의 관련성

•핵심역량 기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산학공동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강화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 산업체 연계 체계 강화
•국외 대학 및 산업체 협약

산출식
•(취창업역량지수 × 0.2) + (현장직무역량지수 × 0.2) +
(재학생 자격증 취득비율 × 0.4 (국가자격0.25,민간자격0.15))
+ (산업체만족지수 × 0.2)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년도 실적 값
•측정방법
- 취창업역량지수 : 캡스톤 이수학생 수 / 재학생 수 × 100
- 현장직무역량지수 :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재학생 수 × 100
- 자격증취득비율 : 자격증 취득개수 / 재학생 수 × 100
- 산업체만족지수 :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중 산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신뢰성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

※재학생수 : 4월1일자 정보공시 값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현재값의 구체성 : 2021년도 측정된 수치를 적용함
•목표값의 적극성 : 과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이 연평균
0.6∼0.9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매년 1.0점 향상
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성과지표
목표값 달성 계획

•추진 전략 :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내용에 산업체
인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성 강화

•추진 방법 : PBL 등의 혁신교수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높임
•추진 내용 : 현장밀착형 교육 확산 및 교육환경 개선, 산업체

참여확대를 통해 만족도 향상

기대성과

•산학협력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취업률 향상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학생 현장실무능력 강화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전문대학 산학협력 비즈
니스 모델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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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자율성과지표명 : CS학생성공지수                   (증빙자료 p.82~p.86 참조)

지표명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CS학생성공지수 54.1 55.7 57.3 58.9

지표설정
근거

지표선정이유

•교육 수요자인 재학생 지원과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 성공을
제고하고 학생중심의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정함

•교수법 혁신 및 강의평가제를 통해‘잘 가르치는 대학’을 구축
하고 학생에 대한 밀착지도로 학생들의 직무능력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세부과제와의 관련성

•핵심역량 교육과정 기반 교육여건 개선
•핵심역량 기반 창의융합 비교과 운영
•교육품질 관리체계 운영 및 강화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단, 개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진로검사 및 진단, 진로개발 지원
•심리검사 및 진단, 대학생활 안정지원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관리
•Metaversity 신성캠퍼스 운영

산출식

•(창의융합비교과지수 × 0.2) + (맞춤형정서지원지수 × 0.1) +
(맞춤형진로지원지수 × 0.1) + (기초학습역량향상지수 × 0.2) +
(자기주도학습역량향상지수 × 0.2) + (재학생 만족도 × 0.2)
- 재학생 만족도 : 표본 대상 재학생의 만족도 조사 평균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학년도 실적 값
•측정방법
- 창의융합비교과지수 : 비교과프로그램 만족도
- 맞춤형정서지원지수 : 정서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맞춤형진로지원지수 : 진로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기초학습역량향상지수 : 기초학습역량 향상점수
- 자기주도학습역량향상지수 : 자기주도학습역량 향상점수
- 재학생 만족도 :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중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신뢰성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현재값의 구체성 : 2021년도 측정된 수치를 적용함
•목표값의 적극성 : 과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이 연평균
1.1∼1.5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매년 1.6점 향상
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성과지표
목표값 달성 계획

•추진 전략 : 맞춤형 적응지원을 통한 재학생 사전관리
•추진 방법 : 지도교수별 분담지도 학생 책임관리 강화
•추진 내용 : 재학생 만족도에 기반 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환류

기대성과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중도탈락률 및 만족도 제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학생 성공과 수요자 중심의
고등직업교육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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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율성과지표명 : 지역사회기여·ESG성과지수              (증빙자료 p.87 참조)

지표명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역사회기여·ESG성과지수 38.9 42.4 45.9 49.4

지표설정
근거

지표선정이유

∙대학의 비전인 “지역사회기여”를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대학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고자 설정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ESG를 대학의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대학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ESG
성과지수를 설정함

세부과제와의 관련성
∙대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대학 간 공유ž협력 계획

산출식 •(지역사회기여지수 × 0.5) + (ESG성과지수 × 0.5)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학년도 실적 값
•측정방법
- 지역사회기여지수(50%)
① 지역사회 가치 실현 지수(30%) :
나눔(재능) 봉사활동 건수(0.2) +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운영 건수(0.4) + 지역사회 업무협약 건수(0.4)

② 대학 간 공유 활성화지수(20%) :
타 대학 교육 콘텐츠 활용 건수(0.5) + 타 대학 벤치마킹
및 교류활동 건수(0.5)

- ESG성과지수(50%)
①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지수(25%) :
제도 개선 건수(0.2) + 공청회 개최 건수(0.4) + 교직원
투명성 및 공공성 만족도(0.4)

② ESG 실천 강화지수(25%) :　
지역생산 농축산물 소비 홍보활동 건수(0.3) + 지역기관
위원회 참여 건수(0.3) + 지역산업체 협의회 활동 건수(0.4)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현재값의 구체성 : 2021년도 측정된 수치를 적용함
∙목표값 : 신규로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도전적으로 목표값
설정

성과지표
목표값 달성 계획

∙추진 전략 : 대학의 New 8:2 성공Code 전략 활용
∙추진 방법 : 대학구성원이 대학의 업무와 지역사회의 활동을
8:2로 나누어 일과시간에도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
∙추진 내용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 내 동행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업무협약, 타 대학 교육콘텐츠 활용, 타 대학 벤치
마킹 및 교류활동, 투명성 및 공공성 제도 개선, 공청회,
지역생산 농축산물 소비 홍보활동, 지역유관기관 참여 활동
등

기대성과

∙지역사회의 대학 책무성 강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대학만족도
제고 및 대학브랜드 이미지 제고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 제고 기대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 지역
사회 가치창출, 지역의 인구증가 등 기대


